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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
보고 지역별･국가별･업종별 공간분포 특성과 심층 면담을 통해 투자
와 입지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그린필드형 외국인직
접투자 제조업체의 투자 증가에 따라 부정적 외부효과로 논의되고 있
는 환경규제와 산업용 전력요금 현황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체의 사업장을 공장형, 사무실
형, 아파트형공장으로 나누어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장형은 단지형태의 외국인투자지역이 조성된 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으며, 아파트형공장과 사무실형은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업장 형태별 공간분포 특성
을 분석하지 않았고,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장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수도권 집중분포 현
상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제조업 업종별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체의 입지특성을 살
펴본 결과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용장비업종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소재지 반경 20Km 안에 주로 입지하고 있었다. 외국인직접투자 제조
업체들은 국내 대기업을 그들의 고객사로 여기고, 기대되는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하여 국내 대기업의 위치를 입지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투자 국가별로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요 투자 
국가인 일본, 미국, 중국의 공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
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 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커뮤니티 형성을 중
요하게 여기면서 한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입지를 중
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 및 관련 정부기관 담당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업체들이 투자와 입지를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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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대기업과
의 연계성, 산업용 전기요금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문 인력 고용, 환경규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관련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체에 따라 뚜렷한 입장 차이가 나
타나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온 
시군구 단위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지역별 공간분포 특성
과 사업장 형태별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입지와 투자요인 중 산업용 전기요금과 환경규제에 대해 심층
면담을 통해 보다 더 세밀하게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공간특성 
및 입지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요어 :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 입지요인, 공간분포, 환경규제, 
         산업용 전기요금, 
학  번 : 2011-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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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및 기술이
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발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여 법인세․소
득세․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토지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
양한 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장자원부의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1)에 따르
면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30.7억불로 지난 10년 간 투자액과 
비교할 때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는 그
린필드형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의 84.6%를 차지하였다. 수도권
으로의 투자는 37.1%를 차지하여 수도권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금액을 기준으로 1998년에서 2007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규
모가 우리나라 전체(1962년~2007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1%2)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FDI 규모가 대
폭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 분류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업이 외국인
직접투자업체들의 주된 투자분야였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
은 줄어들고 제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제조업이 서비스
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비
교하여 낮은 임금이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제조업체들은 점차 우리나라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표준

1) e-나라지표 외국인직접투자통계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40)
2) 1962~2007: 1,372억불, 1998~2007: 1,126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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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2년 1분기까지 신고 된 기간
별/산업별 통계3)에 따르면 금융보험에 이어 중공업 제조업인 전기･전
자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반도체, LCD, 자동차 부품 
관련 첨단산업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즉 그린필드형 외
국인직접투자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 지자체가 첨단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선
행연구들의 경우 FDI를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와 대책마련, 투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효과,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투자업종의 공간 분포 특성과 입지요인 및 지역별 토지이
용계획과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저렴한 산업용 전력 요금이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실태를 문제 삼는 사회적 분위
기가 대두되고 있다. 2011년 OECD 국가들의 구매력기준 전기요금 
환산금액 자료4)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0.0916/kwh로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전체 발전량의 99%가 수력발
전에 의존하는 노르웨이의 $0.0488/kwh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구미시에 입지한 일본계 탄소섬유 공장은 우리
나라에 입지한 요인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낮기 때문이라
고 언급하였다. 그 밖의 많은 일본 기업들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
고 이후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으며, 그 주요 요인이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 요금임을 밝히고 있다.5)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한국의 싼 전력요금을 이유로 대형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세
우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매력적일 수 있으나 2011년 블랙아웃을 겪고, 2013년 원전
비리 사고 등으로 전력수급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

3)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 2000년 1분기~ 2012년 1분기 규모별/산업중분류별 검색 
4) OECD/IEA Energy Prices and Taxes, 2011
5) ‘전기료 인상에 외국인투자 유치도 주춤하나’, 조선일보, 2011. 12. 02. 기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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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한편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환경 규제가 외국계 

기업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
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은 61종(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으로 이
중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물질은 26종(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이다. 
이 물질들 중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2급 발암물질들은 아직까지 국내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해오염물질
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배터리용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외국계 제조
업체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6) 그러나 대규모 외
국 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각 지자체들은 업
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선행연구들도 외국인직
접투자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분석에 치중해 있는 반면 
부정적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
금과 선진국에 비해 낮은 환경규제가 외국계 기업 유치 경쟁력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실증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 업체의 업종별 공간 분포와 입지특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가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도시계획적 측면의 규제완화나 인센티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외국계 제조업체의 공간분포
와 입지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의 사업장 형태별･업종별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투
자 특징과 국가 특성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
한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외국인투

6) 공감코리아 홈페이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해명자료 (2012년 10월 
8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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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업 제조업체의 입지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국가와 지자체
가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를 유치할 때 고려해야 할 부정적 외부효
과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
데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체 중 영업 등을 목적으로 사
무실에 입지해 있는 사업체는 제외하며, 공장형태로 입지하고 있는 그
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자료 중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
를 신고한 제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하고, 선별된 기업들
의 입지 특성과 입지요인을 각 기업체 및 관계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다. 

시간적 범위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로 설정하며, 이 기간 동
안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한 기업 중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범위는 외국인 투자지원과 외국인투자 유
치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1998년 도입
된 외국인투자촉진법7)을 기준으로 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되면서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가 전면개방 되었으며, 외국
인투자지역의 도입으로 입지시책이 유연화 되었다.  

공간적 범위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중 제조업체가 입지해 있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입지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특정 형태의 산
업체가 입지해있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
대단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유치법의 이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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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입지이론과 환경규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입지 특성과 입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한 공장형 외국
인직접투자 제조업체 중 공장형 제조업체를 추출하여 업종과 투자국 
특성을 분류한 뒤 GIS를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과 환경오염에 민감한 업종들이 집적한 지역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공간 분포 특성을 토대
로 관련 정부기관과 지자체, 외국인투자기업체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입지요인을 분석한다. 면담 관
계기관은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공간분포 특성을 바탕으로 경기
도청, 광주광역시청 등 7개 지자체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사후관
리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기업체는 기관 면담
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공간분포 특성을 바탕으로 특징이 뚜렷한 지역
의 기업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이에 응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외국
인직접투자를 담당하는 정부관계기관과의 면담 시 얻은 기업정보를 
가지고 구성하였다. 면담은 직접 방문, 이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 후 
회신, 전화를 통한 응답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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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포

분석

연구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정보에 신고 된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 중 공장형 사업장의 기업체 

시간적 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을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공간적 범위 전국 시군구와 외국인투자지역 

심층

면담

면담 

관계기관

총 3개 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청 등 공간분포 특성이 나타난 7개 지자체 

면담 

기업체 

1순위 공간분포 특성이 나타난 지역의 기업체 

2순위 외국인투자지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한 기업체

3순위 개별형･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한 기업체

면담 방법 방문면담, 서면 질의 후 회신, 전화 면담 

면담 기간 공간 분포 특성 분석 이후

<표 1-1> 연구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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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관한 연구는 투자 요인에 관한 연구와 기
업 입지의 공간 패턴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국제 
또는 국가, 지역을 단위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의 투자요인과 그에 
따른  입지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입지를 선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자결정요인과 관련 있는 이론과 공간입지 이론
을 고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요인 중 환경규제
와 관련 있는 이론을 살펴보았다. 

1) 투자 결정요인 이론 

(1) 독점적 우위이론 

독점적 우위이론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
인직접투자 기업들이 왜 모국을 벗어나 타국에 입지를 결정하는지 설
명하는데 기본이 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초국적 기업들이 현지 국
가의 기업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열세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독점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이희연(2011)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은 현지 기업에 비
해 언어, 문화, 제도 등에서 비교열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
투자를 시도하는 것은 기업자체가 지닌 특유한 우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이 타국에 진출했을 때, 현지 
환경에 대한 정보부족, 현지 원자재 조달에 관한 정보부족, 불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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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제도적 장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등 현지 기업에 비해 많은 외
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
부비용 지출을 극복하고도 남는 월등한 독점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거
나 현지 환경을 통해 우위를 차지할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선호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자국보다 저렴한 설비비
용, 투자 유치국의 정책,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유리한 
산업입지를 결정한다.8) 

Hymer(1976)은 정보, 기술을 확보한 소유상 이점을 가진 기업
은 시장 분리, 진입장벽 구축, 묵시적 담함 등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
써 얻을 수 있는 독과점적 이익을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으로 분석하였
다. Kindleberger(1969)는 기업의 독점적 우위 원천을 ①제품 차별
화, 마케팅, 관리가격의 책정 등에 따른 제품시장의 불완전 경쟁, ②
특허기술, 경영기술, 자본조달력 등에 의한 생산요소 시장의 불완전 
경쟁, ③규모경제에 따른 시장의 불완전성, ④정부의 간섭 등에 따른 
시장의 불완전성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독점적 우위이론에서 우
위개념은 기업이 가진 특유적 속성으로 해외의 이질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우위를 선점할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현지 시장 환경
을 이용하여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우
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9) 

8)이희연(2011),「경제지리학」(제3판), 법문사. p 682 
9)이희연(2011)에서 독점적 우위이론 설명 시 사용한 Hymer(1976)과 

Kindleberger(1969) 이론과 내용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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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요인에 관한 이론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오
염피난처가설(pollution havens hypothesis)과 환경쿠츠네츠곡선
(Environmental Kuznet’s Curve) 이론이 뒷받침 되고 있다. 오염피난
처가설은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기업이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로 산업시설을 이전하
는 행동을 설명한 이론이다. 노상환(2000)은 자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자국의 산업체를 이전하여 국내 산업을 공
동화시킬 것이라는 환경오염회피가설 혹은 산업이전가설(industrial 
flight hypothesis)을 언급하고 있다. Copeland & Taylor(2004)는 오
염피난처 가설을 공해발생 산업이 환경정책의 강도가 약한 국가나 지
역으로 집중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Neumayer(2001)는 오염피난
처가설을 환경오염규제 기준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환경오염규제정책의 이행을 
그들이 정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행함으로써 공해 산업이 그 국
가 또는 지역으로 집중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10) 오염피난처가설
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가설로 남아있으며, 오염회피행동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환경쿠츠네츠곡선은 선진국일수록 친환경투자에 따라 부정
적인 환경영향이 줄어들 것 이라는 이론으로 쿠츠네츠 역가설에 환경
적 배경을 추가한 가설이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할수록 환
경오염이 심각해지며,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높아
질수록 오히려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내용이다
(Nick & Rechard 1999). 이 이론은 중국․미국 등 해외에서 외국인직

10) 황석준･이기동(2007), “환경규제와 오염피난처 가설”「경제연구」,25(2), p9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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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투자 증가가 자국에 발생시키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환경영향과 가
설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해외선행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으
로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지 또는 기술적 제휴와 경쟁으로 친환경 발전을 우선시하는
지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입지 이론 

외국인직접투자의 입지 분석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 주변지역선호가설, 산업집적지 선호가설을 토대로 
진행되어 왔다(차미숙․정윤희 2002; 황규준, 2010).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core tendency hypothesis)은 영국 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의 공간분포를 설명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해 제시된 가설이다. 이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투자초기단계에 투자대상국의 중심지나 
대도시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제약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이다(Munday et al., 1992). 주변지역 선호가설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증대 및 위험요인 감소, 지방입지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그리고 
전원적인 생산입지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입지를 이전
해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산업집적지 선호가설
(self-reinforcing hypothesis)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일정지역에 
입지를 확보하여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입지지역에 대한 정보구독 
및 거래업체 관계 등을 활용하기 위해 입지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인접지역에 제 2, 3의 공장을 입지시키는 경향을 설명한다. 11)

