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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들어 서비스 산업의 지식집약화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의 발전이 세계경 

제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창조를 강조하는 서비스 부문의 기업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대표적인 지식 기반 산업이자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사업서비스 

산업을 사례 대상으로 선태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종통계와 관련자료를 분석하 

여 사업서비스 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서 

비스산업의 한국내 해외직접투자 특성과 지식의 창출과정을 이해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문적 지식집약적 산업인 사업서비스의 한국내 외국인직접 

투자를 통해 산업특성과 공간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지식의 유통과 

기업의 공간적 특성을 잘 파악하기 위해y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기업활동 

및 모기업과의 관계l 해당지역과의 상호작용I 지식의 교류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기업네트워크의 틀을 활용한다.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들의 자율 

성을 조사하여 외국인투자 모기업 또는 외국파트너와 맺는 기업조직 관련 기업 

내부관계를 밝히며l 한국에 진출해 있는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들이 한 

국내 타기업들과 갖는 네트워크l 그리고 대학l 연구소l 정부지원기관l 기업협회 동 

기업외적인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의 특성을 밝힌다. 또한l 종합적인 기업네트워 

크 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밝힌다. 

연구주제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l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 

인직접투자업체는 한국내 내수시장 개척이라는 주된 투자동기를 중심으로 의사 

결정에 있어 많은 부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l 예산， 투자결정 동의 핵 

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기업의 통제가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타기업과의 네트워크는 공동 

연구I 프로젝트 실행 둥으로 비교적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l 산학연계 및 

정부기관/ 기업협회 · 조합 둥과의 관계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두드러진 경향 

은 외국투자 모기업과의 기업조직내 네트워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남으로 지역내 

뿌리내림에 있어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한국내 



내수시장 개척이라는 주된 투자목적에 따라 모기업의 기업전략에 따라 선별적인 

지식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때문으로 보인다. 그럽에도 불구하고I 지역내 인력 이 

동으로 인한 외국인기업의 지식이전l 투자연한에 따른 기업협력의 증가현상 둥은 

지역내 외국기업의 뿌리내림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인터뷰 사례기업을 통해 한국내 지식네트워크의 사례를 유형화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네트워크를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중심형의 사례와 기 

업조직 외부네트워크 중심형으로 사례를 구분하는데l 먼저 기업조직 내부네트워 

크 중심형의 사례는 다시 외국투자 모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외국투자 모기 

업 의존형의 사례와 국내 모기업 의존형의 사례로 구분한다. 기업조직 외부네트 

워크 중심형의 사례는 지역네트워크 결성을 토대로 고객l 산학연계l 정부 지원기 

관과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양상을 보인다. 외국인업체와 비교하기 위해 알아본 

국내기업의 사례는 협력사와 관계를 중심으로 국내기업-제휴의존형의 네트워크 

사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연구를 사업서비스를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지식 

및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성적인 관찰방식을 활용한다. 또한 지식이 유통되는 기 

업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활동과 공간을 설명함으로 지식과 관련된 기업네트워 

크의 공간적 특성 이해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외환위기 해소라는 단편적인 시각보다는 자본 및 인 

력 l 정보 및 지식의 도입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외환위기 해소 및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어 투자의 긍정적인 파급효과 

를 극대화하는 데에는 미홉하다. 지역경제와의 유기적인 연계l 자발적인 협력 분 

위기를 만들기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의 창출l 학습지역과 관련된 사업서비스 외 

국인직접투자의 의미는 크고l 앞으로의 지식경쟁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 

로 기대되기 때문에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도 이러한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외국인직접투자l 기업네트워크l 지식l 사업서비스/ 공간 

학번 : 9520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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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장 서론 

저11 절 연구배경과 목적 

20세기 들어서 제조업은 선진국의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80 

년대 이후 선진국의 고용과 성장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1)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1, 2차 산업 비중의 감소와， 3차 산업의 상대적 비중 증가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l 고도화l 지식집약 

화 동 전문적인 역할이 증대됨을 뜻한다. 1990년대 들어서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뿔 아니 

라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산업의 고도화l 전문화 경향과 함께I 국제적인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체제 출범 이후 서비스 산업의 상호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 

로 인해， 전세계적인 국가간 교역파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서비스 부문 

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전세계 지역으로 확장해가는 서비스 다 

국적기업 및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내에서 갖는 의미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 

다. 한국의 경우도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 부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2)의 

증가에 대해 실질척인 이익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최근 서비 

스 개방과 함께 지식산업으로서 국내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사업서비스I 

부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때l 전문적 지식집약적 산업인 사업서비 

스를 통해 산업특성을 관찰하고l 공간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지리학적 연구가 요구된다. 

1) 소위 r경제의 서비스화』 란 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생산 증가 및 자본 · 지식집약화， 제조업 
내 서비스 업무의 외주화 둥으로 인해 생산 · 소비 · 고용 둥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 
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한국은행， 1999， I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과 특징’). 

2) 광의 의 해 외 직 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투자흐릅의 방향에 따라서 투자대상국의 시 

각에서 투자국내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investment)와 

이와 반대로 투자국의 시각에서 투자국이 외국으로 투자를 행하는 협의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있으나l 본 논문에서는 내부지향적 l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만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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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l 지식의 유통과 기업의 공간적 특성을 잘 파악하기 위해l 특정 투자대상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업체의 기업활동 및 모기업과의 관계l 해당지역과의 상호작용， 지식의 교류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기업네트워크의 연구도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내 사업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대상으로 기업네트워크3) 

의 공간조직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들의 자율성을 조사하여 외국인투자 모 

기업 또는 외국파트너와 맺는 기업조직 관련 기업내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l 한국에 진출해 있는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들이 한국내 타기업들과 갖 

는 네트워크l 그리고 대학/ 연구소l 정부지원기관I 기업협회 동 기업외적인 행위자들과 맺 

는 관계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내 뿌리내림의 형성여 

부도 파악하고I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l 앞의 목적을 토대로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종합적인 기업네트워크 

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지식의 유통 

이라는 측면에서 작게는 대면접촉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소단위 지역으로부터 크게는 다 

국적기업의 특성이 나타나는 세계적인 범위까지 국지적 및 비국지적인 네트워크의 특성 

을 밝히고자 한다. 

저12절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과 지역 

1970년대 이후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은 지식 · 정보집약적 사업 

서비스의 발전은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t중간재l 산업의 특성이 있다. 또한 기업들이 시시 

각각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웅하기 위하여 사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Sassen， 1994)4), 사업서비스는 전문정보와 지식을 취급하는 

3)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과 이론적 근거는 1장 연구의 틀과 2장 문헌연구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4) 보통 생산자서비스와 사업서비스가 동일한 의미로 지칭되는 경우도 있으나l 여러 학자들의 연구 

를 종합해보면y 금융/ 보험l 법률l 부동산/ 사업서비스 둥이 생산자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 

식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업서비스는 생산자서비스의 하위범주로 인식된다. 한편 최근에는 지 

식 및 인적자본 집약적인 생산자서비스인 고차생산자 서비스(advanced producer service)를 따로 

구분하여 사업서비스와 유사한 의미로 전문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Daniels 

and Moulaert, 1991; 김 용웅I 차미 숙，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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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집약적인 고차 생산자서비스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개 법률， 회계l 컴퓨터， 광 

고l 경영컨설팅 둥이 분류에 포함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생산자서비 

스의 하위체계로 보며 중분류상 SIC 72 I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SIC 74 

i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I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소분류로 SIC 721, 722, 723, 

724, 725, 729, 741, 742, 743의 9개 업 종을 택 한대표 1 -1). 

〈표 1 -1> 사업서비스 세부 분류 

SIC산업환휴 
업종 

SIC산업환휴 
엽총 

(1991년 71폼) (1996년 기훈) 

721 컴퓨터셜비 자문업 

722 
소프트웨어 자문l 개발 및 

공급업 

723 자료처리업 

843 조사 및 정보관련서비스업 724 데이타베이스업 

725 
사무，회계I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729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리업 

841 
법무I 회계 및 기타 사무 

관련서비스업 741 
법무， 회계I 시장조사 및 

잃492 사업 및 경영상담업 
사업경영상담업 

842 
건축l 공학 및 기술검사 

742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8441 광고업 743 광고업 

자료: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1 ;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1996 

중분류중 제외된 업종은 SIC 749 I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으로 

인력공급업/ 탐정 및 경호업l 사진촬영 및 처리업l 포장 및 충전업I 기타 대리 서비스업 

둥 산업생산성이 비교적 낮은 업종으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제외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5)의 기준설정은 나라마다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5)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자본을 투자함으로써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기업의 경영 및 관리 

에 직접 참여하여 이윤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금융자본에 투자함으 

로써 배당금I 이자 및 기타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둥에 투자하는 순수 금 

융적 성격의 간접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의 두종류로 구분된다. 이때 

외국인직접투자는 유 · 무형의 자산이 이전되어 부를 창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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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상대적인 기준이 각기 다르고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내용 

또한 투자 지분율l 투자내용， 경영권 개입의 여부 둥 다양하게 담겨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는 l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 

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둥 당해 법인 ·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합작투자 계약서 또는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는 것(영 제2조2항)'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정의하였으므로 투자 지분율 10% 

미만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외국인투자지원센터， 1998). 

