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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투

자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 및 사례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촉진 정책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

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있는 특별구역 중에 하나인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용임대

단지의 투자인센티브가 외국인직접투자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분

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인 제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내수시장이나,

국내에 있는 고객사로 인하여 국내에 투자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 투자도 신규 투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임대부지제공이 투자결과만족도에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임대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임대료 감면 없이 현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여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세지원인 법인세감면이 임대부지 제공 다음으로 투자결과만족

도에 큰 영향력이 있으며, 관세감면 혜택은 만족도가 낮았으나 관세감면

인센티브에 따라 수익성 만족도에 영향이 있었다.

넷째, 현금(보조금)지원은 투자결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로 인

해 법인세 감면 및 관세감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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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상황악화 등

으로 철수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정책(출구전략)이 부재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생산거점을 위한 투자인

센티브와 증액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신성장 동력을 위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고용효과를 유

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외국인투자지역 조세지원 제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

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유효수요 창출 및 매출증대를 위한

현금(보조금)지원을 강화 및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를 재조정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지정 및 현금지원(Cash grant)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를 희망할

경우 출구전략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어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지역

학 번 : 2015-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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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의 역사는 1960년 산업재건과 경제개혁을 위한

미국 등 서구 우방의 원조와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자도입촉진

법」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62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970년까지는 상업어음이나 세계은행 같은

다국적 기관으로부터 차관을 얻는 것에 투자가 국한되었다.

해외에서 세계화 개방화 추세확산으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

를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우리나라

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미미하였

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내 산업을 우선시하여 경제정책에 부합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업종 위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

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한편으로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이나 지역에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투자 지

분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할 유인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6년 OECD 가입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제한이

완화되었고 특히 IMF이후 외국인투자 정책이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으

로 전환하면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양

적확대에 주력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와 산업정책 간 연계가 다소 부족

했다는 반성으로 외국인투자의 질적 향상과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

하여 1994년에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첨단업종을 유치를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도입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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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였다.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

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

정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하며 행정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특별히 지정

한 지역을 말하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연

구 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포함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중소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

는 지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하는데 중앙 및 지방정

부의 재정1)이 투입되고 추가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등의

투자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

및 조세지원 등 투자인센티브 정책은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

하지만 투자유치정책의 정당성인 투자인센티브의 외국인투자유치 효과에

대한 검증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투자 인센티브정

책이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에 효과성이 있는지를 인센티브별로 세밀

하게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인센티브제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용임대단지에 입

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요인과 개

1) 외국인투자지역 사업예산 예산은 2010년 까지 누계가 8,399억, 11년 723억,

12년 973억, 13년 1,620억으로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순

수 정부 지출 예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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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대상으로 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외환확충뿐

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부

합하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구방법은 해외직접투자 관련 이론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

는 정책 등을 연구한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

경기도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용임대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담당자에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

역 및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실패사례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및 인센

티브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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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외국인직접투자 개념 및 효과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자본은 그 투자자의 기준으로 외국인가 국내인가에 따라서 외국자본

과 국내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외국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자를 외국인투자라고 하며, 외국인 투자는 투자목적에 따라 외국인 직

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한다.(남광희외, 2005)

직접투자방식은 투자 설립 형태에 따라 신규 법인 등을 설립

(Greenfield)하는 경우와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분 및 경영권 지배구조에 따라 투자

기업 대한 지분을 100% 확보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단독투자(Wholly

owned subsidiary)와 다른 투자자와 지분 및 경영권을 공유하는 합작투

자(Joint venture)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

[표 2-2]에서 보듯이 외국인 간접투자는 투자자본의 가치증가나 이

윤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portfolio investment)를 의미하는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는 기업경영상의 지배를 통해 경영 활동에 참여하여 기

업 본연의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투자이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

자(FDI)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자본의 생산요소를 해외투자국

에 이전시켜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활동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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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외국인직접투자의 분류

출처 : 김장현(2007),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표 2-2] 외국인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특징 비교

출처: 박영철외(2000), “외국인투자의 효율적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의 정의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2)이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 시행령에서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

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주식 주식총수의 10%만

을 소유하면서 ① 임원의 파견 계약의 체결, ②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외국인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

업과 자본출자 관계3)가 있는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

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도

외국인투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4항

구 분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 간접투자

투자목적 이윤추구 자본 이득

투자주체 개인, 기업 기관투자가

경영참여여부 참여 비참여

투자기간 원칙적으로 장기 단기

투자대상 주로 비상장기업 신설 상장 기업

설립 형태에 따른 분류 지분 및 경영권에 따른 분류

신규설립
(Greenfield)

인수/합병
(M&A)

단독투자
(Wholly owned
subsidiary)

합작투자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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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1) 자본형성효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해외에서 설비 및 자본을 투자유치국으로 유입

하여 투자유치국의 투자를 촉진시키며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이러한 자

본형성효과는 투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규설립 투자(Greenfield

investment)는 자본을 증가시켜 승수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나 기존

자산의 인수․합병투자(M&A)는 그 자체로 자본형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다.(홍재범, 2008) 외국인투자에서 신규설립 투자(Greenfield investment)

는 외국투자가 투자유치국에 직접 새롭게 생산라인을 만드는 등의 외국

인직접투자(FDI)를 말하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자가 산

업시설용지에 새롭게 제조시설을 만드는 신규설립 투자에 해당하므로 자

본형성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

(2) 생산성효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새롭게 자본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국의

투자비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국가 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Borensztein et al, 1998) 즉 외국인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기술진보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본 심화를 통해 투자유치국의 기

술을 진보시키는 동시에 투자유치국의 자본축적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

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이전으로 생산성을 기할 수 있다. 기술이전의 방법은 ① 외

국의 모기업이 투자유치국에 설립이 법인을 통해 해당 기술을 직접 도입

하는 형태와 ② 선진 기술이 자본재 물적 자본이나 기술자의 인적 자본

에 체화되어 국내에 유입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지형 외국인투

자지역도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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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파급효과는 크게 후방연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전방연계효과(forward linkage effect) 나누어 볼 수 있다. 후방연계효과

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부품업체, 설비조달업체, 또는 국내 하청기업

으로부터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받거나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국내 협력

기업들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는 경로에서 발생하며, 전방연계효과는 국

내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를 통해서 발생한다.

(3) 고용효과

외국인직접투자 특히 외국인투자지역은 새로운 제조시설 설립(Greenfield

investment)을 통하여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외국

인 직접투자로 인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인력 구조조정으로 부

정적 효과도 있지만 도산위험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

진다. 또한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높은 생산성으로 투자

유치국 근로자에게 고임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에

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정종인, 박장호, 2007)

KOTRA의 연구결과(2012)에서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고용인원

중 외국인투자 고용 비중이 3.37%(2010년)∼3.80%(2008년) 비율이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무역효과4)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 모회사와 밀접하게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

에 투자유치국의 무역량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모

기업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시장 판로를 지원하여 투자유치국

의 수출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외국인직

접투자가 필연적으로 무역을 증가시킨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외국인직접투자와 무역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수도 있

4) 홍재범,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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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반면 원

자재 등을 수출할 수 없는 것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자재를 해외로 수입

하여 무역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수입하던 제품을 투자유치국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입물량이 감소할 경우도 있다.

제 2 절 외국인직접투자 이론 및 선행연구

1. 해외직접투자이론5)

(1) 독점적 경쟁우위론

독점적 우위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은 Kindleberg와 그 제자

Hymer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투자기업인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에 비해

해외투자로 인해 투자국의 제도 및 환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외국인 비용

(Cost of Foreignness)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성공적인 우위 요소를 보유

하여야 해외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인이다.

독점적 우위요인은 살펴보면 제품차별화 등 제품시장의 불완전성과 특

허 및 비공개 기술로 생산요소시장의 불완전성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기

업의 내부적 요인과 조세 및 관세, 환율정책 등의 정부정책 등으로 인한

외부적 독점적 우위요인이 있다. 독점적 우위요인의 해외투자의 특징은

지식기반 산업과 다른 모방할 수 없는 제품을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한

다.

현지기업이 기업의 물적·인적자본 등 독점적 우위요소를 획득하기 전

5) 이장로․신만수, “국제경영” 제5판 무역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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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외국투자가는 이러한 독점적 우위 요소를 이용하여 본국에서와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평적 투자를 할 경우 추가적인 이익

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Caves, 1971)

(2) 제품수명주기이론

Vernon(1960)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시간”이라는 변수를 통해 제품

의 수명주기단계에 국가간의 기술 등의 차이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를 규명한 것이다. 수명주기이론에서 수명주기를 신제품단

계, 성숙제품단계, 표준화 제품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신제품단계보다는 성숙제품단계에 수요는 늘고 점차 가격 탄력적으로

변화기 때문에 생산비가 중요하게 되므로 현지에서 제품을 선진국에 해

외 자회사를 설립하여 제품 시장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며 표

준화 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이용하기 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후진국에

생산시설을 이전시켜 거기에서 제품 생산하기 하여 이윤추구를 최대화하

려고 하는 방안으로 후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

제품수명주기이론은 해외직접투자를 동태적인 국제화 과정을 통해 해

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기술이 선진국에서 후진

국으로 점진적 확산을 가정하고 있으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3) 내부화 이론

내부화란 거래파트너의 기회주의적 행위(opportunistic behavior)로 인

한 외부효과로 시장실패로 시장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거래를 기업 내부로 대체하는 것으로 내부화이론은 이러한 시장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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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Rugman과 Buckley&Casson 등은

내부화의 일반적 개념을 해외직접투자에 도입하여 내부화이론을 주장하

였다. 내부화이론은 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거나 자체개발 기술을 특

허료를 받고 외국기업에 이전하는 것보다 거래비용을 줄이고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하기 위해 100% 지분 출자를 통한 해외에 기업을 설립하여

직접상품을 생산하는 내부화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다. 독점적 우위이론이 직접투자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내부화 이

론은 직접투자의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이며 왜 100% 지분투

자 방식을 선호하지는 설명하고 있다. 내부화 이론은 외국시장에 진출하

고자 하는 기업이 왜 직접투자를 선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직접투

자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지요인 등에 다른 요인에 대해서

간과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4) 절충 이론(Eclectic theory)6)

절충이론은 Dunning이 주장하는 것으로 독점적 우위이론 및 내부화

이론이 특정국가 특정지역의 입지요인에 대해 설명력 있는 답을 제시하

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 및 내

부화요인 그리고 생산입지상의 우위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Dunning의 절충이론은 이러한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갖추어

져야 할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Dunning은 외국인투자가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만 있고 입지상

의 우위 및 내부화 요인의 우위가 없다면 제품을 본국에서 제품을 생산

하여 수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독점적 우위와 입지상의 우위가 있지만

내부화 요인의 우위가 없다면 외국의 기업과 라이선싱 전략(Licensing

strategy)으로 채택하며, 세 가지 독점적 우위, 내부화 요인, 입지상 우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할 것이라 주장한다.

6) Dunning J.H.,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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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이론

해외투자 관련 기타 이론 중의 하나는 국제 전략적 제휴에 관한 이론

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거래비용이론, 자원준거이론, 네트워크이론, 산업

조직론 등이 있다. 그중에서 네트워크이론(Network Theory)은 사회적

관계에서 기업 간의 초점을 맞추어 유럽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 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의도 하에서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구축 및 유지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의 위계의 규범 및 통제 메커니즘과는 서

로 구별된다.

2.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투자인센티브란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수익률을 올리거나 투자에 따른

비용 위험을 감소시켜 경제 이익(투자 수익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투

자유치국(Host country)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인센티브의 정당성과 함께 자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또한, 실제 이와 같은 투자인센티브가 과연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하는지, 즉 잠재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으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아직 명

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7).

(1) 투자인센티브가 외국인투자유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견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인센티브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Hinges(2001: 윤영선, 2011에서 재인용), OECD(2001) 외국인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고 Root and Ahmed(1978) 개발

7) 윤영선 “외국인투자에서 인센티브정책의 투자유치 효과분석”, 숭실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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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국에서 법인세 정책만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장윤종·한병섭(2001)과 윤영선(2011)의 각각의

연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조세지원제도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정책적

유인제도로 작용한다는 결론과 투자인센티브가 없었다면 한국 투자를 변

경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특히 국세 감면 변수가 투자결과 만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세 이외의 모든 인센티브를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대외경

제정책연구원(2005)은 외국인 투자인센티브로써 제공된 제정지원 총액과

해당 기업이 지출한 인건비 비율을 토대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 투자인센티브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견해

Ellingsen et al(2006), Markusen(1995; 윤영선, 2011에서 재인용), UN

CTAD(1996), 박봉규(2004)에서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유치국(Host country)

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로 인한 기대 수

익률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즉 투자인센티브가 중요하기는 하

지만, 그 영향력은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결정요인에 비추어 볼 때 부차

적이어서 기대수익률 다음으로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 투자인센티브는

기대수익률 다음으로 중요성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Blomström, and

Kokkoi(2003)도 외국인투자 유입에 강력한 여겨지는 재정보조금 인센티브

가 외국인투자에 영향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수·홍범교(2007)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상대국을 결정함에 있어

서 잠재투자가의 해외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투자유치국의

유효세율이 아니라 투자모국(잠재투자가)의 입장에서 본 해외투자에 따

른 유효세율이므로 비록 투자유치국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통하여 유효세

율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잠재투자가 입장에서 해외투자에 따른

유효세율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투자(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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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추율희

(1998)는 투자유치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투자 모국에서 세금공제 효과를

가져와 투자유치국의 유효세율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정(正)의 효과를 가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투자인센티브에 대해 중립적 시각이거나 상황에 따라 투자인센티

브의 효과가 다르다는 견해

Swenson(1994)는 그린필드 투자는 조세와 역의 관계가 있으며 M&A

는 조세와 정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haroni(1996)는 다국적

기업에서 투자 자유지역 지역조성이 조세지원 및 보조금 지원보다 효과

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Shatz and Venables(2000)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가 투자유치국의 내