11) 차미숙․정윤희(2002) 연구에서 정리한 이론을 인용하여 재정리 



- 11 -

2. 선행연구 고찰  

1)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체의 투자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  

외국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경
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되
고 있는 경제적 요인들은 임금, 실질이자율, 환율을 비롯한 통화단위, 
임대료, 경제규모, 경제성장률, 1인당 GDP, 투자 대상국의 인구규모, 
시장개방도 등이 있다.(고석남, 2004; 김영태･강삼모, 2012; 민기, 
2003; 이민환･여택동, 2007; 이종욱･전승철, 2005; 조정환, 2012; 조
택희, 2008; 최창규, 2004; Botric & skuflic, 2005; Mottaleb & 
Kalirajan, 2010; Walsh & Yu, 2010). 이기동 외(2008)의 연구와 이
민환･여택동(2007)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경제적 요
인과 더불어 집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동
종 산업체의 입지지역, 동일국적의 기업 활동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Blonigen(2005)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요인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①환율, ②세금, ③무역장벽, ④무역효과, ⑤제도가 투자 
요인으로 작용한 중요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비경제적 요인으로 거론되어온 투자 요인들 중 환경에 관한 요
인으로는 환경규제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이지연･한현옥, 2011; 조정환, 2012)가 있으며, 인적개발수준과 정
부의 부패정도, 노사문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인센티브, 산업인프
라(고석남, 2004; 조택희, 2008; 이호영･박원석, 2010; 최창규, 
2004)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기존 선행연구만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
투자 기업의 입지결정에서 고려된 요인을 살펴본 Huang & 
Wei(2010)의 연구에서는  ①시장의 크기(market size), ②임금비용
(labor cost), ③교통(transportation), ④결집(agglomeration), 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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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으로 나타났다.    
비경제적 요인 중 환경규제 등 환경관련 요인과 외국인직접투자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의 경우 잠재적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이 일
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분석한 연구들(노상환, 2000; 황석준, 2009; 
Zeng & Eastin, 2012)이 있는 반면 환경규제가 외국인직접투자에 긍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연구(이지연･한현옥, 2011; 조정환, 
2004; Ljungwall&Linde-Rahr, 2005)도 있다. 대부분 환경규제 정도
가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환경규제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결정적 요인으로 
고려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Gray(2002)는 기업들이 환경규제를 피
해 산업시설을 이전시키는 오염회피행동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확정
적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사례연구를 통해 산업 세분류 또
는 산업 부문에 따라 회피행동을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반대
로 기업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연구의 경
우 선행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기업들과 국가가 환경기술 및 에너지 
인센티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 문제가 있
음을 지적하였다.        

해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기후변화, 외국인직접투자와 환경
정책 등 다양한 환경 이슈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Ljungwall&Linde-Rahr, 2005; Long et al., 
2011; Sanna-Randaccio & Sestini, 2009;  Zeng & Eastin, 2012). 

Ljungwall&Linde-Rahr(2005)는 중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의 입지 결정에 환경 정책 변수가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고, 덜 발
전된 지역의 환경정책들이 FDI를 끌어들이는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엄격한 환경정책이 외국인투자자들
의 입지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 단위에서는 무의미하지만, 지역적 
차원에서는 엄격한 환경정책을 실행하는 덜 발전된 지역의 FDI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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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eng & Eastin(2012)는 저개발국가(less-developed countries)

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환경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난한 
투자국가의 기업이 환경규제가 강화될 때 국경을 넘어서 이전하기 보
다는, 저개발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 기업의 환경관리 단
계를 증가시킬 것이다’고 가설을 세웠다. 48개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의 1990년부터 2005년까지 ISO 14001 채택률12)을 종속변수로 이용
하고, 단계적 상승효과 가설(ratcheting-up effect)을 이론적 배경으
로 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국의 ISO 14001 채택률은 투자
유치국 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았으며, 투자유치국이 투자국가 기
업의 환경고려 행태를 따르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 경향이 저개발국가
의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투자유치국의 기업들이 친환경적 이
미지를 소비자, 투자자,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심어주면서 경제
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황석준(2009)은 90년대 발전한 신경제지리학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규모의 차이에 따른 산업의 지역 집중현상과 오염피난처 가설을 
접목시키는 이론분석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규제준수비용, 교역
대상국가의 시장규모를 고려한 운송비용, 전통적 생산비용의 관계를 
통해 비록 환경규제준수비용이 생산비에 비해 규모가 작더라도 운송
비용과 비교 시 나타나는 한계적인 차이에 따라 오염피난처가설이 성
립될 수도 있음을 증명하였다.  

12)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TC 207)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 14000 시리즈' 중 하나로 국제표준인 ISO 14000 시리즈에는 환경경영
체제(ISO 14001), 환경감사(ISO 14010 Series), 환경라벨링(ISO 14020 Series), 
환경성과평가(ISO 14030 Series), 전과정평가(ISO 14040)등의 환경경영 규격시리
즈가 있는데, 이중 ISO 14001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출처: 시사용어사
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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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석에 관한 연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적 입지행태를 분석한 실증연구들은 
국가 단위 또는 특정 지역단위 내의 입지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해외
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직접투자 입지분석은 아시아에서 외국인직접투
자가 집중되어 있는 중국이 대표적 공간단위였으며, 중국 내 외국인투
자기업의 입지가 지역적으로 집적되어 있고, 이들이 지역경제에 영향
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Wei et al., 2012; Huang & Wei, 
2010; Hong et al., 2008). 

Huang & Wei(2010)는 GIS를 이용하여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
자 기업의 공간적 입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입지는 여전히 해안가 주변의 동쪽지방이 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광
동지역에서 좀 더 도시화된 상해 등 지역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
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 이외의 해외 선행연구들은 미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연구들(Bode et al., 2009; Halvorson, 2010;)이 많았다. Bode et 
al(2009)은 마샬 외부효과에 따른 미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신산업지구
의 집적생산성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미국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
업들이 응집된 공간적 특성을 보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혀냈다. 

국내의 연구들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투자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입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
들은 M&A형과 그린필드형을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업·제조업 등 전
체 산업에 진출해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패턴을 분석하였다(고석
찬, 2007; 김성진, 2012; 차미숙, 2004; 차미숙․정윤희, 2002; 황규준, 
2010; 황규준․고석찬, 2011). 대부분의 연구는 수도권에 기업들의 입
지가 편중된 것을 지적하면서 투자 초기단계에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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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제약으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지명
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갖
추어져 시장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차미숙(2004)는 초기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하나 추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
방소재 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차별화 및 연대·협력이 필요하고, 신규
투자유치 촉진전략과 더불어 지역 내 기존업체의 투자확대 지원시책
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황규준(2010)은 전 산업에 걸쳐 외국인직접
투자기업의 입지요인 인식정도를 설문조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제조
업체들의 행정 및 생활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정도는 지자체의 투자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행정지원, 행정규제 및 절차의 합리성이 설명력
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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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
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세부업종별 입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보험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되
어왔고, 그린필드형과 M&A형 외국인직접투자를 구별하지 않고 외국
인직접투자총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평균
적으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의 오피스형 외국인직접투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입지가 수
도권에 편중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게 된 이유라고 여겨진다. 산업별 분
석이 필요한 점은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어왔다(이민환･여택동, 
2007; 김영태･강삼모, 2012). 김영태･강삼모(2012)는 외국인투자기
업체들을 형태별･업종별로 분류하고, 4가지 모형을 설정하여 실증 분
석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부터 제조업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들의 세부업종별 입지
특성과 투자요인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입지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각 지역별 도시계획 조례
와 산업용 토지이용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않았다. 윤선호
(2012)의 국내 각 시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는 각 지역별 유치건수, 지방세 지원, 융자지원, 현금지원 등을 이용
하여 포아송 분석을 실시한 유일한 연구이다. 그러나 각 시도별 인센
티브와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질적 연구가 부재하고, 이 자료를 모형설
정을 위한 수치로 활용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입지특
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외국인투자유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양
상이 나타난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불리한 제도적 여건과 환경을 가지
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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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짓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포함하였다. 즉, 현실
과 학술 연구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입지 분석과 지자체
의 행정조례 및 인센티브가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선행연구들은 투자와 입지요인으로 환경과 관련한 변
수를 투입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행정과 재정적 인센티브는 고려하
고 있으나, 이것이 환경․사회․경제적 인센티브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않
았다. 반면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입지분석 시 FDI와 환경규제, FDI와 
기후변화 등 환경 변수를 투입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석 
시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도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수준과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외국인투자유
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부작용은 뒤따르기 마련이다. 오염
피난처 가설을 고찰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오염
피난처 가설의 유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추론통계 모형을 설정하였으
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산업체 유형과 이전국가 및 투자국가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외
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형태별･업종별･투자국가
별로 시군구 단위의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200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부문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환경규제 수준과 저렴한 전기요금이 투자 및 입지요인으로 작용하
였는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18 -

Ⅲ.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공간 분포 특성  

1.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특성 

1)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우리나라의 외국자본 투자정책은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및 보호
를 목적으로 1966년 8월 <외자도입법>(이하 외도법)이 제정되었으
며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13)(1998년 개정, 이하 외투법)으로 발
전되어 시행되고 있다. 외도법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재
건과 자립, 국제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소득세․법인세 면
제, 관세․물품세 등 파격적인 우대혜택을 지원하여 외국기업이 우리나
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데 활용되었다.14) 지금의 외투법은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신규 
제정되었고,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고충
사항 해소와 생활환경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
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개별형, 단지형, 서비스형 3가지로 구분된
다.15) 현재까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성된 사례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단지형은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
인투자기업에게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해주는 지역을 각 시도 지방

13)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의 외국인직접투자 개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
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외
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외투법 제2조 1항 4조에 명
시되어 있다.