본 연구에서는 경영권의 소유여부 자체보다는 외국인기업의 지분변화에 따른 영향력 

의 변화 둥을 보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신고된 모든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I 이에 외국인직접투자 지분율 10% 미만의 기업들도 연구대상에 

포함을 시킨다.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사업서비스업체는 1999년 기준으로 521개의 업체가 있으며，6) 

(1999, 산업자원부) 대개 소프트웨어 관련업l 사업경영상담업l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둥 

이 주로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업서비스를 연구대상업종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서비스가 오늘날 국가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점중되고 있고l 사업서비스의 입지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한다. 

첫째l 사업서비스 업종이 서비스의 수요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l 서비스활동의 공간 

적 집중과 입지변화의 설명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다른 서비스 

업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I 동시에 다른 정보， 서비스 근원으로부터 지식을 제공받는 

양쪽 특성올 동시에 지닌다(Coffey， 1996; Bagchi-sen, 199끼. 

둘째， 사업서비스는 암묵적인 지식 (tacit knowledge)7)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고도의 기술 ·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 창의적 인적 

자원의 숙련된 경험과 축적된 지식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하는 산업이다(김회주 외I 

200이. 

연구지역은 한국 전체를 기본대상으로 분석하되 이 중 특히 서울시 전체에 초점을 두 

적 이해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김준동， 199끼. 
6) 1999년 산업자원부 발간 I외국인투자기업현황’에서 정리하였으며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재정 

리l 계산한 결과이다. 기업현황 명부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업체에 대한 SIC 업종분류가 아닌 업종 

명만이 기록되어 있다. 

꺼 2장 문헌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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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로 분석한다. 사업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업체와 한국의 관련기업들이 

서울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8). 서울시 지역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원자료를 통한 동별 사업서비스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2. 연구방법 

기본자료는 국내 일반적 현황을 동별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원자료9)를 구 

입， 활용한다. 연구의 주관심인 외국인직접투자 사업서비스 업체자료는 산업자원부와 재 

정경제부 발간 I외국인투자기업현황’을 구득 가능한 연도별로 정리l 사용한다10). 이를 토 

대로 기업의 일반특성별 분석을 꾀하는데 주로 투자규모별l 투자국별I 투자시기별， 연한 

별， 투자 지분율별l 업종별 분석올 행한다. 지역분석은 서울을 중심으로 사업서비스 활동 

의 일반적인 공간적 현황올 정리하고I 구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외국인 사업서비스 

기업의 입지변화와 공간적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구체적인 기업특성과 공간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사업서비스 업체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와 기업 인터뷰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외국인 사업서비스업체 전수를 대 

상으로 하되 인터뷰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대표적인 기업을 업종별로 선정 조사한다. 주 

요 업종은 소프트웨어I 경영상담업， 컴퓨터셜비 자문업I 광고업 둥이며， 외국인직접투자기 

업의 투자 지분율별 특성을 보기 위해 100% 투자기업， 50%투자기업， 50% 미만 기업 동 

으로 나누며I 참고로 비교를 위해 국내기업도 함께 인터뷰한다11)， 

설문 및 면담조사의 주요 내용은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동기/ 지역입 

지 결정요인/ 기업내I 지역내 지식의 활용 둥과 관련된 문항 둥이며/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의 지식 구득 원천이 어디인가l 서비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되는가 하는 것올 공간적 

인 특성과 관련하여 물어본다. 

8) 1999년 기준l 업체수 기준으로는 92.7%, 투자금액기준으로는 97.7%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9) 이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 원자료(1998)， 서비스업총조사보고 원자료(1996)， 총사업체통계조사 

보고 원자료(1991)를 말함이다. 동별 세부사항 파악과 산업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자료 

를 구입하였다. 

1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주관 부서는 1999년 산업자원부로 통합 이관되었으며， 그 이전은 재정 

경제부에서 관장하였으나l 외국인투자기업 명부가 매년 발간되지 않은 이유로 구득， 활용이 가능 

한 자료는 1991년， 1993년， 1998년， 1999년 4개년도에 한정되어 있다. 

11) 자세한 내용은 6장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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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주쩨 추i훌 쩔분 항확 

기업조직 
외국인 인력구성， R&D활동 여부l 수출여부와 기업특성， 주요 사안 

내부 네트워크 
의 의사결정l 외국인기업의 투자동기， 사내 교육관계， 기업내 지식의 

구득 원천 

타기업과의 서비스 조달I 공급관계I 아웃소싱여부， 기업간 협력 및 제휴관계I 기업 

기업조직 네트워크 간 지식의 구득 관계 l 지역내 창업여부l 

외부 기관 및 한국내 협회 · 조합과의 관계， 한국내 산학연계/ 한국내 지역입지 
네트워크 기업협회와의 요인， 지역경제와의 친밀도/ 외부정보 이용의 이점l 지역단위 기업 

네트워크 관련 모임의 특성 둥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표 1 -2>에 나와 있다.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와 관련된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 

사결정l 투자동기/ 연구개발 활동과 기업특성， 기업내 지식의 구득 원천 둥을 조사한다.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의 한국내 타기업과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설문항목에서는 해당 

기업의 특성에 따라 고객기업(지식I 서비스의 수요특성I 서비스 판매)， 파트너 및 경쟁기 

업(지식 네트워크l 제휴 및 협력)， 공급기업(공급특성， 서비스 조달관계) 항목에 대해 조사 

한다. 한국내 기관 및 기업협회와의 네트워크 항목에서는 연구기관/ 학술기관， 정부기관I 

기업협회 • 조합과의 관계 둥을 조사한다. 또한 서울시 각 행정구별 입지요인을 조사하 

며l 기업조직 외부지식의 구득 관겨L 기업의 교육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업조직 외부 행 

위자들과의 만남의 기회， 지역단위(구 단위) 기업관련 모임의 특성 둥을 조사한다. 

구체적인 설문조사는 크게 3단계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전 단계인 사전 

조사 작업l 설문우송 및 회신독촉작업I 설문결과 확인 및 보완작업이 그것이다. 

설문조사는 2000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40일간 우편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I 총 124개 업체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였다(회수율 23.8%). 설문조사 응답업 

체 124개 업체의 모집단에 대한 특성별 회수율을 알아보면 〈표 1 -3>과 같다. 회수된 설 

문지의 응답내용 중 불확실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 둥을 확인하기 위해 보완작업 

이 이루어졌다. 이 작업에는 설문에 기재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신문I 전국기업체총람l 전화확인 작업 둥을 통해 보충하는 과정이 뒤따랐으며/ 

대부분의 확인작업은 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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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 설문웅답기업 및 모집단의 특성비교 

단위 : 업체수， (%) 

구환 홉합업책~ 췄훌훌j빠4환훌 초i엽a사;i홉대I한~쌍 
강남，서초구 63 (25.4) 248 

영동포구 19 (28.4) 67 
지 역 

종로，중구 22 (28.키 76 

기타지역 20 (15.4) 130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관련운용업) 65 (28.1) 231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41 (27.3) 150 

72 기 타 (721,723,724,725,729) 24 (29.6) 81 
투자 업종 74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59 (20.3) 290 
(SIC 분류) 

741 (법무I 회계I 시장조사 및 
28 (20.0) 140 

742 (건축경/영 엔상지담니업어)링 및 기타 
20 (17.4) 115 

기술서비스업) 

743 (광고업) 11 (31.4) 35 

10% 미만 2 (28.6) 7 

10%이상 50%미만 20 (21.1) 95 
투자 

50% 14 (26.9) 52 
지분융 

50%초과 100%미만 20 (26.3) 76 

100% 68 (23씨 291 

합 계 124 ρ.3.8) 521 

자료 : 외국인투자기업현황， 1999, 산업자원부 ; 설문조사 

지역별 특성을 보면 강남구l 도심 l 영둥포구 둥 주요 기업집적지의 셜문옹답기업 비중 

이 다소 많이 반영된 반면l 수도권 지역 및 지방올 포함하는 기타지역의 비중이 다소 과 

소 평가되었는데/ 기타지역은 기업 접적지역이 아닌 까닭에 직접방문조사도 여의치 못하 

였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SIC 72 정보처리 관련업의 비중과 SIC 

743 광고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엔지니어링 업종의 비중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투자 지분율별로는 투자 지분율 10% 미만 업체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l 전 

체적으로 평균 회수율 23.8%와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요약하면， 표본집단의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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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문웅답기업은 모집단에 비해 주요 기업집적지， 투자업종특성으로는 정보처리업체 

와 광고업체l 투자 지분율은 10% 미만업체에 약간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10% 미 

만업체와 광고업의 경우는 모집단의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웅답 수의 변동에 따라 비율 

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다. 

설문문항의 향목별 웅답자료는 주로 투자 지분율 특성에 따라 합작기업파 100% 단독 

투자의 특정과 업종l 입지지역에 따라 평균분석과 cross-table 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상세 조사하기 위해 투자 지분율 100% 기업 2개 I 50% 

기업 2개 ， 50% 미만 기업 2개， 국내기업 1개 둥 총 7개의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를 시행하였다. 시행일자는 2000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이었으며I 주로 투자 지분 

율별 기업특성과 한국내 외국인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식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문의하였다. 