수시장을 위한 경우는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보다 투자

인센티브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Mallya et al.(2004) 투

자인센티브의 부재가 외국인투자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Rolfe et al(1993)은 카리브해 지역에 20개국에 투자한 미국기업

연구를 통하여 인센티브 선호는 투자형태, 투자규모, 지리적 위치, 생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Cable and Persaud(1987;

윤영선, 2011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조세인센티브는 ‘중간 정도

(moderate)’의 중요성이 있으며, 해외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

들이 조세인센티브를 상쇄시킨다고 주장하고, Loree and Guisinger(1995;

윤영선 2011에서 재인용)는 정책변수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집

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 정책요인(예: 시장크기, 인프라)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해서 FDI가 증가된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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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검토

(1)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이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박봉규, 2003)

본 논문은 국내 천안, 평동, 대불, 진사 등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한국 정부가 1998년 IMF 금융위

기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KOTRA 및 자치단체 투자유치기관 등으로

부터의 지원확대,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특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확충이 실제 어느 정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실효성이 있

는 대책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외국인투자 결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

여 조세감면정책, 입지지원정책,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인센티브 관련 변수(요인 1), KOTRA와 같은 투자유치기관의 서비

스 정도와 지자체의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유치 지원기관 평가(요인

2), 기대 수익률(요인 3)등의 투자결정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수익률 변

수(기대 수익률)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투자 만족도가 지자체의 지원활동이

나 유치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해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 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기대수익률 이외의 변수는 의

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입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기업 환경

의 개선을 통해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동시

에 상관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투자유치기관의 적극적인 활동과 조세, 입

지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의사결정 및 그 후의 경

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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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투자에서 인센티브정책의 투자유치 효과 분석(윤영선,

2011)

우리나라의 현행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조세인센티브, 재정인센티브, 시

장편의 인센티브별로 구분하여 투자인센티브에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였는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3가지의 미시분석

방법을 실시하여 분석결과, 먼저 빈도 분석에서는 ① 투자결정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수시장 국내 등 제3국 시장을 겨냥한 경우인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입지·세제혜택·행정지원 서비스 등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정책」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어 투자인센티브에 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② 특히, 투자인센티브가 없었다면

부분의 응답 기업이 한국 투자를 변경했을 것으로 응답하여 투자인센티

브의 투자유치 효과가 상당함을 나타냈다.

또한 투자결과 만족도와 투자인센티브 만족도간의 관계분석에서는 여

러 가지 독립변수 수익만족 변수와 국세감면 변수가 투자결과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반적으로는 투자

인센티브에 한 평가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인센티브별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은 국세 감면에 한정되고 투자절차 간소화 등 행

정지원이나 입지 지원의 경우에도 투자인센티브로서의 효과성이 분명하

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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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및 외국인투자지역

제 1절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1. 조세지원

조세지원은 해외주요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로 우

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소득

과 외국인투자가 얻는 배당소득, 기술도입에 대가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

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

자받은 대외 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출자목

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표 3-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제121조3)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감면 투자요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국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ㅇ7년간 감면
- 5년 100%,
2년 50%

(외국인투자누계액의
70% 한도)

ㅇ고도기술 등 : 없음
ㅇ투자지역
- 제조업 : 3천만$
- 관광업 : 2천만$
- 물류업 : 1천만$
- R&D : 2백만$

▪단지형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ㅇ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

(외국인투자누계액
의 50% 한도)

ㅇ제조업 : 1천만$
ㅇ물류업 : 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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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규정은 국내 경제발전 및 경기부양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투

자가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

으로 특히 고도기술수반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국

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 촉진하고, 관세

감면은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외화를 자본재 구입에 사용하도록 유

도하여 외국자본을 국내에 영구히 유치하여 국내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인세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산출세액×총 과세표준
산출세액

×외국인투

자 비율×감면비율의 공식에 따라 산정8)하는데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이 없는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2. 현금(보조금)지원9)

고도기술 수반, 대규모 고용창출 등 전략적으로 국가 경제에 필요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로써 타 인센티브와 달리 사전 외국인 투자가와의 협상을 통해 현금지원

규모 및 용도를 결정한다.[그림 3-1] 현금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① 고도기술수반․산업지원서비스업,

②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부품․소재 ③ 연구인력 5명 이상 상시고용

R&D 분야, ④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 ⑤ 투자액 대비 국내경제 효과 큰

투자(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지역 전략산업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거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단, 2007.4.23 이전에 이미 지정된 대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지원하는 자금의 총액이 당해 지원을 통하여 유치하고

8) 코트라(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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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

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외국인투자금액은 25% 수준 이상

유지)의 25% 수준 이내에서 현금지원이 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복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임대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임대와 임대료 감면 금액도 현금

지원 한도에 포함되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는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3-1] 현금지원 절차

협상담당자 지정
                                                                     ↓

협상요청
(투자계획개요 제출)
────────→←────────

기획재정부, 지자체장 등과
협의후 협상에 응함

협상담당자 
지정요청────→

────→PM 
지정요청

지자체
→

→

협상
담당자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협상외국인투자기업 KOTRA
신청인

․
PM

출처 : 코트라(2015) 외국인투자가이드

현금(보조금)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등이며 프로젝트 중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경우 기업과의 협상에 따른 현금지원 등이 일반화되어 개별기

업별로 투자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10) 우리나라의 현금

지원과 차이가 있다.

3. 입지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

면 국·공유재산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을

10) 코트라(2013)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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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11)로 최장 50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18

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

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12)

더불어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토지 임

대료 감면을 50%∼100%까지 받을 수 있다. 2014년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2015년 4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기존 일정 금액 외국인투자금액을 투자하는 제조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지원 외에 고용조건을 추가하여

250만불 일반제조업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따라 임대료를 50%∼

100%까지 감면하여 입지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표 3-2]

[표 3-2] 임대료감면 체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기본조건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임대료

* 연간임대료

10/1,000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불이상

단지형 외투지역 100%

산업단지 50%

일반 제조업 &

5백만불이상

부품소재 100%

단지형 외투지역 75%

산업단지 50%

2.5백만불이상 일반 제조업 &

고용조건

단지형

외투지역

200명 이상 100%

150명 이상 90%

70명 이상 75%

산업단지 70명 이상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제7항 재구성

11) 연간의 임대료는 토지등의 가액의 10/1,000 이며 이를 “정상임대료”라 한다.

입주계약 미행기업의 경우 정상임대료의 5배를 부과하며 “현실임대료”라 한다.

1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4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17조 6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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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을 지정 및 운영을 하여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

원센터를 설립하여 경기도 내에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고

충과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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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외국인투자지역

1. 외국인투자지역 도입배경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정

부·지자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저렴한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FDI확대와 외국의 첨단기술 이전 및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외국인촉진법 근

거로 시행하는 제도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 조세

지원, 현금(보조금)지원, 입지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특구 중의 하나다.

대규모 단일투자에 대해 지정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단지

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되며, 또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33만

㎡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지정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최소 단

위면적 요건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1/4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중소

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1989년 이후 국내 투자환경의 악화로 외국

인투자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

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4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처음으로 도입 하였고, 개별

형 외국인투자지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

기 위하여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대형 외

국인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가의 기호에 맞추어 투자가

원하는 지역과 시기 및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외

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지정지역이다. 양 제도는 2004년 12월 외

국인투자 입지 관련 지원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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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여 법인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의 인센티브 강화 및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통일시켰다.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일명 “미니 외국인투자단지”)은 기

존에 외투단지가 없거나 대규모가 외국인투자유치가 어려운 강원도 등에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가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요건을 1/4수준으로 대폭 완화

한 지역으로 2013년에 추가하여 2013년 이후부터는 미니 외국인투자단

지를 지정하는 추세이다.

2. 지정절차와 요건1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는 먼저 지자체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예정 면적(최소 330천㎡ 이상)의 60%이상 입주수요(MOU)를 확보한

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외국인투

자지역 지정심의를 요청한다. 지자체 요청자료를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가 제출

한 심의안건과 같이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의 심의를 마친 후 승인결과가 통보되면 각 지자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지

역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지정이 완료된다.

지정요건은 신규지정의 경우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즉시 공장착공이

가능하여야 입주수요는 MOU 이상의 투자수요를 의미하며 지정 최소 규

모는 33만㎡이상 이어야 한다. 기존 지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 지정

면적 대비 입주율이 80% 이상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확장 단지가 조성되

어 있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신고된 입

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60% 이상이어야 하지만 잔여 면적을 초과하는

대규모 입지수요가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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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 국가와 지자체는 부지매입비 부담에 대하

여 협의를 해야 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부지매입 분담률은 [표 3-3]과

같이 정해져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 따라 분담비율

은 변동될 수 있다.

[표 3-3]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국고지원 비율14)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국 가 분담율 30% 70%

지자체 분담율 70% 30%

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2015년 12월 말 현재 25개 8,823천㎡가 지

정되었지만, 광주 평동외국인투자지역은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지

정 해제 요청으로 지정해제 되었고, 충북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은 2009년

8월 정부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이중 지정됨에 따라 투자의향을 보

이던 외국 제조업체의 입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지정

해제 되어 현재는 총 23개 외국인투자지역이 7,562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과 별도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4개

의 외국인전용임대단지(임대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표 3-4]

[표 3-4] 1∼8번의 외국인투자지역은 과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근거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14개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

었다. 현재 23개 외국인투자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개, 충

청도권이 6개, 전라도권이 4개, 경상권이 8개, 강원도가 1개씩 단지형 외

국인투자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14) 2014년 이전 국가부담률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7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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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현황(2015년말 기준)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2015), 2015년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순번 구분 소재지 구 분
최 초
지정일

면 적(천㎡) 비고

1

외
국
인
투
자
지
역

충 청 권 천안(충남) '94.10.13 510.1

2 전라도권 평동(광주) '94.10.13 959.2 지정해제

3 전라도권 대불(전남) '98.08.29 1,614.4

4 경상도권 사천(경남) '01.08.17 495.9

5 충 청 권 오창(충북) '02.11.06 446.3

6 경상도권 구미(경북) '02.11.06 329.4

7 경 기 도 장안1(경기) '04.09.30 418.2

8 충 청 권 인주(충남) '04.12.21 164.7

9 경 기 권 당동(경기) '05.09.12 239.4

10 경상도권 지사(부산) '05.11.30 298.1

11 경 기 도 장안2(경기) '06.12.21 379.6

12 충 청 권 오송(충북) '07.07.31 301.8 지정해제

13 경상도권 달성(대구) '08.09.10 104.2

14 경상도권 구미(부품) '09.03.09 255.5

15 경 기 도 오성(경기) '09.09.03 362.3

16 경상도권 포항(부품) '09.09.03 327.2

17 전라도권 익산(전북) '10.02.23 320.0

18 경상도권 창원(경남) '10.10.14 71.4

19 경상도권 미음(부산) '11.12.28 331.9

20 충 청 권 천안5(충남) '12.12.21 336.2

21 전라도권 월전(광주) '13.05.18 99.1

22 강 원 도 문막(강원) '13.12.09 99.1

23 충 청 권 진천산수(충북) '14.08.20 108.4

24 충 청 권 송산2(충남) '15.10.12 134.4

25 전라도권 국가식품(전북) '15.10.12 116.4

소 계 8,823.2

1
임
대
지
구

경 기 도 현 곡 - 380.0

2 경 기 도 포 승 - 96.0

3 경 기 도 추 팔 - 89.4

4 경 기 도 어연한산 - 324.4

소 계 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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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투자지역 통계현황

외국인투자지역 생산액은 [표 3-5]에서 보듯이 2009년 이후 매년 꾸준

히 2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은 2009년 15억

불이 최대에서 더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어 국내 외국인투자지역

이 수출 효과보다는 내수위주로 생산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추가지정과 입주기업의 증가로 외국인투자지역 내 고용

은 2009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기준 3.4만 명 이상 직접고용을 하고

있다.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용효과는 더욱더 많

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 외국인 투자지역 생산액, 수출액, 고용 현황

출처: 산업단지공단 외투도우미 홈페이지

5. 기타 외국인투자관련 입지제도

(1)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생산액 23,040,047 25,353,126 21,210,828 24,939,231 23,754,470 29,305,251

수출
(천불) 15,940,390 15,112,749 10,429,745 11,267,541 11,100,404 11,347,157

고용(명) 23,739 28,048 32,284 34,685 32,165 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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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더불어 1970년에 우리나라에 최

초로 도입된 특구제도로써 관세유보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해외에서의

원자재 도입과 제품수출에 세관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무역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당초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위주로 운영되었으나, 물류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하였다.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공장부

지 임대제공 등에 있어서 동일하나,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목적으로

도입되어 자본재뿐만 아니라 원료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관세감면 혜

택을 주는 비관세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경영활동보장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산업·상업·물류·

주거 복합개발방식의 경제특구를 위하여 2003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입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은 그 규모가

기초지자체 이상의 규모이며, 지자체의 행정권한을 관리청에 위임하여

자체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 및 병

원설치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 위주의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점

에서 외국인투자지역과 구분된다.(조혜영외, 200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각종 조

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 등 각종 부담이 감면 가

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임대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국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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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3개 지역 비교 1

구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형 물류형 단지형 개별형

법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03 제정)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70 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98 제정)

지정

위치

시․도지사

요청지역

항만․공항주변

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단지 등
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자

희망 지역

입주

자격
국내/외투기업

국내(수출 주목적)/외투기업

/물류기업

*제조수출 50%↑(중견40, 중소30),

도매 수출입물량 50%↑ (중견40,

중소30),

외투지분

30%이상

(대불공단

표준형

10%)

제조업(3천만$)

관광업(2천만$)

물류업(1천만$)

연구개발(2백만$)

출처: 기획재정부(2014), 「경제특구활성화지원사업군심층평가결과및지출효율화방안」

[표 3-7]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3개 지역 비교 2

구역명 조성규모 외투기업 현황 주요 지원혜택

경제

자유

구역

인천 등 8개

206개

(인천 74,

부산진해 69

광양만 47 등)

▪법인세․소득세(7년)․관세 (자본재3년) 면제

▪분양(제도상 임대도 가능)

▪사업부지조성원가이하매각가능,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진입․간선도로, 외국교육기관, 구역청 운영비지원

자유

무역

지역

산업단지형7개

물류형 6개

(항만 5,

공항 1)

372개

(산업단지형 229

물류형 143개)

▪법인세․소득세(5년) 감면,

관세 유보, 부가세 영세율

▪임대료 감면(부지가 1%)

․단지형: 고도기술 100% 등

▪부지매입비(75%내 국비지원)

▪유지관리, 도로 등 인프라 지원

외국인

투자

지역

단지형 23개

(임대형 4개

미포함)

개별형 75개

277개

(단지형 202,

개별형 75)

▪법인세․소득세(단지형 5년, 개별형 7년)․관세(자본

재 3년) 면제

▪임대료 감면(부지가 1%)

․단지형: 고도기술 100%, 일반 75%

․개별형: 100%

▪부지매입비(수도 30%, 기타 60%)

▪고용훈련, 인프라지원

출처: 기획재정부(2014), 「경제특구활성화지원사업군심층평가결과및지출효율화방안」

양금승(2015), 「한국경제특구의성과분석및투자활성화과제」p26~p28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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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의 문제와 가설의 설정

1. 연구문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특화된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우리나

라의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이전을 위한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표 4-1]에서와 같이 경기도 내 8개 외국인투자지역

및 임대단지를 위해 국비 총 2,252억원과 지방비 3,923억 원 총 6,175억

원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여기에 정부 직접지출이 아닌 간접지출인 법인

세․관세 등의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까지 포함하면 국가 외국인투자 촉

진을 위한 국가적 지원 규모는 더욱더 커진다.