14) 두산동아 백과사전 <외자도입법> 설명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15)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업공장설립팀 심층면담(2013.05.10)을 통해 내용을 구성함



- 19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외국인투자도우미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그림 3-1> 단지형/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분포

자치단체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16), 주로 중
소규모의 외국인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외투법 9조>에 따라 제조업체의 업종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규모가 
커서 단지형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개별 부지를 선정하는 지역이다. 
외국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지역과 시기, 
경제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종합하여 사업장 단위로 조성하는 것을 의
미한다. 개별형 투자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기업은 3천만 달
러 이상을 투자해야한다. 개별형은 생산과 연구시설이 동시에 입주가
능하며 단지형에 비해 세제감면 혜택의 폭이 넓다. 현재 단지형 지역
으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18개이며, 당동․오성․장안1․장안2․창원 5개 
산업단지는 전체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다. 경기 평택시 
어연한산과 포승에는 임대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총 60개 개별형 외
국인투자지역 중에서 제조업체는 54개로 90%로 나타났다.17)

16) <산업단지집적법> 제 38조 4항 참조
17) 한국산업단지공단(http://www.kicox.or.kr/) 외국인투자도우미 2012년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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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1999년-2012년)

<그림 3-2> 국내 FDI 신고금액과 건수 동향 

2) 외국인직접투자의 성장 추세

(1)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직접투자 총금액은 약 1천 3백
억 달러이다. 외도법이 시행된 1960년대부터 1998년까지 투자금액은 
약 2백1억 달러이며, 외투법이 시행된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의 투
자금액은 약 1천8억 달러이다. 외투법이 시행된 1999년 이후 투자규
모가 대폭 증가하여 13년 간 투자 누적금액이 외도법이 시행된 약 35
년간 투자금액보다 약 5배가 높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금액을 살펴보면 2001년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02년과 2003년 주춤하다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2년 1천6백억을 돌파하였다. 
1999년 이후 투자신고 건수는 전체의 86%를 육박하였다. 신고금액이 
증가하는 연도에는 신고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08년 이후 
신고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오면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M&A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 감소가 투자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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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그림 3-3> 연도별 FDI 신고금액의 산업별 비중 

(2)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투자 동향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이 우세
를 보이고 있다. 금융･보험, 임대업, 유통업 등 서비스 업종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정보와 문화교류가 용이해짐에 
따라 세계 투자의 흐름이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로의 서
비스업 부문 외국인직접투자도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2008년 전체 투자금액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2%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
면서 2010년에는 서비스업을 추월하였고, 제조업의 투자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UNCTAD(2012)18)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제
조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0년 대비 7% 증가하였으나, 2005
년부터 2007년 까지 평균과 비교하여 1%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2010년 전년대비 약 79%나 
증가하고, 그 이후 매년 약 6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11
년의 제조업 투자 금액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금액보다 약 
70%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투자가 감소한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 UNCTAD (2012)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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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분류 총 금액 (비율 %) 총 건수 (비율 %)

식품 2,309,283 (3.63) 409 (4.43)

섬유・직물・의류 1,246,454 (1.96) 371 (4.02)

제지・목재 431,267  (0.68) 134 (1.45)

화공 11,243,334 (17.68) 1,142 (12.38)

의약 1,377,036 (2.17) 182 (1.97)

비금속광물 3,363,613 (5.29) 273 (2.96)

금속 4,327,104 (6.81) 650 (7.04)

기계・장비 5,534,591 (8.71) 1,304 (14.13)

전기・전자 22,366,461 (35.18) 3,073 (33.30)

운송용 장비 10,192,389 (16.03) 1,090 (11.81)

기타제조 1,187,544 (1.87) 600 (6.50)

합계 63,579,077 9,228

<표 3-1> 제조업 중분류별 FDI 총금액과 총 건수 (1999년 ~ 2012년)

단위: 금액 천만 달러(누적금액), 건수 

3)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세부 업종별 특성

(1) 세부 업종별 제조업체의 투자 동향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투자된 외국인직
접투자 총금액은 약 636억 달러이며, 총 건수는 9,228건이다. 업종별
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기․전자(35.18%), 화
공(17.68%), 운송용 장비(16.03%) 상위 3개 업종이 전체 제조업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3개 업종은 전기․전자(3,073), 기계․장비(1,304), 화공(1,142)이
고, 이 업종들의 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전자업종은 액정평판디스플레이, 전자집적회로, 전자부품, 
텔레비전,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등 반도체와 전자기기제품 관련 산
업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화공업종은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 합성수
지 및 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부문 제조업 
투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형태별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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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기계제조업은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자동차 제조, 자동차 
부품제조, 자동차 엔진용 부품제조 등 주로 자동차와 관련한 운송용 
장비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장비 제조업은 산업용 냉장․냉동
장비, 반도체제조용 기계장비, 주형 및 금형 제조장비 등 산업용 기계 
장비 설계와 제조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조업체의 사업장 형태별 업종별 특성 분석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장을 신고한 외
국인직접투자기업들 중 2,343개 제조업체의 사업장 형태를 분석하였
다. 2,343개 기업체의 국내 사업장을 공장·사무실·아파트형공장 및 연
구소로 분류하였으며, 분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 후 국내 
사업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확장한 96개 기업체의 131개 사업장을 추
가하여 총 2,474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19) 

공장형은 신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표업종이 제품･부품 제조 
및 처리라고 되어있는 업체를 선정하였다. 사무실형 사업장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정보에서 대표업종이 판매 및 마케팅, 수출입, 장비 임
대, 무역 중개, 운송 및 판매로 설명되어 있는 기업체들 중 신고 주소
지가 빌딩 및 오피스텔인 곳을 추출하였다. 아파트형공장 및 연구소의 
분류 기준은 사업장의 입지가 아파트형공장 또는 오피스텔 인 곳 중 
대표업종이 조립 혹은 연구라고 된 곳을 선정하였다. 또한 순수 연구
목적으로 신규 설립한 기업체의 단독 연구소 건물 입지도 아파트형공
장 및 연구소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총 2,474개 사업장 형태 중 공

19)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자료에는 사업장 형태와 투자형
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투자형태는 신규투자(그린필드형)･M&A형･주식
투자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형태를 공장형, 
사무실형, 아파트형 공장형으로 분류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신고 된 주소지 
정보를 토대로 포털사이트 지리정보시스템(네이버지도 및 구글지도)와 각 기업 홈
페이지의 위성사진과 지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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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장 형태 

합계
중분류 소분류

공장 

(비율)

사무실* 

(비율)

아파트형공장**

(비율)

식품

식료품 제조업 46 (51.6) 38 (42.6) 5 (5.6) 89

음료 제조업 8 (53.3) 7 (46.6) 0 15

담배 제조업 2 (100) 0 0 2

섬유 

직물

의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1 (28.9) 24 (63.1) 3 (7.8) 3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 (17.6) 36 (70.5) 6 (11.7) 5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33.3) 6 (66.6) 0 (0) 9

제지

목재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 (66.6) 4 (33.3) 0 (0) 1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6 (64) 7 (28) 2 (8)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30) 6 (60) 1 (10) 10

화공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63.6) 3 (27.2) 1 (9)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48 (64) 70 (30.3) 13 (5.6) 231

의약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9 (77.5) 15 (16.8) 5 (5.6) 89

화공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 (41.3) 17 (36.9) 10 (21.7) 46

비금속광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4 (75.8) 12 (20.6) 2 (3.4) 58

금속
1차 금속 제조업 73 (78.4) 17 (18.2) 3 (3.2) 9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95 (77.8) 20 (16.3) 7 (5.7) 122

전기

전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3 (43.3) 181 (35.2) 110 (21.4) 5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1 (40.8) 39 (31.2) 35 (28) 125

전기장비 제조업 106 (53.2) 52 (26.1) 41 (20.6) 199

기계·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4 (62.4) 78 (20.8) 63 (16.8) 375

운송용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5 (82.9) 29 (13.7) 7 (3.3) 21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0 (80.8) 16 (16.1) 3 (3) 99

가구 제조 가구 제조업 4 (80) 1 (20) 0 (0) 5

기타 제조 기타 제품 제조업 20 (44.4) 21 (46.6) 4 (8.8) 45

합계 1,454 (58.7) 699 (28.2) 321 (12.9) 2,474

<표 3-2>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사업장 형태 

장형 사업장 1,454개(59%), 사무실 699개(28%), 아파트형공장 321
개(13%)로 나타나 공장형 사업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514개(18.4%),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375개(13.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231개(7.7%)의 사업장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종이 공장형태의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합병하여 
투자하였으나 섬유·직물·의류업은 사무실 형태의 투자가 공장형태 투
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 사무실형은 본사만 포함하고, 지역사무소 제외

   ** 아파트형 공장과 오피스텔에 제조 및 연구 설비를 갖춘 사업장과 기업연구소 건물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수집한 기업체별 사업장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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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입지 특성  
 
(1) 사업장의 공간분포

전국 23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산업통
상자원부에 신고한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 2,474개 사업장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사업장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공장형, 사무실형, 아파트형공장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장
의 30%(1,457개)가 상위 10%의 25개 시군구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17개로 수도권에 사업장을 입지
시킨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
구(이기동 외, 2008; 김성진, 2012; 황규준, 2010)에서 분석된 결과
와 유사하다. 이기동 외(2008)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선택의 
수평적･수직적 집적현상을 분석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수도
권으로 집중 분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입지특성을 분석할 
때 제조업의 업종별 분석은 실시하였으나 사업장의 형태와 업무 특성
을 고려하지 않았다. 제조업도 업무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에 본사 및 
법인, 지방 지사를 별도로 개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제조업체
들의 명확한 입지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외국
인직접투자 기업체의 사업장 형태와 업무특성을 고려한 시군구별 입
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군구별 공장형, 사무실형 아파트형공
장 사업체의 형태별 입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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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시도 시군구 사업체수

1 서울 강남구 167

2 경기 성남시 126

3 경기 화성시 89

4 서울 서초구 88

5 경기 평택시 83

6 서울 금천구 72

7 광주 광산구 66

8 경기 안산시 63

9 전남 영암군 58

10 충남 천안시 56

11 경기 안양시 52

12 인천 남동구 51

13 서울 영등포구 49

14 부산 강서구 42

15 경기 수원시 41

16 경기 용인시 40

17 경북 구미시 40

18 서울 중구 39

19 경기 시흥시 38

20 경남 창원시 36

21 서울 마포구 34

22 충북 청원군 33

23 서울 구로구 32

24 경남 김해시 32

25 경기 부천시 30

상위 10%  25개 지역: 1,457개(30%) 사업체

<표 3-3> 사업체수 기준 상위 25개 시군구  

     

       주)       수도권 표시                             <그림 3-4> 사업체 수 기준 상위 25개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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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공간 패턴 

1) 사업장 형태별 공간 패턴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사업장 형태별로 공간 패턴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주로 화성 장안첨단･평택 오성･광주 평동 외국인투자
지역과 군산･대불･마산 자유무역지역 등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에 
대부분의 공장형 사업장이 분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
지역이 아닌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경남 김해시 등은 국가산업단
지 또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임대료 
감면과 조세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병원･학교 등 사회적 인프라
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예
상된다. 외국인투자지역과 그 배후지역을 입지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는 점은 경기도청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김제시와 강원 동해시 두 곳의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입주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시는 사업장의 형태와 업무특성을 고려한 사업장별 분
석과 사업장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통합분석에서 모든 형태의 사업
장이 입지해 있는 상위 지역에 포함되었다. 지자체의 산업단지가 지정
되어 있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제조업체의 공장이 많이 
입지해 있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용인시의 지역자치법규를 살펴보
고, 용인시 담당자 및 용인시에 입지해있는 공장 관계자들과 전화 및 
서면 면담을 실시하였다.20) 용인시의 자치법규 중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기업들의 개별입지 지원과 산업단지 입
주 기업들의 지원 범위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20) 2013년 5월 2일 용인시 기업정책과 실무관 전화면담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용인시에 입지한 29개 업체에 이메일 발송 및 전화로 기업체
의 특성과 입지에 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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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국인투자지역을 법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 상 29개로 나타난 용인시에 

입지한 공장 중 5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소규모의 업체 대부분
은 지분투자방식과 M&A에 의한 합작투자방식으로 설립된 업체들이
였다. 예를 들어 용인시 처인구에 입지해 있는 S사는 설립당시는 중
국계 업체와 합작투자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일본계 제조업체에 의
한 지분투자만 이루어져 서류상으로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것
이지 실질적으로 외국계 기업체가 우리나라에 필요에 의해 공장을 설
립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되어 있는 의료용 LCD 생산업체 Y사도 2003년 순수 국내 연구 인력
들이 모여 창업하였고, 2004년에는 코스닥 상장 시 일본 투자자들의 
권유로 일본의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
으로 등록되었다. 현재도 외국인투자기업이긴 하지만 투자 지분에 의
해 지배구조가 변화하는 기업의 특성 상 순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
기는 어렵다. 즉 신규설비투자방식으로 용인시에 새로 입주한 기업체
는 소수인 것이다. 용인시에 입지한 대규모 신규설비 투자 기업의 대
표적인 사례로 기흥구에 입지한 미국계 P사21)를 들 수 있다. 이 업체
는 업종 특성상 생산품을 공급받는 업체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용
인시를 입지로 선택하였으며, 기존 화성시 동탄면에 입지해 있던 공장 
지역이 동탄 제2신도시 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로 공장 설비를 
옮기면서 지자체로부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승인 받았다.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서구, 연수구가 공장형 상위 지역에 포함
되었다. 인천광역시는 로지스틱 위주로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외
국계기업들이 많이 입지해있고, 공항과 항만을 이용한 물류작업이 용
이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이 선호하는 

21) 산업용 가스제조 업체로 국내 7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질소, 산소, 알곤 등 산업용
가스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첨단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이다. 2012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질소가스 제조공장 신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받았다; 경기일보 2012년 2월 4일자 기사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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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임을 시도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사무실형 기업의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있는 상위 25개 지

역은 서울･경기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5개 지역은 서울의 강
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등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사무실밀집구
역이다. 상위 1, 2위인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에 이를 정도로 사무실형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입지가 강
남권에 몰려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사무실형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한국 본사 또는 지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장은 설립하지 않
고 사무실만 서울에 개설하거나, 혹은 공장은 지방에 입지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수도권에 개설하는 특성을 보였다. 충남발전연구원(2011)의 
현안과제 연구에서 수행한 충청남도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에 입지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73.4%가 본사
와 공장을 함께 입주하였으며, 이중 수도권에 본사를 분리한 기업은 
34.3%였다. 