저13절 연구주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격상l 투자모기업과 국제적인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I 지역내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영위하면서 국지적인 행 

위자들과 협력 및 제휴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l 이런 관계들이 비국지적이든지l 국지적 

이든지 공간을 기반으로 한 기업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일어나는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식의 이동성에 따른 공간특성 변화를 중심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 

의 주제이다. 구체적으로 세개의 연구주제를 통해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의 특성을 파악한다. 

1. 연구주제 1 :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자율성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I 하나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모기업 

과 합작투자사간의 관계 특성이다. 어느 쪽이든지 다국적기업 또는 외국의 투자 모기업l 

국내 모기업과 관련된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입장에서는 모기업의 통제와 함께 

자회사로서의 자율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외국투자 모기업 

과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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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다국적기업과의 관계는 본사， 지역 및 현지국이 함께 관련 

되는 상호협력과정이다. 이러한 상호협력 체계는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자원들올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심기능과 의사결정능력이 고도로 본사 및 외국투자 모기업에 

집중된 체계에서는 각 현지국 및 지역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기 어렵다. 

반면l 고도로 분권화되어 현지국의 관리자들이나 실무자들에게 의사결정올 의존하는 체계 

에서는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외국 본사의 전문적 지식이 도외시되거나 현폰하고 있는 

세계적 네트워크와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권영철， 1992).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경우I 외국투자 모기업과 한국내 자회사 내지 투자 

파트너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외국투자 모기업의 통제를 받는다. 투자 지분율이 높을수 

록I 경영권에 대한 외국투자 모기업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통제의 수준은 높아지고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자율성은 낮아지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한국 

내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국내에 적(籍)을 두고 있는 국내 소재기업이기 

도 하지만l 다국적기업으로서 외국기업의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l 중요 의사결정 둥에 

있어서는 외국인기업 본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업조직 내부관계가 튼튼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통제와 자율성의 문제와 관련된 기업조직 관계는 한국내 공간조직의 특성l 지역 

내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와 뿌리내림의 정도l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합작투자의 경우는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투자인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 집 

단의 영향력(유통경로 장악l 지역내 조직의 수직적 관계l 정부와의 유대관계 둥) 때문에 

외국인투자 모기업보다는 국내 모기업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며l 통제를 강하게 받는다 

(김 관호， 1993). 

본 논문에서는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셜문올 통해서 한국내 외국 

인직접투자기업의 국내투자동기l 연구개발 정도와 수준의 결정사항， 고객선정 관련 본사 

와의 관계y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고급인력 채용 및 인력 교류 관계 둥올 알 

아보는데I 주로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t자율성l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 

성이 나타나고I 모기업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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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주제 2: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한국내 네트워크 

한국내 투자를 시행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는 외국투자 모기업과 연결된 

기업내부의 조직 관계를 갖지만I 한국내 입지하고 있는 특성상 한국내 기업 및 다른 행 

위자들과도 관계를 주고받으며I 한국내 적응을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투자모기업의 통 

제와 자율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I 어떤 수준으로든지 한국내 사회 · 문화적 적응과정을 

거치며 지역에 뿌리내림을 해야한다. 이것은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를 이루는 동시에 한 

국내에서 타기업 및 기관， 기업협회 둥과의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를 이루는 현상이다12) ，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는 고객(외국인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상)， 공 

급자(외국인업체가 서비스의 원천을 공급받는 대상)， 파트너 및 경쟁기업(외국인업체가 협 

력관계를 맺는 대상) 둥 3종류의 타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한다. 

기관 및 기업협회와의 네트워크는 사회I 문화적 특성 둥에 입각하여 지역 고유의 입 

지특성 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l 경제적 행위자 외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연구소l 정부 

기관l 각종 협회 둥과의 관계를 말한다. 한국내 기업네트워크의 형성은 결국 지속적 거 

래에 따른 신뢰성를 높이고l 지역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 거리를 줄여가려는 개별 외 

국인업체들의 노력의 결과다.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직접투자업체가 한국내 투자에서 타 

기업 및 기관， 기업협회 둥과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할수록 사회l 문화적 관계가 많아지고 

점차 지역경제에 뿌리내린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 노동력을 많이 고용하고l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l 한국내 사회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뿌리내림의 특성들이 커진다.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를 통한 해당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부터 해당지역으로의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볼 때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지역기반 네트워크의 발전은 큰 의미를 

갖는다. 

12)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y 일반적인 산업특성상y 서비스의 생산은 공간적으로 고 

객과 생산자가 함께 같은 장소에 폰재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한국내 생성되는 국지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석을 행한다(Daniel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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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주제 3: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지식활용 

과 공간적 특성 

연구주제 1파 2에서 논의된 자율성과 네트워크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연 

결고리처럼 이어져 있는 주제이다.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올 중심으로 볼 때 기업 

조직 내부 관계의 강화는 투자 모기업의 통제력이 강화되고l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 

의 자율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지역기반 네트워크와 

뿌리내림의 경향이 약해짐을 의미하고l 기업조직 내부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강세는 한국 

이라는 공간 내에서 세계적인 힘의 강화를 의미한다. 반면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지역기반 네트워크와 뿌리내림의 강세는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특정 지역내 외국인업 

체와 지역내 토착기업간의 상호의폰성이 커지면 협력관계가 증진되게 되고l 이것은 모기 

업과 자회사간의 관계가 약화됨을 뜻한다(Staber， 1996). 이러한 기업의 관계가 국제적으 

로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과 같은 특정지역 내에서 집중 

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세계화가 증진될수록 기업내부의 통제력파 기업외부와 

의 협력관계에 따른 기능의 입지변화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집중과 분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Dicken， 1992). 

최근의 논의들은 기능인력의 이동l 기술혁신l 외부경제효과를 통해서 산업이 공간적으 

로 군집하는 현상이 지역의 성장과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 

지역내 기업간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가l 정보나 지식이 전파되기 위한 지역내 학습문화 

내지 유연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l 사회구조 속에 기술혁신의 토양이 뿌리내려져 있 

는가l 여러 혁신주체 및 행위자틀간의 사회적 관계를 튼튼하게 이어주는 제도적인 기관 

또는 조직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가 둥을 혁신적 지역성공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Oinas and Malecki, 1999; 박삼옥， 1999). 

외국인직접투자업체는 외국투자 모기업이 갖고 있는 지적자산 뿐 아니라l 투자대상국 

내에서 많은 기업 및 관련 행위자들의 지식이나 노하우l 해당지역 인력 개개인의 지식능 

력 둥을 활용한다. 모기업과 투자대상국 투자업체가 연결되어있는 조직과 해당지역내의 

공유지식 활용을 통하여l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전체의 문제 해결능력과 가치를 향상시 

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까닭에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기 

업은 선진 정보 및 지식의 이전효과 및 일출효과 둥을 통하여 한국내 지역혁신에 이바지 

하며/ 한국 공간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매개체인 기업이 활동을 하기 위해 지역이라는 기반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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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이다. 한국내 입지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도 암묵적인 지역특수의 지식， 매 

개기관， 단체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의 문화 둥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 

역을 중요시해야만 한다. 한국내에서의 사회 • 문화적 근접성이 거래비용(물리적 거래비용 

및 신뢰를 통한 관계적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기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외 

국인직접투자기업이 한국내에서 지역기반 혁신활동올 영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저14절 연구의 틀 

보통l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 해외공간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조직 내부 

네트워크(본사와 자회사의 관계)와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타기업/ 기관l 기업외 행위자들 

과의 협력)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Zanfei， 2000; 52이. 다국적기업의 기업 

전략이 기업내 조직을 통해서 자회사 및 해외지사에 영향을 미치며l 다른 기업들 및 기 

업관련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외부관계를 또한 형성하기 때문이다(Ghoshal and 

Bartlett, 199이. 이러한 이중 네트워크를 통해 다국적기업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관계를 적 

절히 조망하며l 그들의 전략을 세워나간다. 네트워크 조직은 기업에게는 외부효과를 내 

부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선별적인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조직의 유연 

성을 유지한다. 또한l 경영조직의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혁신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조직이다. 내부관계와 더불어 특정지역의 이점을 활용하는 이러한 이중 네트워크 

의 형성은 외국인직접투자업체에게 있어 중요하다. 

특히 기업 네트워크의 관찰은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이나 혁신의 원천에 접근하는 매 

우 효율적인 방법이다(이홍구， 1994). 이 때문에 네트워크 조직은 외국인기업과 같은 국 

제적인 기업의 활동을 위해 중요한 세계화 수단이 된다. 보통 다국적기업은 복합적이고 

국제적인 통제와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조로 조직을 개편하며/ 기 

업네트워크는 개별기업l 거래활동l 자원l 지식의 교류활동 동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 

루어진다(박삼옥 외， 1998). 