[표 4-1] 경기도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및 부지매입비용

(단위 : 억원)

해당지역 세부명칭
지정연도

(계약일)

부지매입비용 사업면적

(천㎡)국비 지방비 합계

총 계 2,252 3,923 6,175 2,291

외투지역 소계 1,789 2,800 4,589 1,380

화성시 장안1 '04.09.30 342 513 855 418

파주시 당동 '05.09.12 377 722 1,099 239

화성시 장안2 '06.12.21 524 747 1,271 369

평택시 오성 '09.09.03 546 818 1,364 354

임대단지 소계 463 1,123 1,586 911

평택시 어연한산1 '99.01.11 - 344 344 264

평택시 어연한산2 '02.03.29 29 43 72 61

평택시 추팔 '00.12.01 44 66 110 89

평택시 포승 '03.05.16 50 76 126 33

평택시 현곡 '04.05.31 340 594 934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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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 연구인 외국인 투자에서 개별 인센티브 중에서 영향이 없거

나(박봉규, 2003), 조세지원외 다른 외국인 투자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에

영향이 없다고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는데(윤영선, 2011) 실효성 없는 외

국인투자인센티브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바

람직하지 않으며, [그림 4-1]에서 보듯이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당

시와 달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15)은 2008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단순한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조세감면, 토지임대, 임대료

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화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

주기업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개별 인센티브 효과성 여부를 파악하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림 4-1] 외환보유고 및 연도별 외국인투자금액 현황

출처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5)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스위

스, 대만,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한국은행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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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설정

투자인센티브를 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한 외국

인투자기업에 비하여 투자결과에 대한 만족도나 투자인센티브 및 수익성

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는 투자인

센티브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투자 및 비용감소로 수익이 증

대되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

부의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 정책 합목적성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응답한 각 외국인투자 인센티

브 혜택받은 기업과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을 분류하여 투자결과 만족도

차이에 따른 가설 설정은 다음과 같다.

가설1 : 개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법인세 감면, 관세감면, 임대료감면,

현금(보조금)지원) 수혜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별 인센티브 만족도는 혜택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2 : 개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법인세 감면, 관세감면, 임대료감면,

현금보조금지원) 수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 만족도는 혜택 받지 못

한 외국인투자기업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3 : 개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법인세 감면, 관세감면, 임대료감면,

현금보조금지원) 수혜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반적 투자인센티브 만족도는

혜택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4 : 개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법인세 감면, 관세감면, 임대료감면,

현금보조금지원) 수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결과만족도는 혜택 받지 못

한 외국인투자기업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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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5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관세

감면, 임대료감면, 현금(보조금)지원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보다 높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모형

분석방법은 선행연구 박봉규(2003), 윤영선(2014)에서 사용한 ① 투자

의사결정시 투자인센티브 만족도 영향력 등에 대한 빈도분석 ② 개별 투

자 인센티브 만족도 및 수익성 만족도와 투자결과 만족도간의 회귀분석

을 통한 투자인센티브별 투자유치 효과 분석과 ③ 각 인센티브 혜택 여

부에 따른 각 인센티브만족도와 인센티브 종합만족도 및 투자결과 만족

도를 독립표본 T검증과 ④ 임대료 감면 없이 정상임대료 부과할 경우

입주의향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투자금액에 따른 법인세감면과 임대료 감면을 강화한 외국인투

자지역과 외국인전용임대지구 입주기업 간의 인센티브별로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림 4-2] 연구 모형

투자결과

만족도
개별 투자인센티브

수혜여부 수익성

만족도

개별 인센티브

만족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여부 인센티브

종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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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설문조사의 설계

1. 설문조사 표본 선정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의 근거는 저자가 2016년 2월부터 3월 걸쳐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용임대단지에 입주 3년 이상 경과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이다.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전용임대단지에 입주한 기업

이 '15년 말 기준 92개 기업이지만 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

용임대단지에 중복 투자한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설정하였고 투자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입주 한지 3년 미만16)의 기업은 제외하였다.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

분되어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2010년에 처

음 도입되었지만 현재 2015년 1개 기업만 선정되었고 개별형 외국인투자

지역은 경기도내 10개가 지정되었지만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부지를

매입한 지역에 법인세 감면, 관세감면, 현금지원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으로

입지지원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어 설문대상에 제외하였다.

2. 표본의 특성

먼저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77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적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4-3]과 같다. 총 투자국 국가는 11개국으로 투자국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40개사)이며, 미국(20개사), 독일(5개

사), 영국(4개사) 다음 순이었다. 이는 2016년 3월 기준 우리나라에 신고

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16,266개 모기업 순위17)와 비슷하지만 외국인투

16) 기준을 3년으로 설정한 근거 과거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에서 투자이행 기

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을 참조 하였다. 현재는 투자이행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

17) 전체외투기업의 모기업은 일본(3,004개사), 중국(2,745개사), 미국(2,015사), 파키스탄

(888개사), 나이지리아(606개사), 싱가포르(594개사), 홍콩(590개사), 독일(489개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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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지역이 첨단업종 및 고도기술업종으로 입주가 제한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그림 4-3] 설문조사 응답 외국인투자기업 모기업 국적 현황

본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외투비율을 살펴보면 외투비율 100%인 55개

사 71.4%로 가장 많으며 외투비율이 50%이상인 합작기업이 13개사

16.9%이며, 30%이상~50%미만의 합작기업이 6개사 7.8%이고 10%이상∼

30%미만의 합작기업이 3개사 3.9%이었다.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한 입주자격은 30%이상 이지만 10%이상∼30%미만의 합작기업이 있

는 이유는 외국인투자지분 철수 또는 국내 투자자만 증자로 인해 30%미

만으로 내려간 경우였다. [그림 4-4]

[그림 4-4] 설문조사 응답 외국인투자기업 외투비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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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전체 외국인투자금액은(신고금액

기준) 1백만불 이하의 경우가 75.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1백만불

이상 5백만불 미만 투자는 13.1%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는

500만불 미만으로 투자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 설문응답 기업의 외국

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은 [그림4-5]에서 보는 것과 같이 5천만불

이상 투자한 기업이 8개사 10.4%이며 2천만불∼5천만불 투자한 기업이

16개사 20.8%, 1천만불∼2천만불 투자한 기업이 9개사 11.7%, 5백만불∼

1천만불 투자한 기업이 16개사 20.8%, 1백만불∼5백만불 투자한 기업이

24개사 31.2%, 백만불 미만 투자한 기업이 2개사 5.2%로 구성되어 있어

중․대규모로 투자한 외국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인센티브에 대해 만

족도를 분석하였다.

[표 4-2] 외국인투자(규모별) 투자신고금액(2011∼2015년 합계)

(단위 : 천불)

규모
신고건수

신고 금액
건수 비율

전 체 13,345 100%　 84,420,740

1백만불미만 10,081 75.5% 2,057,804

1백만불 ~ 5백만불미만 1,751 13.1% 4,188,225

5백만불 ~ 1천만불미만 497 3.7% 3,615,389

1천만불 ~ 5천만불미만 737 5.5% 16,914,304

5천만불 ~ 1억불미만 212 1.6% 13,988,925

1억불이상 164 1.2% 43,571,133

미지정 19 0.1% 84,96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그림 4-5] 설문조사 응답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금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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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논문 설문응답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면적 평균은

19,179㎡이며 면적 구간별 현황 [표 4-4]와 같이 5,000㎡ 이상이 설문응

답 77개사 중 65개사로 8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표 4-5] 우리나라

전국 산업단지 평균 분양면적보다 넓은 면적으로 입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향후 외국인투자지역 조성할 때 필지를 중․대규모로 구획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설문조사 응답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면적 기술통계

[표 4-4] 설문조사 응답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면적 현황

[표 4-5] 우리나라 전국 산업단지 현황(‘15년 4분기)

출처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15년 4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임대면적 개사(빈도) 비율(%) 누적비율(%)

5,000㎡이하 12 15.6 15.6%

5,000㎡초과∼10,000㎡이하 20 26.0 41.6%

10,000㎡초과∼20,000㎡이하 25 32.4 74.0%

20,000㎡ 초과 20 26.0 100.0%

합 계　 77 100%

단지유형 단지수(개사) 분양면적(천㎡) 입주업체(개사) 평균분양면적(㎡)

국 가 41 255,998 50,029 5,117

일 반 597 200,759 28,839 6,961

도시첨단 19 567 185 3,065

농 공 467 50,340 6,736 7,473

총 합 1,124 507,664 85,789 5,918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입주면적 77 2,179㎡ 107,894㎡ 19,180㎡ 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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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내용

본 논문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조사표는 부록에 있으며, 설문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초 통계량을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모회사

의 국적과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투자형태와 제조업 관련 업

종, 임대면적을 조사하였다.

둘째, 한국의 투자결정의 요인을 7가지 항목으로 하였는데 이는 윤영선

(2011)의 설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

태 조사분석」을 기본으로 사전 인터뷰 결과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투자

결정요인의 우선순위와 외국인직접투자 이후 상기 요인들에 투자결과 만

족도와 기대수익률에 대한 수익성 만족도를 5등급 척도로 조사하였다.

셋째, 투자인센티브의 만족도는 법인세감면, 관세감면, 입지지원 만족

도, 임대료 감면만족도, 현금(보조금)지원 만족도, 행정 및 경영․환경 지

원 만족도 6개 항목을 인식 및 수혜 여부와 만족도를 5등급 척도로 조사

하였다. 더불어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기간 만족도와 임대 토지를 분양

할 경우 입주 여부,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입주여부를 설문

에 포함하였다.

넷째, 외국인투자에 만족도가 높은 인센티브와 개선할 외국인투자인센

티브에 대해 설문조사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없으면

한국 투자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인센티브 등

투자정보를 어느 기관에서 얻었는지를 설문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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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설문조사 분석

제 1 절 외국인투자지역 투자 결정요인 및 투자방법 빈도분석

1. 투자결정요인

(1) 투자결정요인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중요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하도록 설문하였고, 설문결과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국내에 주요고객이나 내수시장이 있어 투자하는 것이 75.3%

로 가장 많았다. 특히 투자 1순위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이

는 삼성, LG, 현대차와 같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매출

규모와 국제적 공급망을 갖춤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들을 주요 고객으

로 인식하고 협력적 관계 및 부품 및 원료를 제공을 통한 매출증대 및

수익창출을 위해 국내에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당동 외국인투자지역은 세계최대 LCD 생

산 국가인 한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글로벌 LCD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 할 수 있게 하고자 파주 LG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소

재 등의 LCD 및 LED관련 핵심 외국인투자기업을 집적하기 위하여 조

성된 지역으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6개사 중 5개사가(임대면적 239천㎡

의 88%인 201천㎡) LG 디스플레이와 긴밀한 협력관계 또는 납품희망기

업이 입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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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지제공 및 조세감면 등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정책을 국내 투자

이유 중 두 번째 중요한 이유로 응답하였다. 국내 투자이유 2순위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정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내 초기투자비용 감소 및 조세 감면 등으로 수익성 보장을 통해

자국이 아닌 해외시장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품 등 원자재의 편이성과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해 투자한다고 하는

비중이 외국인투자기업지원정책 다음인 것으로 설문결과가 나타났지만

8% 내외이며, “산업인프라, 제3국의 수출 용이성, 정치적 안정 및 지적

재산권 보호”는 낮은 비중으로 응답하였다.