사무실형 제조업체들은 수출입･도매･임대 업무를 주요 업태로 
하기 때문에 교통접근성이 뛰어나고 네트워크 형성과 시장접근성이 
우수한 도심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남구와 서초구의 
사무실 평균 임대료가 3.3㎡당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이르
고, 판교, 구로, 가산 등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점22)을 감안하
면, 사무실형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서울 강남 중심의 공간분포 
특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아파트형공장 상위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내 시군구 지역
들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의 순위가 높았으며, 
서울은 금천구, 구로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은 사무실구조의 제
조 및 연구 설비가 입주할 수 있는 도심 내 IT･디지털산업단지가 형
성된 곳으로 전기･전자와 운송용장비 업종 기업이 입주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아파트형공장과 연구실형태의 외국기업이 입지해 

22) 2012년 12월 신문기사 인용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4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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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형 사무실형 아파트형공장 및 연구소 

경기 화성시 83 서울 강남구 159 경기 성남시 62

경기 평택시 81 서울 서초구 81 서울 금천구 42

광주 광산구 66 경기 성남시 61 서울 구로구 20

전남 영암군 57 서울 영등포구 39 경기 안양시 17

충남 천안시 54 서울 중구 37 경기 부천시 15

인천 남동구 47 경기 안양시 27 경기 수원시 14

경기 안산시 44 서울 마포구 27 경기 안산시 13

부산 강서구 41 서울 금천구 23 서울 강남구 8

경기 시흥시 36 서울 송파구 23 서울 서초구 7

경남 창원시 35 경기 수원시 20 서울 마포구 7

경북 구미시 33 경기 고양시 15 경기 군포시 7

충북 청원군 32 서울 종로구 11 대전 유성구 7

경남 김해시 32 서울 강서구 11 서울 영등포구 6

경기 용인시* 29 서울 동대문구 10 서울 성동구 6

인천 서구 27 서울 용산구 10 경기 고양시 5

충남 아산시 27 서울 구로구 8 인천 연수구 5

경남 마산시 27 경기 용인시 7 광주 북구 5

대구 달서구 23 경기 안산시 6 경기 용인시 4

경기 김포시 22 경북 구미시 6 경기 의왕시 4

경기 안성시 20 경기 군포시 6 서울 송파구 3

인천 연수구 19 서울 성동구 6 인천 부평구 3

울산 울주군 19 부산 해운대구 6 대전 대덕구 3

경기 파주시 19 서울 양천구 6 서울 중구 2

울산 남구 18 서울 동작구 6 서울 강서구 2

경기 광주시 17 경기 화성시 5 서울 용산구 2

충북 음성군 17 서울 광진구 5 서울 동작구 2

<표 3-4> 사업장 형태별 FDI 제조업체 상위 25개 지역 

있는 경기도 성남시는 벤처집적지 조성사업에 따라 성남시 판교 일대
에 20만평규모의 지식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벤처타운이 만들어진 
곳이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의 대덕구와 유성구가 상위 
25개 지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대전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과학연구단
지가 대덕구와 유성구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 * 세 가지 형태의 사업장에서 경기도 용인시만 상위 25개 지역에 포함 /      로 표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수집한 기업체별 사업장수 2,747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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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형 제조업체 사무실형 제조업체 아파트형공장 제조업체

<그림 3-5> 사업장 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공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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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별 공간 패턴 

(1) 제조업 세부 업종별 분포 특성

세부 제조업종별로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총 12개 업종 중 투
자 건수를 기준으로 건수가 가장 많은 전기･전자, 기계장비제조, 운송
용장비, 화학공학 등 총 4개 업종의 공간분포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입지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지역
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토지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거나 임대지원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유사 업종 대기업이 입지해 있는 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입지해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동종 업종의 산업집적단지 형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누리고 생산비용 감소효과를 누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전기･전자 제조업은 경기도 화성시(27.2%)23)와 경기도 평택시
(38.3%), 충북 청원군(50%)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들은 모든 유형의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외국계 기업의 입주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성시와 평택시 일대에 전기･전자 동
종 산업의 대기업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평택당진항만을 이용한 
물류 이동이 자유롭고, 이 일대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
어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제조업의 입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장비제조업은 인천 남동구(31.9%), 경남 마산시(33.3%)와 
창원시(37.1%)의 분포 비중이 높았다. 인천 남동구, 경남 마산시, 경
남 창원시는 모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니지만, 외국
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인접하면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

23) 그 지역에 입지해 있는 전체 제조업 공장 중 전기･전자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공
간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x지역에서 y산업 비중이 높은 경우에 집중하여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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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지정된 지역이다. 또한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과 주형 및 금형 제
조업 등 철강관련 기계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입지한 지역이
다. 상위 지역으로 나타난 지역들은 정부 주도의 디스플레이, 모바일, 
조선부품, 자동차부품 등 부품소재 업종을 위한 전용산업단지가 조성
된 지역적 특징도 나타났다. 

화공업은 울산 남구(66.7%), 전남 여수시(90.9%)에서 화공업이 
타 업종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
지는 중화학공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여수 율촌국가산업단
지 일대에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원유 정체처리업 등 동종 
산업의 플랜트 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이 지
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화학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남 여수의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수지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계 BASF와 미국계 Albermarle, 전남 광양에 2차전치 음극
재 등 첨단 탄소제품의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일본계 Mitshbishi 
Chemical 등이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24)는 외국계 화공업체
들은 여수와 울산 지역의 환경규제가 다른 지자체보다 엄격함에도 불
구하고 발달된 산업클러스터와 산업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이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운송용 장비 제조업은 광주 광산구(43.9%), 전남 영암군
(61.4%), 경북 경산시(61.5%)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업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광산구는 평동외국인산업단지가 조
성된 지역이며, 영암군은 대불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경산시의 경
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니다. 하지만 인접해있는 영
천시가 첨단부품소재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어 신규산업단
지가 조성되면서 프랑스계 P사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을 유치함에 따라 
인접한 경산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업공장설립팀의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단지관리 담당자와 심층 
면담(2013.05.10)을 통해 내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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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업체 분포 전기･전자업체 분포

기계･장비업체 분포 운송용 장비업체 분포

주)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업종별로 표시함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겹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나타냄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 중심구역만 표시함 

<그림 3-6> 주요 업종별 FDI 제조업체의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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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업종

코드
소분류

*
공장수

제지 및 인쇄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8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화공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6

22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6

비금속광물 23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44

금속광물
24 1차 금속 제조업 71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95

총 4개 업종의 9개 소분류 업종 총 456개 전체의 31.86%

<표 3-5> 환경오염 업종 분류

(2) 환경오염 업종별 공간 분포

외국인직접투자를 결정한 요인과 입지요인 중 환경규제 요인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입지 선정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1999년부터 투자를 신고한 기업들 중 환경오염 업종을 선별하고 
공간 패턴을 분석하였다. 

환경오염업종을 분류하는 선행 연구는 Cole & Ellott(2003),  
Low & Yeats(1992), Tobey(1990)가 있다. 이 중 국내 연구에서 가
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Low & Yeats(1992)의 분류 기준을 사용하였
다(심기은･정경화, 2010; 이지연･한현옥, 2011; 조정환, 2012). Low 
& Yeats(1992)는 매출액의 1% 이상을 공해감소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산업을 환경오염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제지 
및 인쇄, 화학공학, 비금속광물, 금속광물 4개 산업의 중분류 업종과 
소분류 9개 업종을 환경오염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주) *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 환경오염 정도가 높은 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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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공장수
전체 

공장수 
비율

순위

변동**

전남 여수시 10 11 90.9 +38

울산 남구 15 18 83.3 +22

충북 음성군 10 17 58.8 +23

전남 광양시 7 12 58.3 +31

울산 울주군 11 19 57.9 +17

경기 파주시 10 19 52.6 +17

경남 사천시 7 16 43.8 +22

경남 김해시 14 32 43.8 +5

전북 익산시 6 14 42.9 +22

경기 안성시 8 20 40.0 +10

전북 군산시 6 16 37.5 +17

부산 강서구 15 41 36.6 -4

경기 시흥시 13 36 36.1 -4

대구 달서구 8 23 34.8 +4

충북 청원군 11 32 34.4 -3

경기 안산시 15 44 34.1 -9

경기 평택시 27 81 33.3 -15

경기 김포시 7 22 31.8 +1

충남 천안시 17 54 31.5 -14

인천 서구 8 27 29.6 -5

인천 남동구 13 47 27.7 -15

경북 구미시 9 33 27.3 -11

충남 아산시 7 27 25.9 -7

광주 광산구 16 66 24.2 -21

경기 용인시 7 29 24.1 -11

<표3-6> 환경오염업이 입지한 상위 25개 지역*

<그림3-7> 환경오염 업종의 공간분포 

환경오염 업종들만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의 공간분포
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장 순위와 비교하여 상위 25개 지역의 공간 
패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석유 정제업을 비롯한 화학업종이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울산 남구, 전남 광양시, 울산 울주군의 순
위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충북 음성군, 경기 파주시, 경남 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안성
시는 화공산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색이 존재하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전체 공장수에서 환경오염업 공장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 * 환경오염업종 공장수와 환경오염업종 공장수가 전체 공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높은 지역을 선정

   ** 전체공장수를 기준으로 나열한 순위와 환경오염업종의 비율로 나열한 순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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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업종 

코드
소분류 * 공장 수

화공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6

22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6

비금속광물 23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44

금속광물
24 1차 금속 제조업 71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95

전기전자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4

28 전기장비 제조업 105

기계․장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4

총 5개 중분류의 9개 소분류업종 총 982개 전체의 68.2%

<표 3-7>  전력다소비 업종 분류 

(3) 전력다소비 업종의 공간 패턴

학계와 사회적으로 에너지다소비 업종으로 간주되고 있는 철강, 
화공, 요업을 기본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전력다소비 업종을 선정하였
다. 김지영(2009)는 에너지다소비 제조업분야의 에너지 수요탄력성을  
추정한 연구에서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에너지소비 추이가 화석연료에
서 전력으로 에너지 소비구조가 이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력의 소
비량이 전체 연료용 에너지의 50%에 육박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전력다소비 업종으로 선정 시 무리가 없
다고 판단하였다. 이진식(2010)은 제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추이 분석
에 앞서 우리나라 제조업 에너지소비의 3대 에너지 다소비산업을 석
탄석유화학제품, 비금속광물, 1차 광물로 지정하고, 이들 산업이 2008
년 소비한 에너지 비중이 82%에 이른다고 지적하였다. 조립금속산업
은 전기･전자기기 및 기계의 소비증가로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을 언급하였다. 박희천(2001)은 전기･전자와 수송장비 제조업을 에너
지다소비 업종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비금속광물을 이용한 화학무기
재료와 제품제조업인 전기･전자 업종과 조립금속산업인 기계･장비 업
종을 합하여 총 5개 제조업의 9개 소분류 업종을 선정하였다.  