그러나I 이때 본사 및 선진국 위주의 거시적인 입장에서만 기업관계를 조망할 때는 

투자대상국내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뿌리내림 현상을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틀은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입장에서l 기업네트워크를 관찰하는 것이다. 자회사의 입장에서 지역과의 관계를 보는 것 

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수혜자 입장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적극적인 학습행위자이며l 경쟁 

적 우위의 창출자로서의 기업의 역할을 보려는 시도이다(Morgan， 199끼. 기본적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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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의 혁신이 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I 산업성과(ind ustrial performance)의 수행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13) (Yeung, 1994) 

첫째，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는 외국인기업의 다국적기업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의 조직내 지식I 서비스 네트워크 둥 기업기능의 비국지적 네트워크(non-local 

network)형성관계를 알아본다. 이러한 내부의 관계는 기업조직 외부의 타기업과의 관계 

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국지적 네트워크와는 달리 통제 및 규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l 이것은 힘의 관계(power relations)라고 할 수 있는데l 내부 힘의 균형l 즉 모기업 

과 자회사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 자율성이 결정되고l 지식의 획득 • 구현에 따라서 기업특 

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원래 힘의 관계는 개인이나 집단이 일정한 수준에서 조직적인 

계층관계를 경영관리l 지도l 감찰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위계적인 네트워크 관계일 때 나 

타난다(Li， 1995). 따라서I 이때의 네트워크 관계는 행위자간의 명백한 권위가 존재하는 

위계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14). 투자동기에 따른 외국기업의 진입방식l 투자목적에 

따른 지식의 활용l 의사결정과 힘의 관계(원심력과 구심력)는 나아가 세계화와 지방화l 국 

가내/ 지역내 집중과 분산 동 공간상의 입지형태 및 집중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때 

의 관계는 기업내부 조직관계에 따른 세계적인 방사형 구조 속에서 모기업과 자회사간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틀을 볼 수 있는 단서는 지식이 되고l 구체적으로 구현시키는 바탕은 

공간이 된다. 여기에서 굳이 기업내부의 관계를 관찰하는데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은 지식의 이전관계를 보는 시각이 종래의 수직적인 관계l 단방향적인 관계에서/ 지 

식이 순환하는 모델로 바뀌어 감을 의미한다(Zanfei， 200이. 

둘째I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에서 먼저 한국내 타기업과의 네트워크는 외국인직접투 

자기업과 한국내 기업간의 물자의 흐름과 함께 지식의 유통을 포함하는 비물질적인 요소 

들의 수요l 공급관계에 보다 관심을 두는 것이다. 또한 한국내 기관 및 기업협회와의 네 

트워크는 기업 외에 대학l 연구소， 정부기관l 협회 둥 다른 행위자들과 외국인직접투자기 

업이 맺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기업조직 외부의 행위자들과 이루어내 

는 협력관계/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를 보는 것이다. 지역내 협력과 학습/ 지식의 관 

계를 사회적 자본과 혁신지구라는 측면에서 공간과 귀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이다. 협력관 

계가 커진다는 것은 지역행위자들과의 관계l 정보 및 활용 능력에 대한 접근성이 커짐을 

13) Yeung은 기업조직과 생산에 대한 사회적I 공간적 분석을 위해 세가지 네트워크 틀을 사용한 

바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경우 이러한 틀이 적용되는 사례를 분석한 바 있다αeung， 199끼. 
14) 네트워크 행위자간 명백한 권위 위계의 반영 여부에 따라 위계적 네트워크와 비위계적 네트워 

크로 구분한다. 일본의 계열(keiretsu) 구조나 하도급 네트워크 둥이 위계적 네트워크에 속한다 

(이공래l심상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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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때 국지적인 공간의 특성과 함께 비국지적인 특성도 함께 고려한다. 공간적 

으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이중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업체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그림 1 -1). 

않확짧짧용 힘의 관계 

c:::==>사회적 관계 

〈그림 1 -1> 한국내 외국인업체의 이중네트워크 조직관계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내부l 외부네트워크를 모두 합하여 I기업네 

트워크l라고 조작적으로 부르기로 한다. 한국내에서 일어나는 외국인직접투자업체와 한국 

내 다른 기업간의 네트워크 관계는 I타기업과의 네트워크ll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 

와 한국내 기업외 행위자들/ 즉I 대학l 연구소/ 정부기관l 협회l 조합들과의 네트워크는 i기 

관 및 기업협회와의 네트워크I로 부른다. 또한 특히 지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볼 때 깨식네트워크l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표 1 -4 정리). 

네트워크 분석은 I과정l을 중요시하는 동태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기업과 공간발달의 경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 틀로 활용되고 있다 

(Cooke and Morgan, 1993). 이러한 분석은 기업이 해외진출 활동을 펼 때 그 지배 관계 

를 엿볼 수 있는 유용한 틀이다. 단순한 종래의 경제적 지배관계를 벗어나 사회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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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와 공간적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지리학적 함의 

를 갖는다. 네트워크관계는 공간상으로 투영되는 하나의 구조인 동시에 개별기업이 의사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의 표현이기 때문이다(Yeung， 199끼. 

〈표 1 -4>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 

• 기업네트워크 :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기업조직 내부와 기 

업조직 외부에서 이루는 네트워크의 합 

•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와 투자모기 

업간에 일어나는 기업조직 내부의 네트워크 

• 타기업과의 네트워크 :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와 한국내 다른 

기업간의 네트워크 

• 기관 및 기업협회와의 네트워크 :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와 한국내 기업 

외 행위자들l 즉I 대학l 연구소/ 정부기관， 협회l 조합들과의 네트워크 

• 지식네트워크 : 기업네트워크 중 특히 지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네트 

워크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의 틀은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기업조직 내부의 네트 

워크를 통한 자율성을 잘 보이게 한다. 또한l 한국내 타기업과 기관， 기업협회와의 네트워 

크를 통한 뿌리내림의 양상이 한국이라는 공간올 중심으로 지역수준에서 세계적 수준으 

로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네트워크의 활용이 다국적기업에게 유용 

한 것은 기업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와 한국이라는 지역을 중심으 

로 하는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상에서 부족한 점올 서로 보완해주는 상보성(相補性)의 관 

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근접인자들과의 접촉이 자유로운 한국내에서l 또한 세계적인 수 

준에서의 기업내 조직을 통해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특 

성을 갖게 된다. 

기업내부에서 활용이 어려운 지식과 자원은 공간조직을 통해서 수급하고， 한국과 같 

은 특정지역에서 수급이 어려운 지식은 기업내 조직을 통해 외국의 선진지식올 수급한다 

(CamagnÍ, 1999).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와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지방화I 세계화의 한 예를 외국인직접투자업체를 통해서 보여준다.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네트워크 수준이 결정되고I 이것은 

기업조직 내부와 기업조직 외부에 각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트워크와 자율성의 정도 

- 15 -



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공간특성에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관계의 중심에는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지식 활용’이라는 특성이 있다(그림 1 -2). 

〈그림 1 -2> 연구의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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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二관합 법폈렸쾌T~괄츠랫 

관흰첸 환:감훌훌현웰 쩔t똘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민직접투자현황과 기업특성 

•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일반현황 

• 외국인직접투자 기업톨성 
• 일반특성 - 지리적 분포 

기업조직 내부관계 연구 기업조직외부관계연구 

-한국내 투자동기 
-한국내 입지록성/공간특성 

- 한국내 타기업과의 네트워크 
-한국내 FDI 기업 의사결정 -한국내기관및 기업협회와의 

-한금내 FDI기얼임 자를설 네트워크 

+기업조직 내부 네트워크 
-한국내 뿌리내립 

+ 기업조직 외부 네트워크 

지식활용 

+ 
종합정리:사례연구 

한국내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사례연구 : 국지적，비국지적 
네트워크연구 

* 

〈그림 1 -3>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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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문헌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현연구를 

참조한다. 먼저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그 특성과 공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업조직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비스 다국 

적기업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외국인기업이 특정지역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후 기업지리학 측면에서 지역과 기업의 네트워 

크 관계와 지역내 뿌리내림이 일어나는 특성을 지식의 흐름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조직을 지식의 국지적， 비국지적인 네트 

워크라는 측면에서 정리한다. 

저11 절 네트워크와 공간 

보통 I네트워크l 용어는 전기통신 둥 시스댐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l 최 

근에는 사회과학에서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원용되고 있으며l 특정한 형태 

의 관계들로 연결된 행위자들의 집합으로 이해된다. 이런 적용에는 기업과 사랍뿐 아니 

라l 집합체l 조직l 사회체계， 국가 둥 다양한 단위 행위자들이 포함된다(이공래l심상완I 

1999:52-53). 지리학에서의 I네트워크l란 용어는 처음 교통지리학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인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뿌리내림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지리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런 네트워크의 개념은 사회학 뿐 아니라 

경영학l 경제학 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접근방식은 조금씩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경영학이 새로운 경영원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면I 경제학은 시장과 

계층의 중간 거래원리를 강조하는 조직이론으로서 네트워크를 연구한다. 사회학에서는 경 

제활동의 사회적 뿌리내림을 강조하며l 경제지리학에서는 혁신환경 (innovative milieu), 기 

업연계의 질적인 변화l 지역경제의 중요성 둥을 강조하고 있다(김선배， 199끼. 