[표 5-1] 국내투자 결정요인

국내투자 요인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주요고객이나 내수시장이 존재 58 75.3 5 6.5 63 40.9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정책 12 15.6 38 49.4 50 32.5

부품 등 조달 편이성 2 2.6 11 14.3 13 8.4

우수한 인력 확보 1 1.3 11 14.3 12 7.8

제3국 시장에 수출 용이성 2 2.6 4 5.2 6 3.9

산업인프라 1 1.3 4 5.2 5 3.2

정치적 안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1 1.3 4 5.2 5 3.2

합 계 77 100 77 100 154 100

이와 같은 설문조사는 박봉규(2003)와 윤영선(2011)의 연구와 비교하면

첫째, 한국의 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투자 이유가 같지만 비중

은 본 논문은 40.9%로 박봉규(2003) 32.2%, 윤영선(2011) 30.5%보다 높

은 결과가 나타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 기업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투자요인 중 제3국 시장에 용이성이 박봉규(2003), 윤

영선(2011)의 연구에서 10.9%, 9.8%보다 낮은 3.9%로 낮은 응답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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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도 살펴볼 수 있어 향후 국내 내수 및 국내 글로벌 기업 중심에서

벗어난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정책은 한국에 내수시장이 존재하는 그다음

으로 높은 것으로 박봉규(2003) 연구 31%와 비슷한 응답 결과인 32.5%

로 나타났다. 현재는 지정 취소된 평동외국인투자지역과 전라도권 대불,

충청도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수도권 이외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연구한 결

과와 수도권인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지역을 연구한 본연구와 지역적인 차

이가 없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윤영선(2011) 연구보다는 21.3%로

높게 나타나는 것인데 윤영선(2011)연구는 외국인투자지역외 경제자유구

역, 자유무역지역, 인큐베이팅 단계(IKP) 포함하여 설문 표본 모집단의

차이로 볼 수 있으나 모두 한국 내 시장의 중요성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기업 지원정책이 두 번째로 중요한 국내투자결정 요인이라는 것은 공통

점을 갖고 있다.

셋째, 발달된 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확보는 박봉규(2003)연구에서

는 6.1%, 15.1%로 본 연구에서는 3.2%, 7.8%로 낮아졌고, 윤영선(2011)

연구의 16.5%, 12.8%는 보다 낮아졌다. 이는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지역이

조성목적이 낙후된 접경지역 및 지역발전 도모와 높은 지가로 인해 수도

권 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조성하였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지역에 있는

타 외국인투자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산업인프라는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투자결

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의 투자유치 효과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인센티브 효과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어떤 나라에 투자를 했을 것인가?”라는

응답 결과에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개사(44.1%)가 투자인센티브

가 없었더라도 한국에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43개사(55.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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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취소하거나 다른 나라로 투자지역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하

였다. 이는 윤영선(2011) 연구와 비교해보면 22% 이상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윤영선(2011) 연구와 비교하면 투자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중국

으로 투자하는 비중이 15.3%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중국이 경제성장

이 둔화된 것과 중국내 생산비용증가로 중국투자의 이점이 점점 줄어들

고 있음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논문 설문에서도 과반수인 43개사가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

브가 없었더라면 투자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다고 응답하여 윤영선

(2011)연구 결과보다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투

자유치에 영향력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투자여부

　투자국
본 논문 윤영선(2011)

빈도(개사) 비율(%) 빈도(개사) 비율(%)

대한민국 34 44.1 12 22.2

대한민국 비투자(소계) 43 55.9 42 77.8

중 국 21 27.3 23 42.6

동남아 11 14.3 4 13.0

기타국 6 7.8 7 7.4

투자취소 5 6.5 8 14.8

합 계 77 100.0 54 100.0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가 대한민국으로 투자결정 하는데 어

떠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도 [표 5-3]에서 보는 것과

같이 73개사(94.8%)가 대한민국 투자결정시 영향력 또는 한국 내 투자에

영향력이 있다고 설문에 응답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가 대한민국

투자 또는 한국 내 부지선정에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 존재 여부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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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에 유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타국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설문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5-3]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의 영향력

2. 투자방법

(1) 외국인투자지역 투자방법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투자형태는 신규설립이 52

개 기업으로 67.5%를 차지하였고, 확장·이전이 그다음으로 많은 20개 기

업 26.0%이었고 인수합병(M&A) 5개 기업 6.5%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이는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임대부지로 국

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제공하지만,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

인투자지역으로 단순히 이전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어18) 신설 외국인투

자기업 위주로 입주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진다. 하지만 기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사업 확장으로 20개사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하는 것으로 설문결과 파악되었으며, 일부 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최

초 신규 설립한 후 인접 부지로 확장 또는 타 외국인투자지역에 추가 투

자 사례19)도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가 일시에 투자를 완료하는 것이 아

18)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8호] 제12조

19) 복수 외국인투자지역 및 임대단지 투자기업 현황

기 업 명 최초 투자지역 추가 투자지역 생산품

한국알박 어연한산 평택현곡 LCD 장비

한국니토옵티칼 어연한산 평택현곡 LCD용 편광필름

포레시아배기컨트롤즈 장안1 장안2 자동차 머플러

　투자국 빈도(개사) 비율(%)

대한민국 투자결정시 영향력 37 48.1

대한민국내 부지선정 영향력 36 46.7

전혀 영향력 없음 4 5.2

합 계 7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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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단계적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고 비핵심 공정에서 핵심공정까지 확

대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투자 못지않게 기존 기업의 증액투자가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9~2014)20)을 살펴보면 신규투자보다 증액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

있어 증액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5-4] 국내투자 결정요인

구분　 빈도(개사) 유효(%) 누적(%)

신규설립(Greenfield) 52 67.5 67.5

인수합병(M&A) 5 6.5 74.0

확장이전(Expansion) 20 26.0 100.0

전체 77 100.0 　

[표5-5] 증액 투자사례

○○사는 합작투자회사로 노트북 및 소형 TV용 TFT-LCD, LED용 편광필

름의 제조업체로 ○○단지에 약 500만불 외국인투자하여 1999년에 입주한

후 고도기술기업 조세감면을 받았다. 그 후 대형 TV용 TFT-LCD, LED용

편광필름을 위해 인근 ○○단지에 4,900만불을 추가하여 생산시설을 2005년

에 확대하였다. 그 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받아 TFT-LCD, LED

용 편광필름의 핵심공정을 위한 시설에 6,000만불 이상을 투자하였다.

이를 통해 매출액이 2000년 10,949 백만원에서 2013년 969,230 백만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고용인원도 2000년 109명에서 2013년 1,283명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2) 대한민국 투자결정시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습득 방법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투자 결정시 외국인투자기

업 투자 인센티브 관련 정보를 얻는 출처는 투자유치기관인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KOTRA에서 가장 많은 45.5%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각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시

공사 등으로부터 24.7%가 습득하였고, 로펌 및 대형 회계법인 등 컨설팅

20)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신규투자보다 증액투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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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14.3%,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협회 11.7%, 기타

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영선(2011)년 연구에서와 달리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기관과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기관을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역 관리기관에서도 상당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전국에 23개 외국인투자지역이 운영되어 있어 외국투자자들이 외국인투

자지역을 벤치마킹하면서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에게 대한민국의 외국

인투자기업 투자인센티브를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

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도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전

체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의 숙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협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인센티브를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기존 외국인투자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협회에 인센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표 5-6]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정보 습득 출처21)

구 분　
본 논문 윤영선(201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KOTRA 35 45.5% 49 60.4%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 19 24.7% 설문항목제외

로펌 및 대형회계법인 등 컨설팅사 11 14.3% 3 3.7%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협회 9 11.7% 설문항목제외

본국정부나 본국내 KOTRA무역관 설문항목제외 12 15.0%

기 타 3 3.9% 17 20.9%

합 계 77 100.0% 81 100.0%

21) 본 논문에서 본국정부나 본국 내 KOTRA무역관을 제외한 것은 사전 인터

뷰 결과 KOTRA무역관을 KOTRA와 동일시하였으며 본국 정부에서를 통한 한

국의 투자인센티브 습득하는 것보다, 한국 내 컨설팅사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한국의 투자인센티브를 습득한다고 하여 설문문항으로 수정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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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별 투자인센티브 만족도 실증분석

1. 법인세감면 만족도

(1) 법인세 감면 빈도분석

먼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 [표

5-7]에서와 보는 것과 같이 법인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

하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97.4%에

해당하고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은 2개 기업만 응답하였다. 입주 당시 외

국인투자지역 투자인센티브에 대해 법인세 감면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

한 기업은 법인세 감면요건인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장기차

관으로 투자하거나 제조업으로 1,000만불 이상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이

었다.

[표 5-7]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인식 설문 결과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빈도(개사) 비율(%)

알고 있다. 75 97.4

모른다 2 2.6

합계 77 100.0

법인세 감면 혜택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표 5-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77개 기업 중 51개 기업 66.2%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거나 받은

경험이 있으며 26개 기업 33.8%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경기도권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용임대단지는 아래 [표 5-9]에

서와 보는 것과 같이 국내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대비 감면 기업 비율인

1.4%∼2.1%와 전체 제조업 대비 감면 기업비율인 5.8%∼7.5%보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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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외국인투자지역 및 전용임대단지 기업에

게 집중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8] 법인세 감면 혜택여부 설문결과

법인세 감면 여부 빈도(개사) 비율(%) 누적 비율(%)

감면기업 51 66.2 66.2

비 감면기업 26 33.8 100.0

합 계 77 100.0 　

[표 5-9] 대한민국 외국인투자 전체 법인수 및 감면기업 현황

구분 전체법인22) 제조업 감면기업
비율

전체 제조업

2010년 7,682 2,321 135 1.8 5.8

2011년 7,624 2,170 163 2.1 7.5

2012년 7,699 2,228 141 1.8 6.3

2013년 7,931 2,027 134 1.7 6.6

2014년 8,002 1,968 116 1.4 5.9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3, 2014, 2015

법인세 감면 만족도 빈도는 아래 [표 5-10]와 같이 만족이상 응답한

기업이 46.7%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을 설

문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하나는 법인세 감면 지원제도가 일정 기간 한시

적으로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이익

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결과로 응답

하였고, 다른 기업의 경우는 1,000만불이상 금액기준 외국인투자기업 법

인세 감면은 외국인 투자 사전 신고액 기준으로 결정되어 외국법인이

1,000만불 투자한다는 사전 신고로 법인세 감면결정을 받았지만 투자이

행 기간 내에 신고한 외국인투자가 불가능하여 감면취소 및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상황이었다.

22) 외국인투자법인 업태별 법인세 신고현황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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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법인세 감면 만족도 설문결과

만족도　 빈도(개사)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불만족 2 2.6 2.6

불만족 4 5.2 7.8

보통 35 45.5 53.2

만족 27 35.1 88.3

매우 만족 9 11.7 100.0

전체 77 100.0 　

(2) 법인세 감면 혜택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 검증

여기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여부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4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였는데, 이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도입하

였다. 구체적으로 만족도는 개별 인센티브 만족도, 수익성만족도, 투자결

과 만족도, 전반적인 투자인센티브 만족도 등 4개이다(해당 연구가설은

본문 제4장 제1절 2 가설의 설정 참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

여부에 따라 법인세 만족도, 수익성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투자결과만족

도 모두 감면기업이 비감면 기업보다 높게 나왔지만, 투자결과 만족도,

수익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법인세 만족도와 전반적 인센티브 만족도였다.

수익성만족도는 법인세 감면이 영업이익 발생한 후에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법인세 감면이 수익성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으로 분

석되며, 외국인투자기업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감면이 수익성만

족도 영향이 없다면 투자결과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

며 조세지원, 입지지원, 현금(보조금)지원, 행정지원 만족도를 종합적인 전

반적인 만족도에서 법인세 감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혜택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 가설1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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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3은 채택하고 가설2와 가설4는 기각한다.

[표 5-11] 법인세 감면 혜택여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평균

차이
감면

(n=51)

비감면

(n=26)

감면

(n=51)

비감면

(n=26)

법인세 만족도 3.725 3.000 .8736 .6325 3.757 .000*** .7255

수익성 만족도 3.157 3.000 .9027 .8000 0.748 .457 .1569

전반적투자인센티브
만족도

3.608 3.154 .8265 .8339 2.273 .026** .4540

투자결과만족도 3.627 3.538 .8935 .6469 0.451 .654 .0890

** p<0.05 유의 수준, *** p<0.01 유의 수준

2. 관세감면 만족도

(1) 관세감면 빈도분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인센티브 인식도는 아래 [표 5-12]

에서 보듯이 51개 기업인 66.3%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모른

다”고 응답한 기업도 26개 기업 33.8%가 응답하여 법인세 감면 인센티

브 비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인식률이 떨어졌다. 또한 관세 감면 혜택

기업도 45개 기업 58.4%로 법인세 66.2%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관세면제 조건이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한하여 적용23)

하고 있으며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장기차관의 제공은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투자금액 중 가장 제한이 크며 외국인투자로 인

해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일

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한 목적 외로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자본재를 무단 양도하거나

2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제4항



- 48 -

신고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본재의 처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이 있어 감면신청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관세 감면 인센티브 인식 및 수혜 여부 설문결과

관세 감면 만족도에 대한 빈도는 [표 5-13]에와 같다. 관세감면 감면

만족도 응답에서 매우 불만족, 불만족을 응답한 비율 11.7%로 법인세 응

답률 7.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세 감면이 신주투자에 의한 자본

재만 해당하고 원재료 및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해당하지 않아 원재료

수입이 비중이 많은 기업의 경우 관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환급절차와 결정이 복잡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원인으로 추가 설문

조사로 파악되었다.

[표 5-13] 관세 감면 만족도 설문결과

만족도　 빈도수(개사) 유효(%) 누적(%)

매우 불만족 5 6.5 6.5

불만족 4 5.2 11.7

보통 44 57.1 68.