*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조업 중 에너지 소비가 정도가 높은 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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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공장수*
전체 

공장수 
비율

순위

변동**

울산 남구 17 18 94.4 +23

경기 광주시 16 17 94.1 +23

경기 이천시 12 13 92.3 +30

인천 서구 24 27 88.9 +11

경북 구미시 29 33 87.9 +6

충북 청원군 28 32 87.5 +6

충남 천안시 46 54 85.2 -2

인천 남동구 40 47 85.1 -2

경기 부천시 11 13 84.6 +23

울산 울주군 16 19 84.2 +12

경기 시흥시 29 36 80.6 -2

경기 파주시 15 19 78.9 +11

인천 부평구 11 14 78.6 +17

전북 익산시 11 14 78.6 +17

경기 안산시 34 44 77.3 -8

경기 평택시 62 81 76.5 -14

경기 용인시 22 29 75.9 -3

대전 유성구 12 16 75.0 +9

경기 안성시 15 20 75.0 +1

경남 창원시 25 35 71.4 -10

경남 김해시 21 32 65.6 -8

경기 화성시 54 83 65.1 -21

충북 음성군 11 17 64.7 3

경기 김포시 14 22 63.6 -5

부산 강서구 26 41 63.4 -17

<표 3-8> 전력다소비업이 입지한 상위 25개 지역*

<그림 3-8> 전력다소비 업종의 공간분포 

전력다소비 업종만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입지해 있는 외국인직
접투자 기업의 공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장 순위와 비교하여 
상위 25개 지역 순위에 변동이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지역이 아닌 지
역 중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는 전체 공장에서 전력다소비업종 공
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이천시는 
전체공장에서는 상위 25개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력다소비
업종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결과 3위를 차지하였다. 상위 25개 지역 중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대전 유성구, 경기 안성시, 충북 음성군 등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특정 업종이 발달한 지역이 아니
다. 주로 경기도 및 대전･충청 등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전력다소비 업
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 전력다소비업종 공장수와 전력다소비업종 공장수가 전체 공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높은 지역을 선정

   ** 전체공장수를 기준으로 나열한 순위와 전력다소비업종의 비율로 나열한 순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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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국가 공장 (비율) 사무실 (비율) 아파트형공장(비율) 합계

아시아 일본 494 (61.3) 217 (27) 95 (11.7) 806

미주 미국 262 (53.5) 131 (26.8) 96 (19.6) 489

아시아 중국 125 (66.8) 51 (27.3) 11 (5.9) 187

유럽 독일 82 (58.6) 40 (28.6) 18 (12.8) 140

아시아 싱가포르 43 (59.7) 21 (29.2) 8 (11.1) 72

아시아 홍콩 35 (49.3) 25 (35.2) 11 (15.5) 71

유럽 네덜란드 39 (54.9) 25 (35.2) 7 (9.9) 71

아시아 대만 26 (49.1) 18 (34) 9 (16.9) 53

유럽 프랑스 33 (66) 14 (28) 3 (6) 50

미주 캐나다 33 (70.2) 9 (19.1) 5 (10.7) 47

영국령 케이만군도 26 (55.3) 12 (25.5) 9 (19.2) 47

유럽 영국 23 (56.1) 8 (19.5) 10 (24.4) 41

유럽 스위스 20 (58.8) 14 (41.2) 0 34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13 (43.3) 14 (46.7) 3 (10) 30

아시아 말레이시아 14 (48.3) 11 (37.9) 4 (13.8) 29

78개국의 상위 20% 15개국이 전체 사업장의 89% 차지 2,167

<표 4-1> 상위 15개국 FDI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특성 

Ⅳ. 투자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특성 

1.  주요 투자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특성 

1) 사업장 형태별 특성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장을 신고한 제조업체의 투자국은 
총 75개국25)이다. 국가별로 일본(765건), 미국(465건), 중국(184건), 
독일(132건) 순으로 제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 상위 투자 국가들은 
공장형(50% 내외), 사무실형(20% 이상), 아파트형 공장(10% 내외) 
형태로 투자하여 공장형 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 3개 투자국인 일본․미국․중국의 총 투자비율이 전체의 약 60%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의 독일, 싱가포르 대만, 홍콩,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의 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주･유럽의 선진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제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수집한 기업체별 사업장수 2,747개 분석

25) 국가 특성 분석 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정보의 ‘대표투자국가’를 기준
으로 했으나, M&A형 기업은 대표투자자의 국적이 국가로 분류되어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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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 소분류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간 비율 차이 

(선진국-개도국)합계 비율 합계 비율

식료품 제조업 31 3.2 13 5.3 -2.1 
음료 제조업 6 0.6 1 0.4 0.2 

담배 제조업 0 0.0 0 0.0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 0.2 5 2.1 -1.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0.3 5 2.1 -1.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0.1 0 0.0 0.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6 0.6 1 0.4 0.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 1.2 1 0.4 0.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0.1 1 0.4 -0.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 0.4 1 0.4 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1 10.5 29 11.9 -1.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5 4.7 11 4.5 0.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 1.2 2 0.8 0.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 3.2 8 3.3 -0.1 

1차 금속 제조업 52 5.4 16 6.6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60 6.2 16 6.6 -0.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9 14.4 32 13.2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9 4.0 7 2.9 1.2 

전기장비 제조업 65 6.7 25 10.3 -3.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9 17.5 26 10.7 6.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9 13.4 16 6.6 6.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9 4.0 21 8.6 -4.6 

가구 제조업 3 0.3 1 0.4 -0.1 

기타 제품 제조업 13 1.3 5 2.1 -0.7 

　합계 963 100 243 100.0 0

<표 4-2> 선진국과 개도국 간 투자업종별 차이 

2) 업종별 특성  

상위 15개 국가 중 13개국26)을 대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으로 분류하여 투자업종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전자부품･컴퓨터 등 통신장비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같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
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식료품제조업과 선박
제조가 포함된 기타운송용장비업의 투자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 선진국 : 일본,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

    ** 개도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수집한 기업체별 사업장수 2,747개 분석

26)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만군도는 영국령 조세회피처로 알려져 법인세 등 세금을 피하
고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이 잦은 곳으로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보기 어렵
기 때문에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만군도를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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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 
미주 및 유럽 8개국

*
아시아 7개국 

**

합계
공장 사무실 아파트*** 공장 사무실 아파트

식료품 제조업 10 (50) 8 (40) 2 (10) 33 (55.9) 23 (39) 3 (5.1) 79

음료 제조업 3 (50) 3 (50) 0 (0) 5 (62.5) 3 (37.5) 0 (0) 14

담배 제조업 2 (100) 0 (0) 0 (0) 0 (0) 0 (0) 0 (0) 2

섬유제품 제조업 2 (25) 4 (50) 2 (25) 5 (26.3) 13 (68.4) 1 (5.3) 2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 (14.3) 14 (66.7) 4 (19) 6 (33.3) 12 (66.7) 0 (0) 3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50) 1 (50) 0 (0) 0 (0) 5 (100) 0 (0)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 (80) 1 (20) 0 (0) 4 (66.7) 2 (33.3) 0 (0)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71.4) 1 (14.3) 1 (14.3) 8 (57.1) 5 (35.7) 1 (7.1) 2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33.3) 2 (66.7) 0 (0) 1 (20) 3 (60) 1 (20) 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 (80) 1 (20) 0 (0) 2 (66.7) 1 (33.3) 0 (0)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8 (61.5) 26 (33.3) 4 (5.1) 82 (64.1) 38 (29.7) 8 (6.3) 20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 (79.2) 5 (20.8) 0 (0) 36 (72) 9 (18) 5 (10) 7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41.7) 8 (33.3) 6 (25) 4 (30.8) 6 (46.2)

3 

(23.1)
3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78.6) 3 (21.4) 0 (0) 24 (70.6) 8 (23.5) 2 (5.9) 48

1차 금속 제조업 25 (80.6) 4 (12.9) 2 (6.5) 43 (81.1) 9 (17) 1 (1.9) 8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8 (71.8) 6 (15.4) 5 (12.8) 50 (79.4) 11 (17.5) 2 (3.2) 10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1 (38.6) 77 (36.7)

52 

(24.8)

109 

(45.8)
82 (34.5)

47 

(19.7)
4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8 (30.5) 20 (33.9)

21 

(35.6)
29 (56.9) 12 (23.5)

10 

(19.6)
110

전기장비 제조업 40 (57.1) 16 (22.9) 14 (20) 52 (49.5) 32 (30.5) 21 (20) 17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7 (59.7) 26 (20.2)
26 

(20.2)

123 

(64.1)
39 (20.3) 30 (15.6) 3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5 (79.8) 14 (14.9) 5 (5.3) 67 (88.2) 8 (10.5) 1 (1.3) 17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3 (71.9) 8 (25) 1 (3.1) 40 (83.3) 6 (12.5) 2 (4.2) 80

가구 제조업 3 (100) 0 (0) 0 (0) 1 (50) 1 (50) 0 (0) 5

기타 제품 제조업 5 (38.5) 5 (38.5) 3 (23.1) 13 (46.4) 15 (53.6) 0 (0) 41

합계
498 

(55.4)

253 

(28.1)

148 

(16.5)

737 

(60.5)

343 

(28.2)

138 

(11.3)
2,117

<표 4-3> 상위 15개국 FDI 제조업체의 업종별 형태별 특성 

상위 15개국을 아시아권과 비아시아권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
과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 입지해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수를 기준으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4개 업종인 화공, 전기･전
자, 기계장비, 운송용장비 제조업은 모두 국가에 관계없이 공장형 사
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사업장 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  * 미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케이만군도, 스위스, 버진아일랜드

    **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  *** 아파트형공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수집한 기업체별 사업장수 2,747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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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사무실형의 비중이 공
장형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섬유･직물･의
류 제조업은 노동력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에 따라 
OEM 생산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
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한국지사 위주로 투자 형태가 이
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식료품 제조업 부문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식료품 제조를 위한 공장형 투자 비중이 높았다. 채소 가공, 두부제조 
등 음식가공 및 제조업 부문의 중국계 공장 비중이 57%로 높은 편이
였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유럽 국가들에 의한 투자비율
이 아시아 국가보다 높았으며, 세 가지 형태의 사업장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투자국가별 입지 특성 