경제지리학에서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것은 최근의 기업환경에서 비 

물질적 자원의 증가와 함께 협동l 능력 l 시너지 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기 때문이며I 기업조직이 계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이다. 

기업의 활동에는 기술적，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네트워크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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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다. 기업들은 유연적 전문화와 세계화의 시대에 

네트워크라는 기업간의 다양한 공식적l 비공식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펼 

치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간다(Lakshmana and Okumura, 1995). 물론 네트워크의 형성 

이 두드러지는 것은 산업구조의 재편과 함께 기업들의 생산체계 변화가 유연성올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경향과 관련이 깊다. 새로운 유연적 생산체제 하에서 국제적 네 

트워크를 자랑하는 다국적기업은 네트워크내에서 기업내부 조직의 우위성을 살린다. 특정 

지역 내에서는 협력과 경쟁관계를 통해 기업의 전략에 따라 관계의 정도를 조절하며 지 

역 경쟁력을 높여가는데I 그에 따라 공간조직도 변화한다(남영우 외， 200이. 

기업의 공간활동을 설명할 때 종래의 시장이나 계충원리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l 이와 관련된 경제학적인 입장은 거래관계에서 I네트워크’를 명백한 l시장체계l나 

잘 조직된 I계충관계I와 구분되며 중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Hakansson and 

Johanson 1993; Cooke and Mor쩔n， 1993). I시장체계’ 내에서는 가격을 중심으로 독립적 

인 기업관련 행위자들이 계약관계에 의해 흥정이라는 활동을 펼친다. 반면/계충관계l의 

경우는 기업이 투자와 합병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직적 • 수평적인 통합을 꾀하며l 그에 기 

초한 대규모 중앙집권적 기업조직을 이룩한다. 이때는 고용관계에 의한 관리감독의 특성 

이 나타나며， 위계질서가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난다(이근 외， 1995). 네트워크의 관계는 

계충관계보다 연결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적용력이 

우월하며， 반복적 · 장기적인 관계 특성을 가지며l 공식적인 계약과 함께 비공식적인 신뢰 

와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네트워크I 관계에서는 시장체계와 계충관계와 달리 신용 

에 기반한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중요하다(김선배， 199끼. 

네트워크의 연구가 최근 활발한 경제지리학내에서도 기업활동과 관련된 t연계I와 I네 

트워크l의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기존의 연계는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기 

업간의 물자 이동l 즉l 원료l 생산품l 기계설비l 관련 서비스 구입 둥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올 총칭하는데l 물자연계와 서비스 연계 또는 구매연계와 판매연 

계로 구분된다(Hoare， 1985). 구매와 판매연계는 기업간의 관계에 따라 보통 전방연계 

와 후방연계로 크게 나뉘게 된다. 기업간 연계는 생산물과 관련되는 물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관계인 반면에 네트워크는 기업간 물자의 이동뿐 아니라 정보， 지식I 기술의 흐 

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물론 기업연계와 관련하여 서비스 연계와 정보연계의 개념이 

나타나지만/ 물자를 중심으로 물자가 시장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투입물의 

개념으로 다루어지는 수준이며/ 정보나 지식 그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올 중요시한다 

(Chapman and Walker, 198끼. 반면 네트워크의 개념이 사용될 때에는 반복적이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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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성/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관계로서의 공식적인 계약 이외에 비공식적인 신뢰 

와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식적인 협력(죠인트 벤쳐， R&D협정l 연구협력/ 기술교 

환 인정l 하청)과 비공식적 협력I 또는 지속적인 시장관계가 모두 포함된다(Camagni， 

1991). 이런 관계에는 정보l 기술， 재정 l 제도적인 지원， 경영기회， 지역문화l 인적자본의 

특성， 교육 둥이 중요하며l 둘 이상 교환관계들의 집합으로 나타난다(Kamann and 

5t헤ker， 1991). 

<표 II -1> 기업연계와 네트워크의 특성 상대적 대비 

구환 연 져3 너l 폰협3. 

기업간 
물자/ 서비스 중심 물자I 서비스l 정보y 지식 f 기술 둥 

이동 

동름 물질적 I흐름’중심 물질적l 비물질적 흐름 

일회적l 단기적l 공식적I 계 반복적， 장기적l 공식적 · 비공식적 신 

관계 특성 약관계/ 비대칭적 종속 뢰 l 협조/ 수평적 협력관계I 경제적 · 사 

관계/경제적I 경직성 회적，유연적 

공간적 
국지적 환경 지향 

지역 및 세계 지향; 국지적 환경 및 

트-，흐λ 。케 비국지적 환경 모두 적용 

생산단위 단일 생산단위 기준 다중 생산단위 기준 

변화에 기업전략에 따라 변화에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신속한 적웅 

대한 대웅 대한 대웅 

관련 
공급자I 판매대상 고객 

공급자/고객/연구기관/대학y 혁신지원 

행위자 기관l 중앙관련부처l 은행/ 지방정부 동 

자료 Chapman and Walker, 1987; Johnston, et a1., 1994; Hoare, 1985; Cook and Morgan, 

1993를 참조하여 필자가 정 리 

정리하면， 기업연계가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 단위들간의 생산물 거래관계， 즉l 한 기 

업이 다른 기업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의 상호작용을 일걷는다고 

한다변(Camagni， 1991), 경제지리학적인 의미에서의 본 논문과 관련된 기업네트워크는 

i기업이 조직내 · 외적으로 경제적l 비경제적 활동을 통해 통합과 협력을 이루는 관 

계'(Yeung， 1994: 476)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I 신용과 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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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는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성립되어 네트워크가 더 잘 형성될 수 있다(표 II -1 참조). 

그러나l 이러한 분류는 명백하게 나누어지는 지는 것이 아니라 이혜의 편의를 돕기 

위한 구분일 뿐 기업활동 자체를 연계와 네트워크로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최근 기업활동의 비물질적인 지식의 흐름이나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간의 상호이익을 지 

향하는 분위기l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옳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폰의 연계I 개념만으로는 해석이 

완전히 되지 않는 협력적 지식 공유를 통해l 지식집약적인 기술l 정보， 지식의 교환이 필 

요한 기업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논문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의 네트워크는 

기업간 국제경제활동에서 기업들과 기업외 행위자들(actors)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이 

자 하나의 협 력 과정 이 다αeung， 200이. 

저12절 다국적기업의 통제력과 기업조직 

보통 다국적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방식은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통제권이나 

시간의 경과l 위험성l 자원 투입 동 여러 조건에 의해서 간접수출에서 라이센싱으로l 더 

나아가 직접수출로l 마지막은 해외직접투자의 합작투자I 단독투자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 

향이 있다(김기국 외， 1999).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라이센싱이나 수출을 통하여 해외로 

진출하고， 어느 정도 해외시장에서의 경험을 쌓은 후에는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는 경쟁이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겸비하 

거나 활동이 국제적인 기업 내지l 우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업종에서 일어난다. 

그리고l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쟁적 위치는 투자대상국의 특수한 상황 및 기업소유 자 

산 둥의 다양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15). 

외국인직접투자 이론에 따르면 제품의 차별화나 마케팅 기술I 정보와 서비스의 노하 

우 동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ownership specific advantage), 지역 · 문화의 유사 

성I 투자대상국의 큰 시장 규모l 정보구득 비용상의 이점 둥의 특정을 갖는 입지우위적 

요소(location specific advantage), 기 업 내 거 래 를 통해 거 래 비 용을 감소시 키 고 이 익 의 극 

15) 이러한 조건들은 기업들의 범세계적인 경쟁전략과 관련이 있으며， Porter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 : 국가들 사이의 생산요소 비용의 차이l 해외시장들의 상이한 

환경I 외국인직접투자 둥과 관련된 외국정부의 역할l 경쟁기업들이나 기업의 목표l 관련 자원들을 

탐지해낼 수 있는 기업의 능력차이 둥이다(Porter， 1990; 조동성， 정몽준， 199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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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도모하여 외국인투자기업가가 유리한 특정을 갖도록 하는 내부화(intemalization 

advantage)우위요소 둥이 중요하다. 독점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계속 

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기보다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 

기 때문에l 해외직접투자를 행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식I 정보， 기술l 노하우 또 

는 규모의 경제를 행할 능력 둥을 보유하고 있어 현지의 다른 경챙기업이 접근할 수 없 

다는 것이며， 기업특유의 내재된 우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이동기 · 이윤철， 1995). 

이러한 기업이점의 우위적 요소와 입지적 이점의 통합은 Dunning의 절충이론으로 유명 

한데l 각각의 우위요소의 머릿글자를 따서 OLI advantage라고 하는데l 구체적인 내용들 

은 산업l 투자대상국가l 원천투자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Dunning， 1989, Bagchi-Sen, 

1997)16). 