만족 20 26.0 88.3

매우 만족 4 5.2 100.0

전체 77 100.0 　

관세감면 빈도(개사) 비율(%) 감면여부 빈도(개사) 비율(%)

알고 있다. 51 66.3 감면 45 58.4

모른다 26 33.8 비감면 32 41.6

합 계 77 100.0 77 100.0

[표 5-14] 관세 관련 불만족 사례

○○사는 자동차 및 중장비용 디젤 촉매 및 공해 저감 시스템을 제조하는

회사로 가솔린 및 디젤 승용차용 유해 배출가스 저감 촉매를 생산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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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 감면 수혜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 검증

여기서는 관세 감면 수혜여부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4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였는데, 이들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도입하

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 감면여부에 따라 관세 만족도, 수익성만족

도, 전반적 만족도, 투자결과만족도 모두 감면기업이 비감면 기업보다 높

게 나왔지만, 전반적 만족도와 투자결과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세 만족도와 수익성만족

도 만족도였다.

관세감면이 수익성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본재 추가 도입에 따

른 투자비용 감소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어 수익성 향상에 직접적인 효

과가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되는 반면 관세 감면 혜택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전반적 투자인센티브 만족도와 투자결과만족도에서는 관세

감면 인센티브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 수혜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 가설1과 가설2

는 채택하고 가설3와 가설4은 기각한다.

자동차업체 납품 및 향후 주변 아시아 국가의 수출물량 생산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에 6,000만 불 이상 투자를 하였으며 해당 제품은 고도기술수반사업

으로 조세감면과 임대료감면을 받았다. ○○사가 원료 및 반제품을 모회사로

부터 수입하여 제조하였는데 원료에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로 수입하

는데 높은 관세율 적용으로 인해 원가상승요인이 되어 경쟁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 저하로 현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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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관세 감면 혜택여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평균

차이
감면

(n=45)

비감면

(n=32)

감면

(n=45)

비감면

(n=32)

관세 만족도 3.511 2.719 .8692 .6342 4.389 .000*** .2431

수익성 만족도 3.267 2.875 .9027 .8000 1.991 .050** .3917

전반적투자인센티브
만족도

3.556 .3313 .8675 .8206 1.239 .219 .7924

투자결과만족도 3.689 3.469 .7926 .8418 1.170 .246 .2201

** p<0.05 유의 수준, *** p<0.01 유의 수준

3. 입지지원 만족도

(1) 분양시 입주여부

[표 5-16]에서 보듯이 외국인투자지역이 조세지원 및 현금지원 등의

투자인센티브가 현행과 같지만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분양할 경우 입주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 응답기업 43개사 55.8%가 입주의향

이 없으며, 34개사 44.2%가 입주의향이 있음을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단독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를 분양할 경우 “입주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높고 합작이 투자인 경

우에서는 분양할 경우 “입주의향이 있다”는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합작투자 국내 투자자가 입장에서 생산제품에 영업활동 이외에 토

지지가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독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자산유동화를 중시하며 본국 이외에 고정자산 취득을 기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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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분양시 입주의향 여부(외투비율) 설문결과

　외투비율
있음 없음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합 작 투 자 14 63.6 8 36.4 22

합작비율 50% 미만 7 77.8 2 22.2 9

합작비율 50% 이상 7 53.8 6 46.2 13

단 독 투 자 20 36.4 35 63.6 55

합 계　 34 44.2 43 55.8 77

임대면적 대비 입주의향을 살펴보면 임대 면적이 10,000㎡ 이하의 기

업의 경우는 토지를 분양할 경우 입주의향 여부는 32개 기업이 50%대

50%로 동일하나 임대면적이 큰 기업일수록 분양할 경우 입주의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면적이 클수록 토지비로 부담하는 투자금

액이 많기 때문에 토지를 분양할 경우 입지지원 혜택 이외에 외국인투자

기업 인센티브가 동일하여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의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17]

[표 5-17] 분양시 입주의향 여부(임대면적) 설문결과

임대면적
입주의향 있음 입주의향 없음

합계
빈도(개사) 비율(%) 빈도(개사) 비율(%)

5,000㎡이하 6 50.0 6 50.0 12

5,000㎡초과∼10,000㎡이하 10 50.0 10 50.0 20

10,000㎡초과∼20,000㎡이하 12 48.0 13 52.0 25

20,000㎡ 초과 6 30.0 14 70.0 20

합 계　 34 44.2 43 55.8 77

(2) 입지지원 만족도

먼저 외국인투자지역을 분양하지 않고 임대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아래 [표 5-18] 와 같다. 불만족 이하를 표시한 기업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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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6.9%이며 만족 이상을 응답한 기업은 49개 기업 63.7%이어서 외

국인투자지역을 제공하는 것에 만족도가 높았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단지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은 총 50년의

범위 내에서 입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매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24) 임대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표 5-18]과 같고 불만족 이

하를 표시한 기업은 7개 기업 9.1%이고 만족이상을 응답한 기업은 58개

기업 75.3%이었다.

불만족을 이하를 표시한 기업은 ① 입주부지가 입주당시 보다 지가

상승이 높아 토지 매입을 통한 투자수익 기회비용25) ②외국인투자계획

미이행 제재수단인 현실임대료 부과로 임대료 부담증가26)와 ③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장 및 설비자산 이전 위험 발생 ④ 일시적 자금 사정

으로 공장건물을 담보로 은행 차입을 시도하였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

불일치로 대출이 미실행되거나 대출규모가 원하는 만큼 실행되지 않은

것을 경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등에서 낮은 만족도가 나왔다.

24)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6조

25) 외국인투자지역 지가 변동현황
[단위 : 원/㎡]

구분 지정연도 15년 평균 공시지가 조성원가 상승률(%)

어연한산 - 380,680 119,043 319.8

추 팔 - 302,890 123,012 246.2

현 곡 - 310,635 162,927 190.7

포 승 - 371,220 131,726 281.8

장안1 2004 294,581 204,347 144.2

당 동 2005 317,006 459,000 69.1

장안2 2006 304,779 364,089 83.7

오 성 2009 275,621 387,821 71.1

26) 입주 후 사업이행 기간(5년)이내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공장건축면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1%에서 공시지가의 5%로 상승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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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외국인투자지역 임대 및 임대기간 만족도 설문결과

만족도　 임대만족도 비율(%) 임대기간 만족도 비율(%)

매우 불만족 5 6.5 4 5.2

불만족 8 10.4 3 3.9

보통 15 19.5 12 15.6

만족 35 45.5 47 61.0

매우 만족 14 18.2 11 14.3

전체 77 100.0 77　

[표 5-19] 임대관련 불만족 사례
사례1

○○사는 특수금형 제조를 위해 임대기간 20년으로 약정을 하고 '06년 외국

인투자지역에 약 6,000천불을 투자하고 입주하였다. 해당사업은 고도기술수

반업종으로 조세감면과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입주한 외국

인투자지역이 임대면적이 적어 임대료 감면금액이 보다 해당 입주지역이 고

객사와 떨어져서 물류관련비용과 외국인투자지역 인근에서 채용할 수 없는

관련기술 보유 직원 통근 등 유지 비용증가로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하여 혜택보다 추가비용이 많은 실정이었다.

사례2

△△사는 반도체관련 업체로 2011년에 철수기업 공장을 인수하여 입주하였

다. 당초 공장부지의 면적은 업체가 희망하는 면적보다 작았지만 인접기업의

미활용 부지를 활용하여 추가 증설을 계획하였으나 인접기업이 임대기간 잔

존 및 미래사업 대비 및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미활용 부지에 추가 비용투

입이 없어 토지반환을 거부하면서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어 △△사는 규모에

이익으로 이한 생산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표 5-20]에서 보듯이 임대료 감면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58개 기업

75.3%로 불만족을 이하를 나타낸 기업 6개사 7.8% 비해 압도적으로 많

았다. 이는 임대료 감면의 만족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을 나타내며

매우 불만족을 표시한 기업은 [표-19] 사례 2개 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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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임대료 감면 만족도 설문결과

만족도　 빈도(개사) 비율(%) 누적비율(%)

매우 불만족 2 2.6 2.6

불만족 4 5.2 7.8

보통 13 16.9 24.7

만족 39 50.6 75.3

매우 만족 19 24.7 100.0

전체 77 100.0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은 동일하고

임대료 감면 없이 정상임대료를 부과할 경우 입주의향 여부를 설문조사

한 결과 입주의향 있는 기업이 64개사 83.1%로 입주하지 않겠다고 응답

한 13개사 16.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표 5-21] 이 결과는 아래 [표

5-22]와 [표 5-23]에서 보듯이 외국인투자비율 및 임대면적별 분석에서

도 모두 정상임대료를 부과하여도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입주의향

이 없는 기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5-21] 정상임대료 부과시 입주의향 여부(외투비율)

　외투비율
의향 있음 의향 없음

합계
빈도(개사) 비율(%) 빈도 비율(%)

합 작 투 자 17 77.3 5 22.7 22

합작비율 50% 미만 7 77.8 2 22.2 9

합작비율 50% 이상 10 76.9 3 23.1 13

단 독 투 자 47 85.5 8 14.5 55

합 계　 64 83.1 13 16.9 77

[표 5-22] 정상임대료 부과시 입주의향 여부(임대면적)

임대면적
입주의향 있음 입주의향 없음

합계
빈도(개사) 비율(%) 빈도(개사) 비율(%)

5,000㎡이하 10 83.3 2 16.7 12

5,000㎡초과∼10,000㎡이하 17 85.0 3 15.0 20

10,000㎡초과∼20,000㎡이하 22 88.0 3 12.0 25

20,000㎡ 초과 15 75.0 5 25.0 20

합 계　 64 83.1 13 16.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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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료 감면 혜택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 검증

여기서는 임대료 감면 혜택여부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4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

였는데, 이들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도입하

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임대료감면 여부에 따라 임대료감면 만족도, 수

익성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투자결과만족도 모두 감면기업이 비감면 기

업보다 높게 나왔지만, 임대료감면 만족도와 전반적 투자인센티브 만족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수익성 만족도와 투자결과만족도 만족도였다.

임대료 감면으로 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어 수익성 향

상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다른 외국인투자기

업 투자인센티브는 수혜기간이 제한이 있지만 임대료 감면은 임대 기간

동안 지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결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이 있

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반면 임대료 감면은 임대기간동안 혜택을 주지만 임대료 감면기준은

해당 연도 현존하는 외국인투자금액 기준으로 혜택여부를 결정하기 때문

에 장기차관 등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감소되면 임대료 감면 혜택은 취

소되므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취소되는 기업들의 경우 임대료 감

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어 임대료 감면 혜택여부에 만족도와 전

반적 투자인센티브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임대료 감면 혜택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 가설2

와 가설4는 채택하고 가설1과 가설3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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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임대료감면 혜택여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평균

차이
감면

(n=63)

비감면

(n=14)

감면

(n=63)

비감면

(n=14)

임대감면 만족도 3.667 3.214 1.0626 1.2514 1.395 .167 .3243

수익성 3.222 2.571 .8509 .7559 2.637 .010** .6508

전반적투자인센티브
만족도

3.540 3.071 .8391 .8287 1.893 0.62 .4683

투자결과만족도 3.698 3.143 .8159 .6630 2.376 .020** .5556

** p<0.05 유의 수준, *** p<0.01 유의 수준

4. 현금(보조금) 지원

(1) 현금(보조금) 빈도분석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보조금)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도는 아래 [표

5-24]에서 보듯이 45개사 58.4%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모른

다”고 응답한 기업도 32개사 41.6%였다. 또한 현금(보조금) 인센티브 혜

택 외국인투자기업은 28개 기업 36.4%로 법인세감면 66.2%, 관세감면

58.4%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24] 현금(보조금)지원 인센티브 인식 및 수혜여부 설문결과

보조금 빈도(개사) 비율(%) 혜택여부 빈도(개사) 비율(%)

알고 있다. 45 58.4 혜택 ○ 28 36.4

모른다 32 41.6 혜택 × 49 63.6

합 계 77 100.0 77 100.0

이와 같은 설문결과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Greenfield형

투자(공장시설 신․증설)로서 일정 조건27)에 부합하는 투자에 한하여 제

27) ① 투자액이 1천만불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

업이나 ② 투자액이 5백만불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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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토지 매

입비는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

은 현실적으로 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과 중복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표 5-25] 현금(보조금) 불만족 사례

○○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

며, OLED 유리기판 전체 공정의 구축을 국내에서 투자하기 위해 ○○단지

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입주를 결정 하였지만 ○○단지 전기공급량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족하여 필요한 고전압의 154KV 전용선을 추가가 필요

하여 현금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협상을 하였지만

임대부지 제공 및 임대료감면 금액이 현금지원 한도에 포함되어 현금보조금

혜택을 못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직접 비용을 투입하여 154KV 전용선을 설치

하였다.

(2) 현금(보조금) 지원 만족도 빈도분석

현금(보조금)지원 만족도는 만족 이상의 17개 기업 22.2%로 불만족을

이하를 나타낸 기업은 16개사 20.8%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금(보조금)

지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을 응답한 기업은

16개 기업으로 13개 기업은 현금지원 및 보조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었고

3개 기업은 현금(보조금)이 기업 예상보다 적은 보조금을 받은 경우이었

다.

[표 5-26] 현금(보조금) 지원제도 만족도 설문결과

구 분　 빈도(개사) 비율(%) 누적비율(%)

매우 불만족 4 5.2 5.2

불만족 12 15.6 20.8

보통 44 57.1 77.8

만족 16 20.8 98.7

매우 만족 1 1.3 100.0

전 체 77 100.0

의 R&D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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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보조금)지원 혜택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 검증

여기서는 현금(보조금)지원 혜택여부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4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

고자 하였는데, 이들은 현금(보조금)지원을 혜택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도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금(보조금) 지원 수혜 여부 따

라 현금(보조금) 만족도와 전반적 투자인센티브 만족도는 높고 투자결과

만족과 수익성만족도는 감면기업이 비감면 기업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났

으나, 수익성만족도, 전반적 투자인센티브 만족도, 투자결과 만족도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현금(보

조금)지원 만족도였다.