1) 일본

전체 75개 국가 중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투자가 가장 많은 3개
국인 일본, 미국, 중국의 사업장 형태별 지역별 입지를 분석하였다. 
가장 많은 공장을 개설한 일본은 외국인투자지역을 선호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일본계 공장이 가장 많이 입지해 있는 지역은 경기도 평택
시(6.4%), 광주광역시 광산구(4.7%), 경기도 화성시(4.5%), 충청남
도 천안시(3.8%), 경상북도 구미시(3.8%)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외국인
투자지역이 아닌 곳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용인시로 이 지역에는 10개 내외의 공장이 입지해 있
다. 그 이외 충청권에 진출해있는 기업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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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일본기업들은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이 입주해 있는 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일본기업들은 기업들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정보를 교
환하며, 기업 간 인사교류를 하고, 기업 내부 감사나 설비 증축 등도 
일본계 컨설팅사와 건설사를 이용하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 
기진출한 일본기업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본기업들이 몰려있는 단지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일
대의 현곡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이다. 현곡단지에 입주한 전체 
기업 중 90%이상이 일본계 기업이며, 대부분은 디스플레이 업종이다. 
경기도는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첨단업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유치활
동을 벌여왔으나 일본기업들이 커뮤니티형성 등의 이유로 기진출한 
일본기업의 입주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자
연스럽게 일본계 디스플레이 업종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이다.28) 

2) 미국

미국의 공장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6.9%), 경기도 평택시
(6.5%), 전남 영암군(5%), 경기도 화성시(4.6%), 경기도 시흥시
(3.4%)에 입지하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위 5개 지역이 대부분 외국
인투자지역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지역 이외 지역들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김포시 등 주로 수도
권에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가별 입지 특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7) 경기도청 경제투자실 투자진흥과 해외투자유치팀장 심층 면담(2013년 5월 14일) 
과 코트라 투자유치실 제조업유치팀 관계자 서면 면담 (2013년 5월 15일 회신)  

2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경기도청 담당자 모두 일본기업들은 한국 진출 준비 단계
에서 기진출 일본기업들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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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전남 영암군에는 중국 공장의 9.6%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앞의 분석에서 전남 영암군의 전체 공장 중 운송용장비 제조업
이 차지하는 비중이 61.4%로 나타났는데, 이중 중국에 의한 운송용장
비 제조 공장 비중이 약 25%였다. 즉 중국 자본의 투자기업들이 영
암군에 운송용장비 제조업종에 공장을 많이 입지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계 기업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7.2%), 광주광역시 광산구
(4.8%), 전북 익산시(3.2%), 경남 김해시(3.2%)에 입지하여 일본과 
미국에 비해 수도권에 밀집한 공간분포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4) 토지 소유 방식

토지의 임대 또는 소유 방식에 대한 입지특성에 대해서 산업통
상자원부 투자유치과 담당자는 유럽이나 기타국가들은 입지를 선정할 
때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방식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즉 언제든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사업
장 정리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3천불 이상 투자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계 기업들은 토지의 무상
임대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이나 일본계 기업들은 토지 매입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경우 국가에서는 토지임대료감면 
등 혜택은 지원하지 않지만, 기업들이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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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공장 미국계 공장 중국계 공장

주) 1999년에서 2012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장만 국가별로 표시함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겹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나타냄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 중심구역만 표시함

<그림 4-1> 투자국가별 공장형 사업장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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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관 또는 업체명 면담방법

관계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방문 면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유치실 제조업유치팀 서면 응답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업공장설립팀 방문 면담

지방

자치

단체

경기도청 해외투자유치팀 방문 면담

인천광역시청 경제수도추진본부 투자유치담당관 서면 응답

광주광역시청 투자고용국 전화 응답

경기도 용인시청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전화 응답

경기도 광주시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전화 응답

경기도 이천시청 산업환경국 전화 응답

충청북도 음성군청 전화 응답

외국인

투자

기업체

씨****** (스토리지 개발) 서면 및 전화 응답

허*****  (자동제어시스템개발) 서면 및 전화 응답

티*    (자동차 부품 생산) 서면 및 전화 응답

린**** (산업용 가스 공급) 서면 응답

㈜ 와** (의료용 LCD) 서면 응답

S** (산업기기 모터 개발) 서면 응답

머*********** (LCD 개발) 서면 응답

도***** (화학 탄소섬유) 서면 및 전화응답

프**** (산업용 가스 공급) 전화 응답

<표 5-1> 면담 기관 및 기업체 목록 

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요인 분석 

1. 입지 요인의 분석방법

앞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별･업종별･국가별 공간분포 특성 
분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기업체 면담을 실시하여  
투자 및 입지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업체 면담은 외국인투자지역이 아
닌 곳을 입지로 선정한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을 우선으로 면담을 요
청하였고, 면담에 응한 기업체를 중점으로 서면회신과 전화면담을 실
시하였다. 관계기관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
부, 유치단계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사후 관리
를 담당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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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투자결정 요인들 중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투자와 입지결정요인으

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어떤 것입니까?  

① 수출을 위한 전략적 생산기지로 이용                   ② 한국 내수 시장의 진출

③ 한국의 첨단 기술 습득                                ④ 저렴한 산업용 전력요금

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처리의 용이성    ⑥ 저렴한 임금비용

⑦ 전문 연구인력 활용                                   ⑧ 한국 내 대기업과의 연계성

⑨ 원자재 확보의 용이성 

<표 5-2>  국내 투자 및 입지요인 선택 질문

관계부처 및 기업체 면담을 위해 입지선정 시에 고려한 중요 요
인들, 기업이 입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기업의 환
경경영 실태, 기업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전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에 영향을 미
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표 5-2>와 같은 문항을 제시하고, 3가지 
요인을 순서화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기관 담당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체 담당자들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의 입지요인을 정리하였
으며, 필요한 경우 입지요인에 관한 세부 항목을 질문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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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 요인 분석

면담 내용과 공간 분포 특성을 정리한 결과, 관계기관들은 외국
인투자기업이 투자와 입지를 결정할 때 국내 대기업과의 연계성, 전문 
인력의 확보, 국가의 재정적 지원,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요 요
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체는 국내 
대기업의 소재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혜택, 저렴한 산업용 
전력요금을 중요 요인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과 기업체
의 면담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기업과의 연계성 

(1) 시장 잠재력과 고객 접근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고려하는 요인이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이 선도하는 산업의 
경우 외국기업들이 투자와 입지선정 단계에서 내수시장 및 고객접근
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인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업들이 생각
하는 고객이란 국내 기업을 말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려는 경우 국내 기업들의 소재지와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시장 잠재성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외국기업들은 투자 고려단계에서 잠재
적 고객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탐색하고, 특히 글로벌 대기업들의 잠
재력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의 내수시장
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나 국내 대기업들이 세계시장
을 선도해 나가고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국내 대기업에 부품과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용 가스 등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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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을 잠재적 투자기업체로 인식하고 입지를 선택하고 있음을 부연 설명
하였다. 

앞서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공간분포 특성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많이 입지해있는 상위 지역들은 모두 국
내 대기업이 입지해있는 지역이었다. 전기전자업종의 세계적인 대기업
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LG디스플레이가 입지해있는 지역인 
경기 화성시(1위), 평택시(2위), 파주시(22위)가 그 대표적인 지역들
이다. 운송용장비 업종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입지한 충남 아산시
(16위)도 공장형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가 많은 지역이었으며, SK 
에너지, LG화학 등 석유화학공학 업종이 몰려있는 울산 남구(23위), 
조선업종과 기계장비업의 대표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구(6위), 경남 창
원시(10위)도 상위권에 속한 지역들이었다. 

예를 들어 독일계 L사는 파이프를 통해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특히 이 업체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반경 
10km 이내에서 공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인 삼성전
자의 용인･화성 사업장과 가까운 용인시 기흥구를 공장입지로 선택하
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액정생산 및 연구를 
위한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설립한 M사도 인터뷰에서 평택 포승을 입
지로 선택한 이유로 고객사(국내 기업)가까이에서 생산을 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응대하기 위해 고객사의 위치를 
최우선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국내 대기업 중 2012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위29)에 속한 기
업체 중 철강･화공･전기전자･운송용장비･기계장비 등 제조업종을 선
별하여, 26개 대기업의 81개 사업장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과의 지리적 거리를 살펴보았다. 업종별로 전기･전자업종의 외국인투
자기업들이 타업종 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대기업과 가까운 

29)커리어 취업포털사이트 조사결과(http://www.career.co.kr/default.a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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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공장을 입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안에 입지한 외국인투
자기업체는 116개(30%)개이며, 반경 20Km안에 입지한 공장은 173
개(46%)로 전기･전자업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이 국내 대기업 주변
에 다수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공 업종은 GS 칼텍스,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 공장이 많은 
인천, 울산, 여수, 광양 일대에서 대기업 반경 10km안에는 58개
(26%)의 기업이 입지해있었으며, 반경 20km 안에는 87개(39%) 업
체가 입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기･전자업체 비해 비율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운송용장비업은 자동차 부품 및 완제품 생산 설비를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조선업종의 중공업체들을 중심으로 여수와 
경기 남부지방, 충북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몰려있었으며, 국내대기
업과 반경 10km 안에는 95개(37%)업체, 반경 20km 안에는 145개
(57%) 업체가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연계성에 대해 부정적
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광주 광산구에는 1994년 단지형 평동외국인투
자지역이 조성되었다. 공장형 사업장의 공간분포 분석 결과 광주 광산
구에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66개의 외국계 공장이 설립되어 전국 
시군구 중 세 번째로 많은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공장이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광역시 투자고용국 관계자는 광주시에 입주해있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광주시 내 국내 대기업 간 연계성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관계자는 평
동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과 영
세업체들로 지자체에서 정책적 지원을 펼친 결과 평동외국인투자단지
의 입주율이 높아졌으며, 이들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체들은 국내 대
기업의 협력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30)하였다. 