특히 Dunning의 내부화이론은 지식 또는 노하우 둥을 해외의 시장에 내놓지 않고I 

기업이 직접 해외직접투자를 행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만든 산출물을 해외직접투자기업을 

통하여 직접 판매할 때 적용된다. 투자대상국의 관세정책이나 거래비용의 과다함 둥 시장 

의 불완전성의 요인들이 이때 작용하게 된다(정구현， 1994). 시장에 내놓지 않고l 기업이 

직접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품(지식)이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며l 기업측면에서는 시 

장의 각종 규제정책이나 장벽들을 우회하여l 비용올 절감하고I 투자대상국내에서 기업의 

우위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지식 및 문화가 그대로 한국 

내로 전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술， 마케팅 노하우， 관리기법 둥과 

같은 지식은 형태가 없는 I용역’의 형태로 취급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렵고/ 

외부노출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내부에서 거래가 되는데I 다국적기업 및 국제적 

인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결국 이러한 내부 거래의 형태가 궁극적으로는 해외직접투 

자로 나타나게 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l 거래비용과 내부화 비용올 비교해 보았 

을 때 내부화를 통한 비용의 절감이 우수할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게 된다(이동 

기 · 이윤철， 1995). 이런 관계에서 다국적기업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본사와 투자대 

상국내 기업내 교역을 확대시킴으로써 기업효율성을 향상시키고l 특정지역내 기업활동 네 

트워크를 범세계적인 활동과 지식네트워크에 연결시킴으로써 기업경영조직의 유연성을 

높인다(이홍구， 1994). 

이러한 목적 하에 다국적기업은 가지고 있는 자산 및 지식을 내부화하거나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l 조직내 학습능력과 혁신능력을 키우려 노력한다. 

16) Dunning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독점적 우위요소를 보유하면 해외시장에서 수출보다는 라이센 

성이나 직접투자를 선호하게 되고/ 이에 더하여 입지적 우위요소가 있게 되면I 라이센싱보다 직 

접투자를 선호한다고 한다(김준동， 199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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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지역화된 시스댐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인 까닭에， 

그 지역은 다국적기업이 최고의 의사결정기능을 어디에 두고I 해외 지사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에 따라 공간적 특성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박삼옥 외， 1998). 

내부화와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국가에 투자를 할 

때 본사와 자회사와의 관계를 보는 관점은 보통 세가지로 나쉰다. 첫째는 본사-자회사간 

의 통제와 협력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며l 둘째는 해당 지역 및 국가의 시각에서 자회사 

의 역할과 관계를 보는 것이고I 셋째는 지역경제 내에서의 자회사의 전략적 행태를 보는 

것이다(Yeung， 2000). 다국적기업은 보통 외국에 진출할 때， 외국인직접투자 동을 통해 

특정지역 내에서 해당지역 기업I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국내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지역내에서의 네트워크는 물론l 본사와의 비국지적 연계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 및 

기업의 우위성을 지역경제 내로 끌어들이는 기술적 학습의 행태를 나타낸다(Malecki and 

Oinas, 1999). 해당지역 내에서 다국적기업이 국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발 

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l 세계적인 활동을 통한 비국지적 네트워크도 형 

성함으로써 기업 자체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은 지역경제에 

대한 혁신결정력이 지역자체의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올 수도 있음올 시사하는 

것이며l 기업이 비국지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장 확대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정보， 

혁신에 관한 지식 동을 획득함으로써 국지적인 네트워크를 보완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생 

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투자가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해당 지역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 세계화와 지방화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셈이다(박삼옥， 1994). 

그리고l 이동성이 높은 지식들이 비국지적인/ 국제적 연계망을 통하여 다국적기업 내부에 

서 전달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 세계화-지방화 관계를 선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인기업의 자회사는 본국의 중앙통제를 받는 동시에 지사의 기능 

역할에 따라 지역경제와 관련을 맺고 자율적인 부분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다국척기업 

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자회사들의 자율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경향 

은 커간다. 또한I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심력과 구심력의 특성을 나타내는데l 

자회사의 자율성이 커지면l 원심력이 구심력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자회사와 지역간의 

친밀도는 높아진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본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멀어짐으 

로 본사와 지역경제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떨어지고， 긴밀한 지역네트워크 결성이 어렵게 

되어 지식의 축적이 어렵게 된다. 반면l 구심력이 커지게 되면/ 다국적기업 본사로부터의 

통제력이 강화되어 다국적기업 본사와 자회사와의 관계는 가까워지지만 자회사의 자율성 

” 
ω
 



이 줄어들게 되어 또한/ 지역으로부터의 지식 획득이 어렵게 된다(Zanfei， 200이.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l 다국적기업 본사의 전략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y 둘째l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투자대상국내에서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적절한 

기업이 지역내 폰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기업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기 

능의 지역집중이냐 세계적인 분산이냐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Dicken， et al, 1994). 

톨쩌|으| 집졸 

J\I 역 자율 섭 

Source : Dicken, et al., 1994, p.39 

〈그림 II -1> 세계화-지방화 관계와 통제력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통제와 자율성이라는 기업내 조직특성이 공간적으로는 지역적 

인 집중과 세계적인 분산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II -1). 다국적기업의 입장 

에서 보았을 때 국제적인 네트워크는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수단이 되어l 

세계적으로 기업 전체의 통합성을 꾀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해당국가에 투자했을 때에 

는 지역적으로 지역 특유의 뿌리내림을 통하여 세계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Porter and Sölvell, 1998). 물론 다국적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관계가 공식화되는 경우가 많고， 암묵적인 지식보다는 공식적인 지식의 교환을 

통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역과의 연계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I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외국기업들은 특정한 지리적 입지를 선택하고I 어떠한 방식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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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역네트워크와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기업이 지역 혁신환경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기업의 비국지적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 

면 본사와의 비국지적 네트워크를 기업활동의 공간적 함의I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경제활동의 세계화l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둥을 통해 개관경제 

(economies of overview)l끼 의 향유를 통하여 기업의 특수자산과 일반자산올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하다. 이는 특정지역의 기회를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에 

서 기인하다. 이를 통해 외부경제의 효과를 다른 공간형태에서도 향유할 수 있는 가능 

성이 검토된다. 실제로 기업은 상이한 집적지에서 발생하는 집적경제의 외부경제 효과를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향유할 수 있다(Camagni and Salone, 1993; Moulaert and 

DjelIal, 1995; Phelps, 1992). 집적경제의 중요한 형태인 산업지구의 형성과 발전은 국지적 

네트워크 뿐 아니라 비국지적 네트워크의 상호보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박삼옥， 1996).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지역내 기업의 혁신은 다른 기업들과의 정보교환 둥 다양한 상 

호작용에 따른 발전과정이며l 네트워크의 정도에 따라 국지적 환경에서 뿐 아니라 더 큰 

제도의 산업환경l 즉/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기업네트워크 

는 지역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로까지 확장 발전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볼 때 기업활동의 핵심이 되는 도시에서 광역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된 고 

차의 도시중심지간의 연결은 집적과 유사한 외부경제의 효과를 창출해낸다(Moulaert and 

미elIal， 1995). 다국적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의 창조적 활동들은 동시에 다른 장소 

에서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간적 상호작용은 창조적 지식의 교환， 기대치 않았던 

창조성의 시너지 효과l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둥을 통하여 호혜적 발전의 가 

능성도 제공해 줄 수 있다(Batten， 1995). 이것을 I가상집적 (virtual agglomeration)의 효과I 

라고 명명하기도 한다(Camagni and Salone, 1995 : 1054). 고차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 

서비스 기능들이 향유되는 도시중심지가 다국적기업이라는 매개수단으로 연계되어 외부 

경제의 효과를 창출하여 이른바 가상집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이다. 기업의 기능 

및 공간조직은 느슨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가상집적/의 효과는 t네트워크에 의 

1끼 다국적기업(또는 자본가)과 같은 행위자들은 기업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지역들을 개 

관(擺觀)하며y 지역의 상이한 조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며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입지결 

정과 같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은(또는 자본가는) 서로 다른 공간적 수준에 

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향유한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전 지구적으로 연계된 각 지역간의 네트워 

크 내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자원을 조 

달하고/ 한 지역에서 이윤율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이윤율의 하락을 충분히 보전 

한다(Moulaert， et al., 1997:106). 

T 

ω
 



해 제공되는 체계적인 외부성 I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느슨한 결합(loose coupling) 

은 구성원들의 정체성이나 독자성i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탐지 

하고， 창조적으로 대응하여l 이익을 창출한다. 각각의 조직 통합을 통하여 공간적인 집적 

경제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조직의 집적이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Moulaert and 마ellal， 1995). 

중요한 것은 사업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집약산업의 경우 유연적인 원거리 네트 

워크를 통해 전문기능의 상호작용과 학습l 시너지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사실이다 

(Moulaert and 피ellal， 1995 : 11이. 기업 진화론적 입장에서 논의되는 i네트워크 기업l이 

본 논문의 논의와 관련이 있는데l 관련된 정보의 흐름과 분석이 사업서비스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기본적 개념이 같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기업은 기업내부의 생산과 

조직체계의 통합l 유연성 전략 둥을 통하여 기업내 기능들을 조정하고， 기업이 이용 가능 

한 정보에 대해 역동적인 의사결정력을 가짐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보인다. 또한， 내부에 

축적된 지식을 넘어선 기업외부의 지식과 자원에 대해서는 단위 행위자들과 지식을 공유 

함으로써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I 경쟁력을 유지한다(Conti， 1995:80-81). 기업간의 연 

결성을 강조한 다른 표현으로 i가상기업 (virtual corporation)'의 특성이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업의 전략목적에 따라 다른 기업의 경영자원올 

유연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동을 

통해 국제적 선진기업들은 기업간 제휴를 통하여 질 높은 경영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가 

능한데l 제휴한 기업들은 사실상의 단일 조직으로 기능한다. 인터넷이 발달하고l 정보통 

신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이 이러한 기업간 제휴에 탁월 

한 능력을 나타내며l 국제적인 네트워크형 기업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나상억， 1999). 