현금(보조금)지원이 수익성만족도 및 투자결과만족도에 만족도가 낮

게 나타나는 이유는 위 만족도 설문 빈도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현금(보조금)을 기대하고 사업비용과 기대수익을 산출

하였지만 실제 현금(보조금) 지원액이 최종 협상 과정에서 기대했던 현

금(보조금)보다 작아 그로 인한 추가투자 비용 증가로 수익성 및 한국투

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임대료 감면 혜택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 가설1

은 채택하고 가설2와 가설3 및 가설4는 기각한다.

[표 5-27] 현금(보조금)지원 혜택여부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평균차이혜택○
(n=28

혜택×
(n=49)

혜택○
(n=28)

혜택×
(n=49)

현금지원 만족도 .3321 2.776 .7724 .7435 3.056 .003*** .5459

수익성 만족도 3.071 3.122 1.0157 .7808 -.247 .806 -.0510

전반적투자인센티브
만족도 3.571 3.388 .9230 .7514 .910 0.366 .5459

투자결과만족도 3.500 3.653 .9230 .7514 -.790 .0432 -.1531
** p<0.05 유의 수준, *** p<0.01 유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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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 만족도

(1)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 인식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에 대하여 [표 5-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66개사 85.7%가 인식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인식하는

75개사 97.4% 다음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코트라에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젝

트매니저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업무지원과 행정지원 및 고충상담에 대한 홍보가 잘되고 있음

을 파악할 수 있다.

[표 5-28]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개선 인식 설문결과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 빈도(개사) 비율(%)

알고 있다 66 85.7

모른다 11 14.3

합 계 77 100.0

(2) 행정․경영지원 만족도

행정․경영지원 만족도는 아래 [표 5-2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29개 기업 37.7%이었고 불만족 이하로 기업은

11개 기업이었다. 불만족을 이하를 응답한 기업은 행정지원 및 경영․환

경 개선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는 기업이 7개 기업이었고,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 제도를 알고 있지만 기업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행정지

원 및 경영․환경 개선으로 만족 하지 못한 개별기업 사례로 인해 불만

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추가 인터뷰에서 파악되었으며 대표적인 불만족인

사례는 아래 [표 5-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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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개선 만족도 설문결과

구 분　 빈도(개사) 비율(%) 누적비율(%)

매우 불만족 1 1.3 1.3

불만족 10 13.0 14.3

보통 37 48.1 62.3

만족 24 31.2 93.5

매우 만족 5 6.5 100.0

전 체 77 100.0

[표 5-30]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개선 불만족 사례
사례 1

○○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외국인투자자지역 문구점, 식당, 편의점 부

재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소모품 및 물품구입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해당 단지는 낮은 입주율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 현재까지 해

당단지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사례2

□□사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합작법인으로 외국인투자가업 전

용임대단지에 입주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 기업

의 매출증대로 기존공장 인접 부지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로 생산의 효율

성을 기하려고 하였지만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자본 회수로 외투비율이 감소

되어 입주자격이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외투비율 산정방식을 무의사결정권 주식까지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

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임대를 포기하고 현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남도 아산에 토지를 매입하여 제2공장을 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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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인센티브 영향력 분석

1.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종합 빈도분석

(1) 전반적 투자인센티브 만족도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만족도 순위

전반적인 외국인투자지역 만족도는 아래 [표 5-31]에서 보는 것과 같

이 매우 불만족이 4개사(5.2%), 불만족 3개사(3.9%), 보통 27개사

(35.1%), 만족 40개사(51.9%) 매우만족 3개사(3.9%)로 조사되었다. ‘만족’

이상 응답이 43개사 54.9%로 나타나 전반적 투자인센티브 만족도는 과

반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1] 전반적 투자인센티브 만족도 설문결과

구 분　 빈도(개사) 비율(%) 누적비율(%)

매우 불만족 4 5.2 5.2

불만족 3 3.9 9.1

보통 27 35.1 44.2

만족 40 51.9 96.1

매우 만족 3 3.9 100.0

전 체 77 100.0

[표 5-32]에서 보면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인센티브 중에서 만족도 1순

위는 법인세 감면이 28개사(36.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비슷한

비율로 임대부지제공으로 25개사(32.5%)와 임대료 감면 17개사(22.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현금(보조금)지원 만족도를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인센티브 만족도 2순위로 임대부지 제공이 26개사(33.8%)로 가장 많

았고 법인세 감면 임대료 감면이 21개사(27.3%), 임대료 감면 19개사(

24.7%), 관세감면 7개사(9.1%),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개선 3개사(3.9%)

현금(보조금)지원 1개사(1.3%) 순서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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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수로 살펴보면 임대부지제공이

가장 높은 33.1%로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법인세 감면이 31.8%, 임대

료감면 23.4%, 관세감면 7.1%,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개선 3.9% 현금

(보조금) 지원 0.6%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는 토지를 임대로 제공하는 것과

법인세 감면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현금(보조금)지원 인센티

브는 1순위에서는 응답 기업이 없었고, 2순위도 1개사로 가장 낮은 빈도

를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현행 외국인투자인센티브 중 임

대부지 제공과 법인세 감면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

단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에게 지원하는 현금(보조금)지원 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할 수 있

는 수단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5-32] 투자인센티브 만족도 1, 2순위 설문결과

(2) 개선할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인센티브

또한 [표 5-33]에 보듯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중 개선할 투자인센티

브에 대해 설문조사 하였는데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개선이 37개사

(4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 순으로 현금(보조금) 지

투자인센티브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개사) 비중(%) 빈도(개사) 비중(%) 빈도(개사) 비중(%)

법인세 감면 28 36.4 21 27.3 49 31.8

관세감면 4 5.2 7 9.1 11 7.1

임대부지 제공 25 32.5 26 33.8 51 33.1

임대료 감면 17 22.1 19 24.7 36 23.4

현금 보조금 지원 - - 1 1.3 1 0.6

행정지원·경영환경개선 3 3.9 3 3.9 6 3.9

전 체 77 100.0 77 100.0 154 100.0



- 63 -

원, 법인세 감면이 각각 10개사(13.0%) 순으로 나타났고, 임대부지제공,

임대료 감면이 각각 8개사(10.4%), 관세감면이 4개사(5.2%) 순서이었다.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개선 인센티브가 개선할 사항이라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응답표본이 경기도 수도권내 외국인투자지역이지만 도

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단지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이 불

편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면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교통비, 주거지원

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는 결과적으로 비용효과가

상쇄되어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지원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주변 환

경개선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추가 인터뷰에서 파악되었다.

[표 5-33] 외국인투자인센티브 개선 1순위 설문결과

(3)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 실증분석

여기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가설 5를 검증하고

자 하였는데, 가설5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인센티브 전반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도입하

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감면, 관세감면, 임대료 감면, 현금(보조

금) 만족도는 높게 나왔으며 수익성만족도와 투자결과만족도는 낮은 결

과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임대료감면 만족도만 나

구 분　 빈도(개사) 비율(%) 누적비율(%)

법인세 감면 10 13.0 13.0

관세감면 4 5.2 18.2

임대부지 제공 8 10.4 28.6

임대료 감면 8 10.4 39.0

현금 보조금 지원 10 13.0 51.9

행정지원·경영환경개선 37 48.1 100.0

전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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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고도기술수반 사업 인증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표 3-1]에서

보았듯 외국인투자지역 외에서도 외국인투자지역과 같은 법인세 감면과

관세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도기술이 아닌 외국인투자금

액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를 강화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전용임대단지에 입주한 기업

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보다 입주 시기가 빨라 국내에 안정적인 영

업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5는 임대료 감면 만족도만

해당하여 가설 5는 부분 채택한다.

[표 5-34] 외투지역 입주여부에 따른 만족도차이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평균차이입주○

(n=31

입주×

(n=46)

입주○

(n=31)

입주×

(n=46)

법인세감면만족도 3.677 3.348 0.871 0.849 -1.653 .102 .3296

관세감면 만족도 3.355 3.065 0.985 0.772 -1.444 .153 .2896

임대료감면만족도 4.194 3.696 0.873 0.916 -2.384 .020** .4979

현금지원 만족도 3.097 2.891 0.831 0.767 -1.115 .268 .2055

수익성 만족도 2.935 3.217 0.892 0.841 1.408 .163 -.2819

투자결과만족도 3.581 3.609 0.886 0.774 .147 .883 -.0281

** p<0.05 유의 수준, *** p<0.01 유의 수준

2.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인센티브와 투자결과 만족도와 관계

(1) 변수의 선택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인센티

브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 하였다. 변수설정은 박봉규(2003)

와 윤영선(2011)의 연구를 토대로 투자결과의 만족도와 외국인투자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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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와 수익성 부문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외

국인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조세지원, 입지지원, 현금(보조금)지원, 행

정지원 및 경영․환경지원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조세지원에서는 법인세

감면, 관세감면, 입지지원에서는 임대제공, 임대료 감면, 현금(보조금)지

원,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지원 변수를 총 6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 기

대 수익성에 대한 만족도를 변수를 추가하여 모두 7개 독립변수를 설정

하였다.

투자결과 만족도=f(법인세감면 만족도, 관세감면 만족도, 임대만족도,

임대료감면 만족도, 현금(보조금)지원 만족도,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개

선 만족도, 수익성 만족도)

본 논문의 모델상의 변수 선택은 다른 선행연구의 기본 틀을 유지하

면서 외국인투자지역의 특성과 기업 담당자의 사전 인터뷰를 반영한 것

이다. 윤영선(2011)의 연구와 비교하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국세만족도에서 법인세 감면 만족도로 한정하였고, 사전 인터

뷰에 따라 입지지원을 임대만족도와 임대료 감면만족도로 세분하였고,

행정지원 만족도와 경영․환경지원 만족도를 통합하였다.

(2) 분석결과

상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한 77개 기업을 대상으로 SPSS를

통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투자결과만족도와 개별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인센티브 만족도 및 수익

성과의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하여 투자결과 만족도를 법인세

감면, 관세감면, 임대제공, 임대료감면, 현금(보조금)지원, 행정지원 및 경

영․환경 개선과 개별 외국인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와 수익성에 대

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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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5] 에서 보듯이 투자결과와 개별 독립 변수 간에 (+)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윤영선(2011)연구에서는 국세와 관세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다중회귀분석에서 관세만족도를 제외하였지만 금번

법인세와 관세의 관계에서는 윤영선(2011)연구보다 상관관계가 낮게 나

타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관세감면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후 각 독립변수가 투자결과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지는 알아보기 위하여 7개의 독립변수를 개별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F값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므로 다중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더빈-왓츠 검증 통계량의 값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6]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별 외국인투자인센티브 만족도 변

수와 관련 정도를 보면 수익만족 변수가 가장 높은 관련이 있고(유의수

준 1%에서 유의) 그다음으로 임대만족도(유의수준 5%에서 유의)와 법인

세만족도(유의수준 10%에서 유의)순으로 나왔다. 관세만족도와 행정지

원·경영환경개선만족도는 회귀계수는 (+)이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

지 않았다. 보조금 만족도와 임대료 감면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은 물론, 추정 회귀계수 부호도 (-)로 나왔다.

본연구와 윤영선(2011)연구와 비교해보면 수익만족도가 가장 높은 관

련이 있는 것은 일치하지만 법인세와 달리 임대만족도가 수익만족도 다

음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입지지원을 임대만족도와 임대료 감면만족도

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여 임대만족도는(+) 이지만, 임

대감면 만족도는 (-)로 나왔다. 또한 보조금 만족도가 추정회귀계수가

(-)가 나온 것은 일치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행정

지원 및 경영․환경개선은 윤영선(2011) 연구에서는 회귀계수(-)로 나왔

지만 본 연구에서는 (+)로 나왔지만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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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조금)지원 추정 회귀계수가 (-) 나오는 것은 만족도 분석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금(보조금)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 한도에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비용도 포함되므로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실질

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임대료 감면 만족도

추정 회귀계수(-)가 나오는 것은 임대료 감면이 금액이 적어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미달

및 입주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료 감면취소와 임대료가 중과되

는28) 임대료 감면 체계 때문으로 분석되어진다.

[표 5-35] 투자결정 요소별 상관 분석

** p<0.05 유의 수준, *** p<0.01 유의 수준

28)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7조(임대료 및 징수) 제2항

연구단위 N 평균 표준편차

투자결정 요소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투자결과만족도 77 3.597 .8153 1

2. 수익성만족도 77 3.104 .8673 .618*** 1

3. 법인세만족도 77 3.481 .8677 .389*** .230** 1

4. 관세만족도 77 3.182 .8695 .364*** .289** .458*** 1

5. 임대만족도 77 3.584 1.1044 .455*** .334*** .362*** .340*** 1

6. 임대료감면만족도 77 3.896 .9260 .275** .210 .423*** .302*** .626*** 1

7. 현금지원만족도 77 2.974 .7943 .248** .195 .438** .350** .408*** .390*** 1

8. 행정지원만족도 77 3.286 .8249 .271** .142 .320*** .367*** .363*** .573*** .5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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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6] 투자결과 만족도에 대한 개별 요인별 분석 결과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투

자

결

과

만

족

도

(상수) .910 .406 　 2.240 .028

수익만족도 .461 .086 .491 5.345 .000***

법인세 만족도 .195 .099 .208 1.975 .052*

관세만족도 .054 .095 .057 .563 .576

임대만족도 .205 .086 .278 2.385 .020**

임대료감면만족도 -.140 .112 -.159 -1.256 .213

보조금만족도 -.094 .112 -.092 -.844 .402

행정지원만족도 .152 .115 .154 1.322 .191

R=.711, R2=.506 수정된 R2=.456

F=10.102 Durbin-Waston=2.100, N=77

* p<0.1 유의 수준, ** p<0.05 유의 수준, *** p<0.01 유의 수준

[표 5-37]에서는 법인세 감면기업만을 대상기업으로 회귀 분석을 추

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법인세 감면기업 51개사만으로 분석결과에도 수익

만족도 변수가 가장 높은 관련이 있었고(유의수준 1%에서 유의), 법인세

만족도가(유의수준 5%에서 유의), 임대 만족도(유의수준 5%에서 유의),

행정지원 및 경영․환경만족도(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관세만족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순으로 (+)의 영향력이 나타냈다.