30) 광주광역시청 투자고용국 투자유치지원관 인터뷰 (2013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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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의 사업장 위치 전기･전자 업종 

운송용장비업 화공업

<그림 5-1> 주요 업종별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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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러스터 형성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입지와 투자탐색단계에서 국내 기업의 소재
지를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공장을 설립하면 자연스럽게 산업 단지
가 형성되는 이점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대기업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생산공장을 건설한다면 이 업체와 연
결된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
내 대기업의 입지가 1차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와 2차, 3차 협력
업체의 입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같은 첨단업종과 고도기술수반업종을 핵
심으로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를 살펴보면 2009년 글로
벌경제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도내 대기업 중심의 외
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가 더욱 증가하였다. 1차 부품업체가 생산 
공장을 국내에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2차, 3차 업체까지 국내로 투자
를 확정짓고 설비투자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09년 경제위기
와 2011년 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최종소비자인 대기업은 해외에 있
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데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 주도로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투자기업 간 1차,2차,3차 
협력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짓도록 투자유치활동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도 평택 현곡과 오성외국인산업단지 일대
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되게 되었다. 운송용장비업 중 자동차업계
는 대기업의 신차연구단계에서부터 외국계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그 후 모든 공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자동차 엔진부
품을 만드는 일본계 D사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그 결과 우
리나라에 1차, 2차, 3차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을 불러들이고 자연스
럽게 클러스터를 형성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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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도시 선호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입지를 선택한다는 이유에 대해 관계기관
마다 엇갈리게 응답하였다.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적 측면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의 경우 외국기업 입장에서 한국의 매력도는 
동남아 시장과 비교하여 고학력의 전문연구 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이
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장치산업으로 
자동화시스템을 바탕으로 설비위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부한 
노동시장보다 지식활용도가 높은 연구인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하드디스크와 스토로지 개발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에 디자
인센터를 준공한 C사도 인터뷰 시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 활용이 투자
를 결정한 1순위 요인이며, 광교신도시에 새롭게 디자인센터를 입지
시킨 이유로도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였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
단 담당자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구인력 수준은 상
대적으로 전문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전문화
된 인력이 필요한 경우 투자 본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파견을 보내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31)  

그러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체들도 대도시를 
선호하게 된다. 전문 인력들이 문화의 향유와 거주환경을 이유로 대도
시에 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서 기업들은 대도시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산업단
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보장되지 않
기 때문에 특화된 업종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수도권 이외 지방은 고학력의 전문인력이 원하는 수준의 생활과 

31) 한국으로 전문인력을 직접 데리고 오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게스트하우스 설립을 요구하며,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
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 54 -

문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는 국내기업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
다.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도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수도권을 선
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평택에 있는 오성 외국인투자지역은 
평택항과 12km, 경부선 평택역과 13km 이내에 조성되어 있으며, 서
해안고속도로,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뛰어난 지역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충청권의 천안 외국인투자지역과 비교
하여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시설 부족으로 투자환경이 실질적으로 열악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2)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1) 중앙정부의 지원과 정치적 안정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요시 여긴다고 응답하
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대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은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와 입지 선정을 위해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금전적인 세금감면 혜택은 지자체가 제공
하는 인센티브가 외국인기업 입지 선정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인세와 국세 감면, 현금지원 등 국가에서 세금을 면
제하거나 지원해주는 조세감면 혜택을 기업들이 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외투법> 9조와 14조의 2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32) 수도권 지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규 및 환경규제로 인해 공장설립규제가 강화되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힘들다고 답변하였으나 상위 부처는 여전히 외국기업들의 
수도권 선호현상은 강하다고 평가하는 현상에 대해 경기도청의 입장을 인터뷰하던 
중 언급된 답변을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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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7년간 감면

 5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5년간 감면

 3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5년간 감면

 3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표 5-3>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국세 감면혜택  

되어 있다. 
다음으로 모든 기관 관계자들은 정치적･정책적 안정성에 우선순

위가 부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국내외 기업들 간 차등을 금
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성숙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노무･인사･환경 등 다양
한 분야의 기업경영 고충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한 예
로 일본계 K사의 기반시설 국가보조 혜택 사례를 살펴보면, K사는 공
장이 들어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02년 산업단지 부지의 분
양 공고액인 평당 26만원보다 지분비율(60%)만큼 추가로 부담시킬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K사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기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전액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
하였고, 정부가 이를 수락하여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
었다.33)

   자료: 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investkorea.org/)

33)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옴브즈만제도 (http://www.i-ombudsman.or.kr/)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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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각 기업체와 면담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제공에 관해 네 
개의 질문을 주고 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기업체 담당자들
은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응답과는 다르게 기업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해주는 정책과 인센티브가 입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고 응답하였다. 시군구 단위 입지선정요인으로 경북에 입지한 자동
차 부품 생산업체 T사와 첨단 스토리지 개발 업체 C사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제공한 인센티브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 입지한 H사도 지자체가 제공한 인센티브 매력도가 사업장 위치선
정 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세 업체들은 모
두 저렴한 지가와 임대료를 중요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외국인투자지역이 아닌 곳을 입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H
사와 T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입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지역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
대료 지원과 지방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외
국인투자기업들이 외국인투자지역이 아닌 지역에 공장 설비를 증축할 
경우에 필요한 도로･전기･용수 등 기반시설은 기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 질문을 던진 결과 업체들은 지자체로부터 토지지
목변경이나 기반시설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지자체에
서 제공하는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과 더불어 기반시설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들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장 입지를 선정할 때 중
요한 역할을 했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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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입지요인 중 귀 사가 입지한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가지를 선택하여 1,2,3위를 결정)

① 지자체가 제공한 인센티브의 매력도       ② 도로･항만･공항 등 교통 접근성 

③ 동종산업의 클러스터 발달                ④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처리의 용이성 

⑥ 노동인력 확보                           ⑦ 전문 연구인력 활용도  

⑧ 한국 대기업과의 연계성                  ⑨ 생산 원자재와 에너지 확보의 용이성 

2. 외국인투자지역이 아닌 지역을 입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② 낮은 재정적 인센티브  

③ 낮은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 매력도      ④ 지자체에서 다른 입지를 제시

3. 이 지역으로 입주 시 적용받은 재정적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① 임대료 감면 및 면제   ② 재산세 감면 및 면제     ③ 지방세 감면 및 면제 

④ 고용보조금 지원       ⑤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⑥ 시설투자비 보조 인센티브 

⑦ 현금지원 인센티브     ⑧ 생활환경개선자금지원 인센티브 

4. 재정적 혜택 이외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제공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① 전력설비 지원 또는 전기요금 감면          ② 도로･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③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 법규 변경          ④ 토지지목 변경 

⑤ 자연보호구역 내 개발 허용                 ⑥ 노사문제 해결 

⑦ 병원･학교 등 서비스 시설 제공 

<표 5-4>  지자체 지원정책과 입지요인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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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1. 산업용 전력요금이 외국인직접투자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2.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산업용 전력 설비 인프라와 산업용전력 사용과 관련하여 문

의하는 고충사항 또는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3. 과도한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기관의 정책기조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인

투자

기업

1.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전력사용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2. 산업용 전력요금 수준이 기업의 이윤추구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까?

3. 산업용 전력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

대하시겠습니까? 또는 사업장을 타국가로 이전 하시겠습니까?

4. 국내 산업용 전력요금이 투자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5-5>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입지요인 질문

4) 산업용 전기요금과 전력공급

(1)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기업
들의 입지선정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관과 기업체
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외국계 제조업체 유치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
원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세 기관 및 시도별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모두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
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이는 안정된 전력 
공급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가장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투자 장점으로 언급하는 
것이 투자본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통신･용수 인프라시설이
다. 전기와 용수는 우리나라에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치
산업에서 제품을 세척하는 과정 등에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
업들이 우리나라의 싼 전력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에 진출하는 
이유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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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원가절감 혜
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독점하여 전력의 발전･송전･배전･판
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는 민영화되거나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다른 국가의 전력자유경쟁시장과 비교하여 전
기가격상승 등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안정화된 전력공급을 이용하고자 우리나라
를 선택하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사후관리 기관의 관계자
들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수한 투자유치 환
경 요소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이며 이
것이 가장 큰 경쟁적 이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과도한 산업용 전
기요금 인상이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즉,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 업
체를 유치하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전력거래소가 주최한 <9･15순환단전 후속조치와 향후전략포럼>34)에
서 당시 지식경제부35) 홍석우 장관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크고 일본 등 외국기업이 
전기요금을 이유로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국민경
제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만
으로 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4) 9･15 순환단전후속조치와 향후전략 포럼. 2012년 9월 20일 전력거래소 주최
35) 현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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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09년 

($/kwh)

2010년

($/kwh)

평균

($/kwh) 

요금

순위

한국 0.058 - 0.058 11

일본 0.158 0.154 0.156 1

미국 0.068 0.068 0.068 8

중국

(북경)
- 0.11 0.11 4

네덜란

드
0.141 0.123 0.132 2

캐나다 0.059 0.07 0.0645 10

스위스 - 0.102 0.102 6

프랑스 0.107 0.106 0.1065 5

영국 0.134 0.121 0.1275 3

스웨덴 0.083 0.096 0.0895 7

노르웨

이
0.059 0.074 0.0665 9

평균 0.096 0.1024 0.0994
한국 

2배

<표 5-6> 주요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비교 

국가
단위 

(원/kwh)

한국비교

(원/kwh)

요금

순위 

대만 115.952 122.31 6

말레이시아 105.9 111.71 8

싱가포르 155.8 164.35 3

일본 194 204.64 1

중국(상해) 153.2 161.6 4

태국 112.696 118.88 7

필리핀 193 203.59 2

한국 94.8 100 9

홍콩 128.092 135.12 5

평균 139.27 146.91 총 9개국 

<표 5-7 > 아시아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

자료: IEA/OECD Energy Price & Taxes 2011.
자료: 2012년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자료와  

   2011년 해외전력산업동향 요약집 재구성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제조업투자가 많은 주요 국가들의 
2011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과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 수준은 주요 국가들 보다 2배 정도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전력의 90%이상을 수력생산에 의존하는 노르웨이에 비해
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전력이 
한전사외이사 회의에서 발표한 아시아 주요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장 저렴하며, 이는 아시아 주요국의 요금에 비해 약 47% 낮
은 수준이다. 즉 낮은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외
국인직접투자기업 유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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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다소비 업종 위주의 외국자본 유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주
로 기초소재, 철강, 데이터베이스센터와 같은 전력다소비 업종이다. 
또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용광로를 사용하는 업체들로 편중된 
측면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업종별로 제조원가에서 전기요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속･철강 산업은 25%, 시멘트와 같은 비금속 
산업은 22%, 제지는 16.2%, 섬유는 15.5%에 이르는 등 전기는 철
강･중공업･반도체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생산요소
이다.36) 따라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에 투자하는 요인임을 
밝히고 전력설비를 지원해주는 지역에 입지를 결정했음을 밝힌 기업
들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업체가 일본계 화학회사인 도레이와 아사
히카세히다. 도레이는 2011년 경북 구미시에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건
설하면서 일본･중국보다 크게 저렴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발표하였다.37)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T사는 전기･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국 공장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기업 관계자는 현
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80%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으
며, 한국의 전기요금 수준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한국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회사의 이윤추구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H사는 
서울 마포구와 구로구에 대규모 연구와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기업에서 사
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100%가 전력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산업
용 전기요금 수준도 만족스럽지 않고,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사업철수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36) 대한상공회의소 등 14개 경제단체 ‘산업용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 반대 배포자료 
(2013년 1월 10일)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발언 부분 발췌 

37) SBS CNBC 2011년 1월 26일자 경제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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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면담 시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한국 진
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실리콘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한국 
에 투자하는 이유는 전력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이며, 전력 확보 문
제가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여 도시권보다 비도
시권에 공장입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내륙에서 케이블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제주도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였던 O사는 
일정크기 이상의 전력 확보 문제로 결국 제주도 입지를 포기하였다. 
즉, 제품 생산 및 연구에 필요한 에너지원 중 전력 의존성이 높은 외
국계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와 사업장 입지를 결정하면서 전기요금과 
전력공급을 중요한 투자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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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설비공급과 글로벌 인터넷데이터센터 단지 조성

정부는 2013년 2월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개정 공포에 따른 시
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에 정보통신업종을 새롭게 지정38)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업계는 글로벌 IDC(인터넷데이터센터)39)의 단지 조성과 외국계 IT기
업 유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DC 단지 조성에 낙관적인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몇몇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면담 시 글로벌 
IDC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오라클, 이베이, 마이크로소
프트, 시스코 등 해외 우수 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기요금이 싸고 IT 인프라가 발달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IDC 유치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IDC는 최소 5만평에서 최대 10만평의 부지를 필요로 하고 대용
량 전력인 154kV 철탑 및 배전선로를 통한 전력공급을 요구하기 때
문에 IDC를 위해 변전소를 별도로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설비를 지하에 매몰하는 비용이 200억 이상 들고 한국전력의 공사기
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민감한 사항들이 얽혀있다. 따라서 원전비리 
사건, 노후 된 발전설비 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할 때, 외국계 IDC 유치 전략이 타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IDC는 외부로부터 서버 공격에 대응해야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해야하기 때문에 안정화된 전력 공급을 중요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까운 부산의 미음 외국인투자지역과 경남 김해
시가 적극적으로 외국계 IDC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부산 진
해 미음지구에는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SBI-LG시스템즈(LG 