저13절 기업의 지역네트워크 

Amin과 Thrift는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지역의 많은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를 이 

야기했다. 일반적인 기업간 관계뿐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지원 조직과 제도들의 모임l 

기관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18)(Amin and Thrift, 1995). 예를 들어 관련기업 뿐 아 

18) 상호 관련되어 있는 조직 및 기관들의 거미줄처럽 얽혀있는 지원관계의 망이라 할 수 있으며l 

문헌에서는 ’제도적인 집약성 (institutional thickness)’이라 칭하고 있는데， 4가지 특징적인 요소는 

@ 사회적 네트워크 내 다양한 조직 및 기관의 존재 @ 서로 다른 조직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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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금융기관I 지역 상공회의소l 교육기관l 무역협회 l 지역 당국l 각종 연합l 지역 하부구 

조와 관련된 정부기관/ 사업서비스 관련 업체와 기관들l 마케팅 업체 둥의 관련기관들이 

기업의 지역활동에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관들의 폰재 뿐 아니라l 공동으로 

이루어내는 시너지효과(synergy e타ect)와 공동의 목적인데/ 지원기관들의 존재가 해당지 

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역동적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Keeble， et al., 

1999). 또한 기업과 지역의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있는 혁 

신환경 속에서 상호 양방향의 학습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i지 

역 혁 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로 명 명 하기도 한다(Cooke， et al., 1998:1581). 해 

당지역은 협회， 정부 둥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 

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Oinas and Malecki, 1999). 기업들의 혁신능력을 결정하는 

상호 연관된 제도들의 집합l 즉l 동종 및 이종산업의 기업간 관계l 기업과 고객의 관계 및 

기업과 학계/ 정부l 연구소 및 금융기관과의 관계 및 이들 각 기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 

다. 지역의 공간적 요소만이 이러한 체제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l 사회적 · 제도적 · 조직 

적 • 경제적 구조가 모두 포함되는데l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속적 혁신 

환경을 형성한다(Castells and Hall, 1994). 사회적 관계에서 지역내의 문화， 가치， 일상적 

인 절차I 관습I 신뢰감l 명성들도 중요한 제도적 요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역내 기업네 

트워크는 행위자들간의 사회적 교환관계가 전개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바탕 위에 산업 

생산을 둘러싼 활동 및 자원의 거래가 수행되는 경제관계의 네트워크가 포개진 특정을 

가지고 있다(Hâkansson and Johanson, 1993). 다국적기업의 경우 외국에 진출한 외국자 

회사가 지역내 협력관계로 참여하는 일l 특히 지역기업과 제도l 조직에로의 참여관계를 

통해서 학습관계가 발달한다(Ghoshal and Bartlett, 199이. 

혁신환경을 공유하는 지역내 기업들은 특히 외부의 지식을 입수했올 때 지식네트워크 

를 통해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입수된 것들올 사용 가능한 자신만 

의 I지식 I과 I노하우(know-how)'로 전환하는데l 그 과정에서 집단적 학습( collective 

leaming)19) 이 이 루 어 진 다(Lawson and Lorenz, 1999; Keeble, et al., 1999). 

지역 나름대로 제도화된 통제력 @ 같은 운명이라는 구성원들의 공동인식 퉁이다(αnas and 
Malecki, 1999: 1끼. 

19) 집단적 학습(collective learning)이란 보통 I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칙과 과정올 습득 

하고 지식을 누적해나가는 사회적 과정l으로 정의되며l 보통의 I학습’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 

만 사회적 과정을 더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또한l 지역에서의 시간적인 지속성(누적성)과 역 

동적인 상호작용을 논하기 때문에 소위 기업의 t학습’이론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에 더하여 

t공동의 이익 l이라는 의미가 합하여 공동을 위한 l집단적 학습I으로 일걷어진다. 지역이 혁신환 

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위한 I집단적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하며l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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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특성과 관련l 기업의 이러한 지역혁신환경은 집단적 학습의 과정을 통해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난다(Capello， 1999). 새로운 지식의 암묵적인 성질이 상호작용에 의한 독 

특한 학습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식의 공간적 집중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불확실 

성을 지닌 고유한 개인적 지식 내지 암묵적인 지식 (tacit knowledge)20)은 개인간의 반복 

된 접촉 및 상호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리적 근접성과 도시하부구조의 발달을 선 

호한다. 또한， 지역의 혁신과정에서도 지역적인 근접성과 경제기능들의 군집현상은 지식 

의 누적 I 지역의 학습경제 형성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강조되고 있다(Audretsch， 1998; 

Porter and Sölvell, 1998).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식적인 지식으로 표현 가능한 

객관적 지식들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전 가능한 데 비하여， 상호학습작용과 지식의 창출 

을 위해 중요한 암묵적인 지식은 근접성을 토대로 한 대면접촉이 아니고서는 쉽게 이전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공간적인 경쟁우위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Maskell and 

Malmberg, 1999).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행위자들이 암묵적인 지식을 단지 보유하고 있 

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I 그 지식을 통해 사람들 내지 기업 간의 신뢰 속에서 사회 

적 관계가 형성하고， 지식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형식으로 교환된다는 사실 

이다. 학습지역내에서 각 행위자들이 혁신과 경쟁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발달시키고， 

각자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활동을 영위할 때 공동의 협력을 행하는 네트워크 또한 발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경우，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기관l 

벤처캐피탈회사l 법률회사l 협회 및 기관들이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며 지식네트워크를 통 

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l 암묵적 

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 안에 진입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암묵적인 

지식과 학습지역의 의미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혁신활동과 I집단적 학습I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Capello， 1999). 
2이 칼 폴라니는 지식의 범주를 形式的인 았l識(explicit knowledge 또는 codified knowledge)과 暗
默的인 쩌1識(tacit knowledge)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로 표현 가능한 객관적 

지식을 형식적인 지식으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적 지식I 은유를 통한 전달I 경험을 통해 

폼에 밴 지식을 암묵적인 지식으로 칭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소위I 지식을 홉수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자 토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셜명에서 보면 소위 암묵적인 지식은 주관적/ 체험적I 

가치에 기반한 지식이며l 고도로 개인적이며 쉽게 형식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어려운 지식형태이다. 이는 기업의 지식창조과정에서 외부 지식기반 

의 내부화l 자체 성원간의 지식전달 및 의사소통l 그리고 내적 축적으로 인한 새로운 혁신성과 
창조능력 때문에 중요하다(서이종 1998). 이러한 경우의 암묵적인 지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험적 지식이나 노하우αnow-how)인 탓에 상대적으로 지식이전이나 사용시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데l 이런 맥락에서 I sticky knowledge'로 묘사되기도 한다(Audretsch， 1998; von Hippe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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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에서 학습능력과 혁신환경l 공간의 수준을 적용해보면 한국의 기업들이 

지역내에서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으며 l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어떻 

게 영향력을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Capello(1999)는 이러한 지역의 학습 발전 정도에 따라 산업지구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으 

며l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II -2). Capello에 의하면l 지역내 단순 기 

업집적지 (A)가 혁신환경 (B)의 수준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간 네트워크와 

조직 · 제도 · 문화에의 근접성l 사회적인 신뢰감， 지식과 노하우가 자유로이 이전될 수 있 

는 분위기 둥이 중요하다. 또한l 이를 기반으로 혁신시너지가 형성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Capello는 각각의 중간단계별로 특화된 기능지역을 통해 산업지구I 집단적 학습환 

경 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조건들 중 미비된 요소가 있을 때는 각 단계별로 다른 형태 

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간 협력 관계뿐 아니라 기업외 행위자 

들간의 상호작용l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창업환경l 지역내 학습이 가능한 지역분위기 

퉁이 혁신적인 지역환경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멈짧획습능력 

자료 : Capello, 1999, p. 358에 서 정 리 

<그림 ll-2> 산업 지구 유형에 대한 발전론적 개념도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의 규모 특성과 관련l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지역내 지식네트 

워크의 이론적 근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ll-2). 이에 따르면l 기업내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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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강하고， 내부지식 소퉁이 원활한 대기업은 안정적 연구개발 둥 내부의 암묵적 지식 

을 자체혁신에 활용하지만l 지역내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때로는 지역혁신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I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간의 지식 공유와 사회화 과 

정을 통해 산업지구 형성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ll-2> 기업규모와 지식 • 공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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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apello, 1999; 이공래，심상완， 1999를 기초로 재구성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런 관계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접목해보변 의미가 있다. 투자대 