전체대상으로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며 임대만족도와 법인세

감면 만족도의 추정 회귀변수 영향력의 순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료감면 만족도와 현금보조금지원 만족도는 설문 전체기

업으로 대상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투자결과 만족도에 대한 개별 요인별 분석 결과(법인세감면대상)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투

자

결

(상수) .488 .604 　 .808 .423

수익만족도 .517 .106 .523 4.867 .000***

법인세 만족도 .296 .136 .289 2.181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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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유의 수준, *** p<0.01 유의 수준

상기 결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합리적으로 구

성하는 변수를 선택하는 전진선택법(Foward selection)과 후진 제거법

(backward elimination)을 사용하였다. 먼저, 전진 선택법에 의한 회귀분

석 결과 [표 5-3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익만족 변수와 법인세 감면

만족도 변수와 임대만족도가 동 모델에 진입되어 세 변수의 통계적 유의

성 다시 증명되면서 개별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5-38] 전진선택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진입변수)

모형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3

(상수) .925 .350 　 2.646 .010

수익만족도 .471 .085 .501 5.572 .000

임대만족도 .160 .069 .217 2.309 .024

법인세 만족도 .183 .085 .195 2.144 .035

R=.696, R2=.484, 수정된 R2=.463

F=22.820, Durbin-Waston=2.162
** p<0.05 유의 수준, *** p<0.01 유의 수준

(제외변수)

과

만

족

도

관세만족도 .018 .112 .020 .163 .871

임대만족도 .272 .126 .316 2.153 .037**

임대료감면만족도 -.197 .156 -.187 -1.269 .211

보조금만족도 -.072 .155 -.062 -.463 .645

행정지원만족도 .106 .141 .096 .750 .458

R=.759, R2=.576, 수정된 R2=.507

F=22.820, Durbin-Waston=1.992 , N=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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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독립변수 베타입력 t 유의확률

3

관세만족도 .077 .787 .434

보조금만족도 -.032 -.326 .745

행정지원만족도 .071 .768 .445

임대료감면만족도 -.086 -.767 .445

  전진선택법 다음으로 투자결과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수들을

대상으로 후진 제거법(backward elimination)을 분석하였다. [표 5-39]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5개의 모형 단계가 만들어졌으며, 마지막 5단계에

서는 수익만족, 법인세감면, 임대 만족도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9] 후진 제거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진입/제거된 변수)

(모형별 진입/제거된 변수)

모형 입력된 변수 제거된 변수 방법

1

임대료감면만족도,수

익만족도,관세만족도,

보조금만족도,법인세

만족도,행정지원만족

도,임대만족도b

　 입력

2 　 관세만족도
후진 (기준: 제거에 대한

F의 확률 >= .100).

3 　 보조금만족도
후진 (기준: 제거에 대한

F의 확률 >= .100).

4 　 임대료감면만족도
후진 (기준: 제거에 대한

F의 확률 >= .100).

5 　 행정지원만족도
후진 (기준: 제거에 대한

F의 확률 >= .100).

모형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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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1

(상수) .488 .604 　 .808 .423

수익만족도 .517 .106 .523 4.867 .000

법인세 만족도 .296 .136 .289 2.181 .035

관세만족도 .018 .112 .020 .163 .871

임대만족도 .272 .126 .316 2.153 .037

임대료감면만족도 -.197 .156 -.187 -1.269 .211

보조금만족도 -.072 .155 -.062 -.463 .645

행정지원만족도 .106 .141 .096 .750 .458

R=.711, R2=.506, 수정된 R2=.456

F=10.102

2

(상수) .944 .400 　 2.363 .021

수익만족도 .469 .085 .499 5.541 .000

임대만족도 .211 .085 .285 2.481 .016

법인세 만족도 .213 .093 .226 2.279 .026

보조금만족도 -.092 .111 -.090 -.827 .411

행정지원만족도 .165 .112 .167 1.470 .146

임대료감면만족도 -.145 .111 -.165 -1.311 .194

R=.710, R2=.504, 수정된 R2=.461

F=11.849, N=77

3

(상수) .897 .395 　 2.273 .026

수익만족도 .467 .084 .497 5.532 .000

임대만족도 .196 .083 .266 2.367 .021

법인세 만족도 .190 .089 .203 2.136 .036

행정지원만족도 .127 .102 .128 1.242 .218

임대료감면만족도 -.137 .110 -.155 -1.242 .218

R=.706, R2=.499, 수정된 R2=.464

F=14.145, N=76

4

(상수) .797 .388 　 2.056 .043

수익만족도*** .471 .085 .501 5.559 .000***

임대만족도 .145 .072 .196 2.009 .048

법인세 만족도 .169 .088 .179 1.922 .059

행정지원만족도 .070 .092 .071 .768 .445

R=.699, R2=.488, 수정된 R2=.460

F=17.166, 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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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유의 수준, *** p<0.01 유의 수준

마지막으로 단계별(Stepwise)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분석 결과를 다시

점검해 보았다. [표 5-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계별(stepwise) 회귀분

석에 의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결과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는 수익성만족도 변수이고(계수 수치가 가장 크고 유의수준 1% 이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그다음으로 임대 만족도 변수, 마지막으로 법

인세 감면 만족도(계수 수치가 가장 크고 유의수준 5% 이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 이었다.

나머지 요인들은 통계적 유의 확률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표 5-40] 단계별선택법(stepwise) 회귀분석 결과

(모형별 입력/제거된 변수)

(진입변수)

모형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5

(상수) .925 .350 　 2.646 .010

수익만족도*** .471 .085 .501 5.572 .000***

임대만족도** .160 .069 .217 2.309 .024**

법인세 만족도** .183 .085 .195 2.144 .035**

R=.696 R2=.484 수정된 R2=.463

~F=22.820, Durbin-Waston=2.162, N=77

모형 입력된 변수 제거된 변수 방법

1 수익만족도 　
단계선택 (기준: 입력에 대한 F의 확률

<= .050, 제거에 대한 F의 확률 >= .100).

2 임대만족도 　
단계선택 (기준: 입력에 대한 F의 확률

<= .050, 제거에 대한 F의 확률 >= .100).

3 법인세 만족도 　
단계선택 (기준: 입력에 대한 F의 확률

<= .050, 제거에 대한 F의 확률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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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3

(상수) .925 .350 　 2.646 .010

수익만족도*** .471 .085 .501 5.572 .000***

임대만족도** .160 .069 .217 2.309 .024**

법인세 만족도** .183 .085 .195 2.144 .035**

R=.696, R2=.484, 수정된 R2=.463

F=22.820, Durbin-Waston=2.162, N=76

** p<0.05 유의 수준, *** p<0.01 유의 수준

(제외변수)

모형 독립변수 베타입력 t 유의확률

3

관세만족도 .077 .787 .434

보조금만족도 -.032 -.326 .745

행정지원만족도 .071 .768 .445

임대료감면만족도 -.086 -.767 .445

이상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진선택법(Forward selection)과 후진

제거법(backward elimination), 단계별(stepwise) 회귀분석에 의한 검증

결과 모두 앞에서 회귀분석을 통한 결과와 동일하게 수익 만족도, 임대

만족도, 법인세감면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행정지원, 관세감면만족도는 영향력이 (+)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보조금만족도와 임대료 감면만족도는 영향이

(-)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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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지 및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실패 사례분석

제 1 절 사례분석 목적

25개 외국인투자지역 중에서 지정 해지된 외국인투자지역은 평동외국

인투자지역과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인데 입주기업의 요구로 지정 해지된

외국인투자지역은 평동외국인투자지역 1곳뿐이다.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은 전라도 광주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조세감면과 임대부지 제공을 통해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 목적으로 1994년 지정해

서 외국인투자지역 중 대불외국인투자지역 다음 두 번째로 큰 1,094천㎡

면적에, 63개사가 100% 입주한 대규모 외국인투자지역이었지만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정부는 2013년 외국인투자지

역을 해제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

혜택을 집중된 특구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지 사례 분석을 통

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을 본 장에서 검토하였다.

더불어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지역 및 임대전용단지 계약해지 현황은

[표 6-1]과 같으며 입주계약 후 착공 전 해지 기업보다 착공 후 가 동후

의 입주계약 해지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입주계약 후 공장착공 전 계약해지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영환경

여건 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 투입 전 취소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입

장에서는 손실은 투자완료 후 계약해지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외

국인투자를 완료하여 공장가동 후 입주계약 해지업체 경우 외국인투자금

액 회수와 공장 등의 건물 원상회복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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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해지 외국인투자기업 중에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모두 혜택을

받았지만 기대와 달리 경영악화 등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한 외국인투자기

업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 실패사례에 대해 유형별 분석을 통해 외국인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을 추가 검토하였다.

[표 6-1] 경기도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용임대단지 계약해지 현황29)

단지명 합계
착공전 계약해지 가동후 계약해지

빈도(개사) 비율 빈도(개사) 비율

합 계 18 7 38.9 11 61.1

어연한산 7 7 100.0

현곡 5 2 40.0 3 60.0

추팔 - - - - -

포승 - - - - -

장안1 4 3 75.0 1 25.0

장안2 1 1 100.0 0.0

당동 1 1 100.0 0.0

오성 - - -

출처 : 경기도시공사

29) 2005년 이후 입주계약해지 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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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평동외국인투자지역의 문제점과 시사점

1. 평동외국인투자지역 문제점

평동외국인투자지역의 큰 문제점은 타 외국인투자지역과 총 투자액은

4번째로 많았지만 평균외국인투자액은 1.9백만불(2008년 기준)로 외국인

투자액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조인형, 2009) 그 이유는 평동외국

인투자지역이 최초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어서 외

국인투자지역 관련 지침 정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

국인투자기업 최소요건(10%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여

타 외국인투자지역보다 외국인투자자 비율이 낮은 소규모 기업들이었다.

[표 6-2]에서 보듯이 외국인투자자 비율 30% 미만이 외국인투자기업

이 31개사 49.2%이었고 외국인투자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단독투자인

경우가 12개사 19%로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한 표본과 비교하면 낮은

외국인투자비율로 평동외국인투자지역으로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었음

을 알 수 있다.

[표 6-2] 평동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현황(2011년말 기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외투비율
평동외투단지 본 연구 설문 응답

빈도(개사) 비율(%) 빈도(개사) 비율

10% 미만 1 1.6 - 0.0

10%이상~30% 미만 30 47.6 3 3.9

30%이상~ 50% 미만 20 31.7 6 7.8

50%이상~ 100% 미만 5 7.9 13 16.9

단독투자 7 11.1 55 71.4

합 계 63 100.0 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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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에서 보듯이 외국인투자금액도 100만불 이하로 소규모 투자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의 79.4%을 차지하고 있었고, 1,000만불 이상

대규모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4.8%로 본 연구의 표본 42.9%와 비

교하면 평동외국인투자지역은 소규모 외국인투자로 입주한 외국인투자기

업임을 알 수 있다.

[표 6-3] 평동외국인투자지역과 본 연구 설문웅답 투자현황 비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사업 초창기에 자본이 투입되어 공장 및

설비에 대규모 투입되고 그 후 매출 증가 사업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원재료 및 인건비만 투입되어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구조이다. 평동 외국

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 후 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으로 임대 기간 종료 후 연장 계약을 통해 외국인투자금액(부지

가액의 2배) 및 최소 외국인투자비율(외투비율 10%→30%)이 강화된 입

주요건을 적용하여 입주업체들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으며 생산라인 증설 등 추가 투자시 외

투비율 유지부담, 임대부지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시 대출거

부나 높은 대출금리 적용 등으로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외국인투자금액
평동외투단지(2011년) 본 연구 설문응답

빈도(개사) 비율(%) 빈도(개사) 비율

100만불 미만 50 79.4 4 5.2

100만불 이상~500만불 미만 6 9.5 24 31.2

500만불 이상~1,000만불 미만 8 12.7 16 20.8

1,000만불 이상 3 4.8 33 42.9

합 계 63 100.0 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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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평동외국투자지역의 지정해제의 시사점은 첫째, 외국인투자지역의 투

자인센티브 특히 입지지원 혜택을 위해 사실상 국내 법인이 소규모 외국

인투자금액과 및 외국인투자비율로 입주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 외국인투자자의 검증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최초 외국인투자 운영지침 등으로 입주요건 및 투자요건을 강화할 경우

제조업의 특성과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의 신뢰보호를

위해 기존에 완화된 입주조건으로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재계약을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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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별 외국인투자기업 실패사례 분석

1. 유효 수요발굴의 실패

(1) 외국인투자기업 A사 사례

○○ 단지에 입주한 A기업의 모회사는 미항공우주국, 미국방성 등으

로부터 기술인정을 받은 나스닥 기업으로 티타늄보다 2∼3배 강하고, 탄

성이 뛰어나며, 부식이 없는 비정질 특수합금으로서 ‘기적의 신소재’라고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데 성공한 후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에 2002년부터 3,000만불 이상 투자를 하였다.

금속이지만 600°C 정도 열에서도 플라스틱처럼 성형을 자유자재로

성형할 수 있어 무엇보다 주조(다이캐스팅)공법으로 부품을 만들 경우

여타 금속소재는 부품 표면이 거칠지만 신소재는 물처럼 매끈한 외피가

저절로 형성돼 후처리 가공이 전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졌다.

당시 산업부는 해당 기업의 파일럿 제조공장의 준공은 최첨단기업의

한국유치 성공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며,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

는 한편, 세계적 첨단기업들의 한국 투자진출 분위기를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 자료를 냈으며 행정지원을 약속하였다.