38)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정보통신 업종 추가‘, 머니투데이 2013년 2월 18일자 
39) 글로벌 인터넷데이터센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

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분야의 정보통신업종으로 대규모 CPU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다. (각주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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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소프트뱅크)가 준공되어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미국계 G사의 인터넷데이터센터 유치 프로젝

트 진행 시 가장 우려했던 점이 전기 사용량 때문이었다고 응답하였
다. G사가 입지하려고 했던 오성 외국인투자지역은 사업지 단독으로 
전력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15km 떨어진 인근 청북변전소를 통해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G사는 유치협상 과정에서 직접 원활한 전력공
급을 위한 기반시설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력공급 당사자
인 한국전력을 비롯한 경기도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들은 진
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인터넷데이터센터는 회사설
립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고용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대용량 전력
사용이 큰 문제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IDC 유치 정책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대부분 관계자들은 IDC 업체뿐만 아니라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들은 우리나라와의 투자유치 협상단계에서 전력설비를 노골적으로 요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들 대부
분이 장치산업과 용해로를 이용하는 업종의 특성상 154kV 등 대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다수이다. 1km당 20억 이상 소요되는 전력 
설비의 지중화 비용은 본래 각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계기업들이 지자체에 이 비용을 요구하고 지자체는 다시 국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IDC 유치와 전력 다소비업종 위주의 활발한 외국자본 유치가 정
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설비를 갖춘 투자환경을 대외적으
로 선전하는 효과가 있으나,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
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유치가 과연 바람직한가를 고려하고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 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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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1.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

습니까?

2. 우리나라의 정책적 환경규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계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업종 특색에 따른 환경오염정도는 관련 법규 이

외 어떤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

기업

1. 귀 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출액 대비 몇%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2. 한국의 환경규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본사지침   ② 한국정부 규제 대응   ③ 기업이미지 전략    ④ 기타 

<표 5-8> 환경규제 수준과 입지요인 질문

5) 환경규제 수준

(1) 환경규제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각 기업체별로 환경오염방지와 환경오염 수준에 대해 질문하였
다. 본 질문에 응답한 전기･전자 업종의 H사, C사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방지
에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T사는 한국정부의 규제에 대응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40) 이 기업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환경규
제 수준이 높은 편이며 현재 정부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환경규제 수준의 적절성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대규모 외국기업이 투자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이 기업을 유
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는가 또는 유치를 포기하는가 질문했을 때 
기업체와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분명
히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40) T사는 대기환경보전법 13조에 의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 기준이 연간 2톤 
미만의 4종 사업장이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4조 2항에 의거 1일 
폐수배출량은 50m2이상 200m2 미만인 4종사업장이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9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
톤 이상 배출한 대규모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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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기관 관계부처일수록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환경규제가 낮다는 것은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고, 환경규제 수준까지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낮은 환경규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 환경관련 부처의 협업 부재  

외국인직접투자기업 투자유치 협상단계에서 관여하는 관계기관
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각 지자체, 
기업담당자, 토지소유자 등 많게는 10개의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한시
적으로 TF팀이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가 
실시되면서 각 기업마다 한명 이상의 지자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 전담 직원이 매니저가 되어 각 기업의 공장부지 선정부터 영업활
동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41) 그리고 각 업체가 겪고 있는 애
로사항을 조율하고 초기 정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와 옴
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업체의 환경적 특
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고려해야 할 환경부 담당자는 관여하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환경오염에 민감한 업종들을 선정하여 지역별 분석을 실
시한 결과 여수시, 울산시 등 화공업종이 많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순
위가 크게 변동하였고, 그 외 수도권 지역도 전체 업종 공장 수를 기
준으로 분석한 순위보다 큰 폭으로 올라온 지역들이 있었다.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등 순위 변동이 나타난 지역들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와 전화 면담을 실시한 결과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법적으로 산
업입지 계획팀에서 표준산업분류코드에 의해 업종을 제한하는 방법으

41) 한 기업의 유치 건마다 ‘프로젝트’ 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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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주제한 업종과 유해업종을 선별하여 공장을 승인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고, 환경전문가의 참여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설립 
이후 관리단계에서 국내기업과 동일한 규제와 기준으로 기업의 환경
오염 실태를 관리하고 감찰하고 있으나, 유치단계에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조언을 구하거나 협업을 실행하지 않고 코드명으
로 오염업종인지 아닌지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용인시의 경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1조에서 대규모 투자기업
일지도 환경오염 업종인 경우 지원을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수준이 낮고 투자유치단계에서 체계적이지 
않은 업종 특성 고려로 인해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12년 리튬이온 전지용 분리막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충북 
청원군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C사는 환경단체로부터 디클로로메탄 
발암물질 무단 배출의혹을 받았고 2012년 한 언론이 이 사실을 폭로
하였다. 일본 환경성과 미국 환경보호성은 디클로로메탄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오염보전법>에서  규제
하고 있는 오염물질 61종에는 디클로로메탄이 제한발암물질로 규정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C사에 배출 축소 권고조치만 내렸을 
뿐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공장은 2008년 관리감독 때
에도 폐수처리시설과 저감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정부로부터 외국
인기업투자유치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재를 받거나 유해물질 배
출업소로 공장 승인을 거부당하지 않았다. 반면 C사의 제2공장을 유
치한 경기도는 자동차 연료전지 분리막 제조공정이 습식일 경우 액체
형태의 화학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찾고, 이것이 우리나라 
환경 규제 법규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업체
와 상의 하에 건식형태로 경기 파주시에 제2공장을 설립하도록 협의
하였다. 즉 지자체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담당자의 해당기업의 제조
공정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정보수집에 따라 기업의 입지와 투자가 
판단되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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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가별･업종별 공간 분포와 입지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두었다. 2009년 이후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 제
조업체의 투자가 증가되면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
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낮은 수준의 환경규제와 저렴한 산업용 전기
요금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공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의 형
태를 분류하지 않고 분석할 경우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외
국인투자기업들이 집중된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공장형, 사무실형, 
아파트형으로 사업장의 형태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공장형은 외
국인투자지역이 조성된 전국 17개 시군구 지역과 그 배후지역을 중심
으로 공간적으로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형공장과 사무
실형은 업무특성이 반영되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공장형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 국내 대기업
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입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심층면담에 
응한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이 국내 대기업을 고객
으로 보고 고객사에 빠르게 응대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외국인투
자기업들은 국내 대기업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국내 기업 사업장의 소
재지 근처에 입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1차, 2
차, 3차 협력업체들을 한국에 입지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
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는 장점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고도기술 
집약의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특화된 업종 중심의 산업
단지 조성에 주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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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투자요인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주도
로 공기업에서 전력의 발전･배전･송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안정된 산업용 전력 공급을 중요한 투자 요인으로 손꼽고 
있다. 관계기관 담당자들도 낮은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하
는 것 자체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9년 이후 증가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값싼 산업용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일본기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9
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해 일
본기업들은 안정적인 산업용 전력 공급이 보장된 한국을 투자처로 삼
고 일본의 산업시설들을 한국으로 이전시킨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 대해 
기업체와 관계기관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하였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등 국가조세감면 혜택이 투자에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외
국인투자기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대료와 지방세 감
면 혜택을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와 전문인력 고용이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
체들의 입지와 투자요인으로 작용하였는가 하는 점은 분명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환경규제에 대해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환경규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느슨한 수준이며 환경규
제를 강화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를 표명한 반면, 외국계 기업체들은 국내 기업경영활동 시 본사의 지
침에 따라 환경오염 방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한국의 환경규제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인력 고용 요인도 관계기관과 
기업체 간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고학력의 전문 지식을 갖
춘 연구인력의 고용 문제가 수도권 대도시권 선호현상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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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직

접투자가 국가 단위에서 제정된 정책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
만,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노력에 따라 공간 분포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수
준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산업용 전력 공급에 필요한 기
반시설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거나 도시계획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으면서 산업용 전력설비를 지원함에 따라 추후 비용부담 문제와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히 안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유치 단계에서부터 국가-광역시도-시
군구 단위로 이어지는 점을 인지하고, 유치확정과 추후 관리과정 모두 
국가와 지자체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선정 업종에 정보
통신분야를 추가하면서 글로벌데이터센터(IDC)유치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투자 환경으로 부각되어 국가경쟁력을 선전하는 효과가 있으나,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가는 IDC 적극 유치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체 
정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별･업종별 기업체를 선별하여 심층 면
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
국인직접투자 기업체 정보가 다소 폐쇄적이며,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
체를 M&A와 그린필드형으로 분류하여 순수 신규설비 투자형태의 제
조업체 공장 사업장 분석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직접투
자 유치가 광역시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입지 분
석을 실시 할 때 시군구 단위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차이점을 찾
을 수 없었으며, 시군구 단위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따로 관리하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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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서가 없고 공무원들의 수시인사이동으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체들이 투자본국이 아닌 해외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국부유출 등의 문제로 국가 간 외교 분쟁
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과 기업 보안상의 이유로 환
경 및 전기요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꺼리는 등 자료 노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각 사업장 형태별, 업종별, 투
자국가별 특색에 따라 심층면담을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도출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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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World Bank 2012 study, Korea is the 8th 
easiest place in the world to do business, and the 3rd in East 
Asia. The roles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re very 
crucial fo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nowadays. The inward 
FDI in Korea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Act of foreigner 
investment promotion in 1998. Manufacturing investment has 
accounted for about 30% to 40% based on the total investment 
amount. The service sector had a large share of the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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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manufacturing sector overtook the service sector as 
the largest FDI in 2009. The municipal and national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special individual-type zones and supported 
the diverse incentives and activities for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Despite these facts, there was no attempt to consider these 
issues with a spatial location, regional urban planning ordinances 
and land-use incentives. For that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the greenfield manufacturing FDI, which was established from 
1999 to 2012 in Korea. An analysis location decision factors in 
terms of; invest nations, time periods, region, manufacturing, and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This study uses a newly available 
database of foreign investment statistics arrang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Energy(MOTIE). To achieve the goals of this 
study, some location and environment theories were reviewed: 
Core Tendency Hypothesis, Self-reinforcing Hypothesis, and 
Pollution havens hypothesis. 

In order to find answers about the impacts of low-priced 
industrial electricity and a loose environmental regulation as the 
locational and investment factors, this paper did institution 
interviews with MOTIE, Korea industrial complex,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some FDI companies, and 
so on. The discoveries in the interviews are listed below: the 
locational connection between leading conglomerates in Korea and 
FDI companies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investors. Also, the 
price of domestic industrial electricity has been maintained at a 
low-level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acknowledged that the low-price policy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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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ly compete to attract FDI.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FDI　energy-guzzling industrial companies will 
choose for Korea to use the low-priced electricity, However, 
they strongly demand that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electric 
power supply infrastructure from the municipal government. These 
factors strongly effect why manufacturing FDI companies choose 
Korea to invest and where they are located in Korea.   
  This paper does not make any conclusions on other things 
such as location and investment factors, the professional 
manpower, the diverse incentives by the government 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however they were considered during 
the research. 

keywords :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Location Distribution, 
FDI factors, Environmental Regulations, Industrial Electricity Prices
Student Number : 2011-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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