해당 기업에 투자인센티브 지원은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혜택과 임대료 부지제공 및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 및 고용보

조금의 현금지원 등의 외국인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였지만 아래 회계감

사 보고서와 같이 2012년 해당 기업은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면서 공장

건물이 경영악화로 다른 기업에 매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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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A기업 08년 회계감사 보고서30)

회사는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순손실이 7,696 백만원이 발

생하였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사의 누적결손금은 65,052 백만원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차입금 191백만원의 만기는 2008년 2월 4일이었으나 대차대조

표일 현재 동 차입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었던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사건은 회사

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불확

실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부

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실패원인 및 시사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실패 원인은 해당 제품의 수요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초 휴대폰 케이스 제작을 시작으로 자동차 등으

로 사업범위를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높은 제조원가와 기술적 문제31)로

당초 기대한 휴대폰 케이스에서도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경영악화로 문

을 닫았다. 현재 Apple사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2010년부터 얻

고 있지만 Apple도 아직까진 해당 기술 관련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제품 기술은 장차 아직도 상용화 및 대중화를 이룩하지 못했지

만 19세기 철강, 20세기 플라스틱에 이어 떠오르는 신소재로 각광받을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이유로 Apple이 기술 유지를 위해 지속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살펴보면 관련 업체의 실패는 장차 국가적인 손

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

30) 전자공시스템 dart.fss.or.kr 참조

31) 자동차등의 소재로 사용하려면 충돌시 제품이 쭈그러들면서 충돌에너지

를 흡수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날카롭게 깨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출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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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환경 변화대응 실패 및 외투지역 운영 지침상 문제

(1) 기업 B 사례

○○사는 음향 및 영상기록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 수준을 실현하고

200년에 외국인전용임대단지에 입주하여 4,000만 불 이상 외국인직접투

자를 하였으며 고도기술수반산업으로 조세지원 및 입지지원 및 보조금지

원 혜택을 받았다. 해당 기업은 2002년은 2001년 대비 매출신장률

98.4%, 수출신장률 240%를 초기 높은 성장을 이뤘지만 관련 산업의 경

쟁 심화와 원재료상승으로 매출원가 상승32)으로 영업 손실을 지속하던

중 산업구조 변화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하여 매출 감소 등

으로 법정관리 후에도 재기하지 못하고 공장 등이 경매되었다.

(2) 실패원인 및 시사점

○○사의 당초 주력 제품은 산업구조 개편으로 더 이상 시장 수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하여 재편 기간 동안 유휴시설 임

차 및 신규투자자 모집을 하였지만, 해당 사항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

대단지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역 및 운영지침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문제

가 발생하였다.

첫째, 부지가 국가소유이고 지상권이 없어 공장담보대출이 불가능하

거나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일반적으로 2∼3% 높을 뿐만 아니라,

공장의 자산가치가 평가 절하되었으며 둘째, 추가적인 외국인투자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였지만, 대부분의 신규 투

자자가 경영지배권을 위해 추가지분을 요구하지만 해당기업의 입주지역

이 외투비율 30% 미만이면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어 신규 추가 투자

자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셋째,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33)상 공장

32)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해당기업 회계감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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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협력업체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어 전혀 유휴공간도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일차적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

에 책임이 있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다방면으로

재기할 수 없도록 하는 운영지침에도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투자완료 후 실패한 경우는 출구전략으로 투자자금 회수문제와 국가의

경우 부지의 공장 점유로 인한 원상회복 문제 및 대체 외국인투자기업

발굴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체 외국인투자기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기업

은 토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장기간 방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기업이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 임대료 연체 발생 및 사실

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공장은 경매가 진행되지만 낙찰자가 외국인투

자지역 입주요건 충족하여야 하는 까다로운 제한이 있어 경매기간이 장

기간 소요되고 그동안 해당 부지 및 건물을 사실상 활용 없이 방치되어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위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은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출구전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경영적 어려움으로 해당 건물을 임의대로 매각할 수 없으

며(운영지침 제38조), 자발적 임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장 시설물에 대

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운영지침 제40조)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

기업에만 매각할 수 있어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인투자기

업 채권자가 채권실현을 위해 경매를 추진하여도 지상권이 없어 최초 감

정가에 낙찰되지 않고 계속 유찰되어 낙찰 예정가가 떨어지면서 정당한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33)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36조,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5-8호,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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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1. 결 론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투

자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촉진 정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있

는 특별구역 중에 하나인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용임대단지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투자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도출하였고 외국인투자기

업 중 투자결정에 깊게 관계하였던 담당자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연구모

형을 보완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투자인센티브

대하여 효과를 분석하였고, 개별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등의 실패사례를 조사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 결과를 도출한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인 제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내수시장이나,

국내에 고객사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투자함을 알 수 있었고 제3국 등

해외 수출 거점을 위한 투자는 낮음을 알 수 있었고, 설문조사 결과 기

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 투자 비중도 높아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도 신규 투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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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대부지제공이 투자결과만족도에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임대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대료 감면 없이 현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하여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세지원인 법인세감면이 임대료감면 다음으로 투자결과 만족도

에 영향이 있었으며 관세감면 만족도는 투자결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관세감면이 수익성 만족도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한 기업의 경우 현행 현금(보조금)지원이 투

자결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로 인

해 법인세감면 및 관세감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

었다.

여섯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악화 등으로

철수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정책(출구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정책 대안

이와 같은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 인센

티브 정책 대안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생산거점을 위한 투자인센티

브 제도마련과 증액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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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 초기에

투자비 절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투자결과에 영향력이 있어 외

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외

국인투자지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투자지역의 법인세 감면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외

국인투자촉진법 당시 외자유치를 위하여 부족한 외환확보를 위해 투자금

액까지 조세감면을 확대하였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단순한 외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따

라서 향후 신성장 동력을 위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고용 효과가 유발

한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법인세 감면을 제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영업활동에서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는 아래

[그림 7-1]과 같다. 관세감면, 고용보조금, 임대료 감면을 통해 매출원가

감소의 효과와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출액 감소로 영업손실이 발생하

면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따라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유효수요 창출 및 매출증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강화 및 경영․환경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림 7-1] : 손익계산서 활동단계별 투자인센티브

손 익

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 ↑ ↑ ↑

지원

정책

경영환경

개선

관세감면

보조금

임대료감면

입지지원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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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제도를 재조정하여 추가된 재원

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신규지정 및 보조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현행 임

대료 감면은 다른 투자인센티브와 달리 기한이 없이 임대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및 관세감면 인센티브와 같이 사업

초기의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감면을 혜택을 부여하지만 정상화 시점(예

를 들어 입주계약부터 5년 이후)부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축소하여 그

임대료 재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확대하거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를 희망

할 경우 출구전략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단지형 외국인투

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투자자본회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철수를 준비하는

기업의 제조시설을 인수할 기업의 입주요건을 완화하거나 국내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철수 시 투자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경기도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용임대단지 입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인센티브

를 효과를 위해 전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나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전용

임대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국한하여 표본 수에 한계가 있었고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투자인센티브를 주관적 만족도로 조사하여 설문 문항의 자기기입

과정의 편향성의 문제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후 철수한 기업을 포함하



- 87 -

여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야 하나 기업의 파산 및 국내

철수로 소재파악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에 입주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투

자 장애요인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설문조사 대상을 전국적으로 늘려서 만족도를 분석하는

동시에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투자인센티브의

효과를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투

자지역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장애요인

을 분석하는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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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1-1 : 설문지]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만족도 인식 조사

바쁘신 업무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제출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Zone)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조

사입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한민국이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 실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의

실효성 여부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연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

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오니

각 질문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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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1. 회사명 :

2. 업 종 : ※ 외국인투자증명서에 나오는 KSIC 5자리 중 앞의 두 자

3. 외국인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4. 모회사의 국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5. 귀 사는 어떤 투자 형태에 해당됩니까?

1) 신규설립(Greenfield), 2) 인수합병(M&A), 3) 확장

6. 임대면적은 얼마입니까? ( ㎡)

7. 귀 사는 입주지역은 어디입니까?

1) 외국인투자지역(장안1, 장안2, 당동, 평택오성),

2)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어연한산, 평택현곡, 평택추팔, 포승)

한국투자결정

1. 귀사가 한국에 투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2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2. 귀사가 평가하기에 문1에 제시한 요인들로 인해 투자결과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3. 귀사가 평가하기에 귀하의 수익성은 처음의 기대수준에 비하여 만족

1)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고객이나 시장이 대한민국에 존재

2) 입지제공 및 조세감면 등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정책

3) 저렴한 전기료 및 교통 등 발달된 사업인프라로 원가절감

4) 우수한 연구인력 및 생산인력 확보

5) 중국 등 제3국 시장에 수출 용이성

6)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및 지적재산권 보호

7) 부품, 소재, 원자재 등의 조달 편이성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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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수준입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4. 귀사가 한국에 투자하는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인센티브 등

투자관련 정보를 어느 기관에서 습득하였는지?

1) 한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Kotra(Invest Korea),

2)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

3) 법률기관(ex 김&장),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 등 투자컨설팅

4) 삼성 LG, 현대차 등 고객사

5)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협회

6) 기타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만족도

1. 귀사는 현재 한국정부가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투자금액에 따라 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

2. 귀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 혜

택을 받고 있습니까?

1) 안다 2) 모른다

3. 귀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관세 감면 인센티브 만족도

1. 귀사는 현재 한국정부가 일정요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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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

2. 귀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관세 감면 혜택

을 받고 있습니까?

1) 받고 있다. 2) 안 받고 있다.

3. 귀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관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입지지원 관련 인센티브 만족도

1. 귀사는 국세인센티브가 현행 제도와 같지만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분양할 경우에도 입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2. 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을 분양하지 않고 임대로 제공하는 것에 만족

합니까?

1) 매우 불만족, 2)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3. 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임대기간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4. 귀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토지임대료 감

면 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96 -

5. 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임대료 감면 인

센티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6. 귀사는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가 토지가액 1%로 입니다. 귀사는

법인세 및 관세 등 조세 인센티브가 현행과 같다면 임대료 감면 없이

1%로 고정된다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현금 보조금지원 인센티브 만족도

1. 귀사는 일정요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혜택을 주

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

2. 귀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지원 혜

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까?

1) 안다 2) 모른다

3. 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일정요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보

조금 지원 인센티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행정지원 경영 생활환경 지원 만족도

1. 귀사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한 행정절차나 행

정기관을 통한 지원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

2. 귀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지원 및 경영 ·생활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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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만족도

1. 귀사는 현재의 조세감면(국세, 관세), 입지지원(임대), 현금지원(보조

금), 시장편의 제공(경영 생활 환경개선 행정절차상 편의 및 행정기관 지

원 등)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2. 귀사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투자인센티브 중 가장 만족하다고 생각하

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 2순위( )

1) 법인세 감면 2) 관세감면, 3) 토지 임대부지 제공 4) 임대료 감면

5) 보조금 지원 6) 경영 생활 환경개선 7) 행정지원 및 경영 환경지원

3. 귀사가 생각하식에 한국의 투자인센티브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

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인세 감면 2) 관세감면, 3) 토지 임대부지 제공 4) 임대료 감면

5) 보조금 지원 6) 경영 생활 환경개선 7) 행정지원 및 경영 환경지원

4.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는 경쟁국에서 한국으로 투자결정 하는데 영

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내 부지 선정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한국내 부지선정에 영향이 있다

3) 한국 투자시 영향이 있다.

5. 귀사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투자인센티브가 없었다면 어떤 나라에

투자를 했을 것입니까?

1) 중국, 2) 동남아, 3) 기타국 4) 그래도 한국, 5) 투자자체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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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Recognition of
Korea's Incentive policies for

FDI.

- Focusing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the 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s and Foreign-exclusive Industrial

Complexes in Gyeonggi Province -

Lee, Byung-Ju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whether there is an effect

i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policy through a survey of investment incentives that

South korea offers to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present the

policy alternatives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re is a significant performance in analy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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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he investment incentives such as the Complex-type Foreign

Invest ment Zones and Foreign-exclusive Industrial Complexes to

provide comprehensive assistance to foreign-invested company has an

effect on FDI

A summary of analysis for South Korea's Incentive policies for FDI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research, manufacturing foreign-invested companies

invest in South Korea, due to South Korea domestic market, domestic

client companies and additional investment is important no less than

new investment

Second, National/Regional land lease derive the highest satisfaction

in investment result. Without land lease, it gives negative effect on

FDI. Also,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willing to move in with 1%

lease rate.

Third, exemption of corporate tax shows the next highest

satisfaction which is followed exemption of lease, and satisfaction 

frequency is the highest. Exemption of tariff shows low satisfaction

but it has an influence on profitability satisf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tariff reduction incentives.

Fourth, in case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which moved in

foreign-investment zone, cash-grant support had a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result, and it indicates that a policy improvement is

necessary.

Fifth, Tax exemption in FIZ did not give substantive benefit to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it did not have a meaningful effect

on them.

Sixth, a support policy or an exit plan does not exist for the

foreign-invested companies which desire to withdraw business in

foreign investment zone because of worsening busines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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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such empir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the

following policy options can be derived.

First, a actively supportive policy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

to make export production base to overseas in korea and a foreign

investors to invest additional FDI will be necessary.

Second, the foreign investment zone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activate FDI.

Third, the corporate tax policy will be necessary for the

foreign-invested companies which lead to high-tech industry growth

and bring employment effect in the future.

Fourth,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and improve the cash-grant

support policy for the foreign-invested companies which manufactured

products that strengthen the country competitiveness.

Fifth, finances from readjustment of lease exemption incentives will

be utilized to launch new foreign investment zone and cash-grant.

Finally, a supporting policy will be necessary for the foreign-invested

companies which desire to withdraw business in foreign investment

zone.

keywords : Foreign-invested Company,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entives, FIZ(Foreign Invest Zone),

Student Number : 2015-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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