상국과의 관계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데 유연성이 부족한 외국인기업은 대 

기업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외국인기업과 지식네트워크의 관계 

를 유추해 보면 사회적 관계와 공간적 특성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과 학습의 관계는 양자간 관계를 통해 개별 개체들이 공유하는 지식기반이 창출 

되고 발전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개체간의 지식은 그들이 바로 직면하고 있는 기 

술 및 조직의 혁신을 위해l 상호 협력 가능한 생산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쓰인다(Keeble 

& Wilkinson, 1999). 일정한 지역내에서 혁신과 기업의 관계는 지역내에서 암묵적인 지식 

에 기초해l 시행착오를 통한 I실행에 의한 학습(leaming-by-doing)'과 i사용에 의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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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by-using)' , 생 산자와 사용자간의 t상호작용에 의 한 학습(leaming-by -interacting)’ 

을 통해 점진적인 혁신l 시너지효과와 함께 기업간의 학습능력을 배양해 나간다. 더 나아 

가，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줄이며l 집적경제I 학습지역과 혁신환경을 만들어간다21) 

(Lundvall, 1992:9; Asheim, 1996). 관련정보가 폰재하는 장소에서 사용자가 학습과 상호 

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나은 경쟁력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 

우에도 이러한 경우는 해당이 된다. 외국인기업들도 한국내 기업들과 일련의 학습과정을 

통하여만 지역내에서 원활한 혁신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혁 

신적인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의 자회사는 해당지역의 기업간 네트워크에 뿌리내리고 해당 

지역내 중소기업들과 상호작용을 원활히 함으로써 기술이전 둥의 혁신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Morgan， 1997; Pratt, 1997). 외국기업이 해당국에 직접투자를 행할 

때 해당국 생산자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현지기업과 하청 계약 둥올 체결 

함으로써 해당국의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해당국은 외국기업의 폰재로 인해 기 

술과 지식의 일출효과(찮出效果:spill-over effect)를 누린다(재무부， 1992). 또한l 한국올 

비롯한 신흥공업국처럼l 외국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과 지역적 기반이 폰재 

하는 경우， 다국적기업은 기꺼이 지역기반과 연계하고 R&D 투자 둥올 통해 그 지역의 

축적된 지식올 활용하려 한다(Fromhold-Eisebith， 1999). 물론 외국기업의 현지조달 비율 

은 해당국의 기술수준이나 서비스 수준l 산업별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미국l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외국기업들은 기술집약l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l 사업서 

비스와 같은 지식집약산업의 경우에 기업경험l 숙련인력 동을 바탕으로 투자대상국 경쟁 

자들보다 더 높은 경쟁적 우위를 나타낸다(Bagchi-Sen， 199끼.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수준 

에서 해당 투자대상국 지역내 뿌리내림은 사업서비스와 같은 지식집약서비스의 경우 다 

른 산업과의 지식 · 기술연계를 통해 해당국가 지역발전에 영향을 준다(Bagchi-Sen， 1995). 

특히 지금까지의 다국적기업과 자회사에 대한 연구가 경제적 시각 및 거래비용 문제에 

중점을 두어왔던 것에 대하여 사회 · 문화적 관계와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회사의 사회 · 문화적 관계와 영향력에 초점을 많이 맞춘다(Yeung， 

2000). 

이와 관련，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혁신의 관계분석을 위해 유용한 모 

텔이 있다. Shefer와 Frenkel(1998)은 여러 가지 변수를 조합하여 사용l 지역혁신과 상호 

21)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간의 신뢰뿐 아니라l 의식적 · 무의식적 상호작용/ 구체화된 전문지식 

의 확산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암묵적인 공통의 문화와 행동규칙l 협동 관행 퉁이 선행되어야 한다 
(Keeble,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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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관해 사분면을 통해 설명한다. 이 모텔이 갖는 의미는 외래기술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해당지역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용 

이하다는 점이다. Camagni(1995)에 의해 제시된 지역혁신환경 측정 모텔을 보다 발전시 

킨 형태로서l 지역혁신성과 협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입안에도 용이한 특성 

이 있다(그림 ll-3 참조). 특히 혁신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당국내의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외국인투 

자와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도웅이 된다. 이를 통해 외부의 혁신에 대한 개입과 지역경 

제에의 뿌리내림l 지역사회에의 통합과 동화， 지역 시너지효과에 의한 자생적 발전 둥을 

살펴볼 수 있다2낀.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Y축은 지역혁신성의 정도I 즉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혁신율을 나타내고， X축은 지역공동의 상호 작용성， 즉l 서로 인접한 기업간의 경제-사회 

적 상호작용l 즉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혁신환경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a)의 경우는 지역의 혁신성도 떨어지고 지 

역공동의 상호작용성도 떨어지는 까닭에 지역이 정체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b)의 

경우는 혁신성은 있지만， 상호작용성이 떨어지는 경우로 합리화 내지 혁신이 지나치게 강 

요된 경우이다. (c)와 (e)의 경우는 지역내 기업간 협력l 공동 투자， 지역내 공공기관의 

협력 둥은 있으나l 혁신성이 떨어지는 경우로 지역발전이 원조로 인한 발전l 보호발전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지역내 고용활동이 원활하고 상호작용이 높지만l 지역의 혁신 

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이다. (d)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같이 

외부의 혁신인자가 지역내로 들어와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경우로l 외부주도형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과의 상호작용 정도는 떨어진다. (f)는 지역혁신성과 상호작용성 

이 모두 충족되어 지역내에서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지역의 혁신환경이 잘 창출되는 

경우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2개의 발전방향이 가능한데I 첫째는 지역상호작용성 (local 

synergy)에 의한 자생적 발전지역이 성장을 거듭하여 높은 생산성과 혁신성올 창출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a)에서 (c)또는 (e)단계를 거쳐 바로 (f)의 단계로 올라가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의 혁신에 대한 개업이 지역경제에 뿌리내리고， 지역사회에 통합， 동화되어 

혁신을 창출하는 경우이며， (a)에서 (d)를 거쳐 (f)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혁신성은 있지만l 지역과의 네트워크 연결성이 부족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통 (d)의 

22) 이와 유사한 분석사례는 i지역내 기업의 학습l과 I상호작용I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들어 @기업 

간 학습과 상호작용이 지역내 존재하는 경우， 혁신환경의 가능성이 있고，(2) 학습은 있으되 상호 

작용이 없으면/ 기술지구(technopole)의 성향이 있으며， CID 상호작용은 있으되 학습이 없다면 산 

업지구의 가능성이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αnas and Maleck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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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혁신적인 지역환경의 영향이나l 

해당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 정책 둥으로 지역과의 동화나 뿌리내림이 순조롭게 일어난 

다면l 지역혁신성과 지역공동의 상호작용 정도가 모두 높은 (f)의 위치에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은 단순하지만l 직관적인 그림을 통해 지역내 혁신 

성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어 사업서비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내 행태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지
 역
 획
 신
 성
 

Y 

지역공동의 상호작용성 

X 

자료 Shefer and Frenkel, 1998에 서 재 구성 

〈그림 II-3> 지역의 혁신성과 상호작용성에 따른 발전방향 

잊
 에 



저14절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지식활용과 공간특성 

서비스의 국제화에 있어 사업서비스는 서비스업체와 고객과의 상호작용정도가 높고 

인력을 통한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는 경우로 수출이 아닌 직접투자나， M&A를 통한 국제 

화의 가능성이 높다(Vandermerwe and Chadwick, 1989). 국제적인 관계와 해당국가 내 

에서의 지역적인 관계 모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특히 l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 

투자업체의 공간조직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지적인 관계와 비국지적인 관계의 두가지 특 

성을 모두 나타낸다. 외국인기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네트 

워크를 조직한다. 또한l 혁신가능성이 높은 국지적 환경에서 혁신자원을 집중시키면서 

공식적I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내 행위자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혁신 

을 창출한다(남영우 외， 200이. 

그 중에서도 기업네트워크의 중요한 흐름은 기업내 지식의 이동을 통해 나타난다. 

지식의 중요성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에게 중요성을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흐름이 

때로는 I세계적 I인 특성을 갖지만l 중요한 지식은 지역수준에서 전달이 된다는 사실이다 

(Kogut et al. 1993). 특히 사업서비스 업종은 학습조직과 지식을 함께 활용함으로서 기 

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관련기업들과의 관계를 넓힘으로써 지역수준에서 지식의 흐름을 

관찰하는데 좋은 대상이 된다. 

네트워크의 분석에서는 지역적인 네트워크가 지역의 암묵적인 지식과 숙련기술들을 

활용 가능하게 만틀지만l 세계적인 수준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높은 수준의 지식네트워 

크를 통한 상호연결이 가능하여 기업의 진정한 I능력I을 발휘시킨다(Huggins， 199η. 따 

라서， 지식네트워크가 더 넓은 국제적 지식네트워크와의 접속이 가능할 때/ 중요한 지역 

의 발전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Nijkamp et al., 1994), 기업의 혁신은 이와 같이 지식네 

트워크와 특정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하우들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Maillat 

et al., 1994). 

중요한 것은 특성에 따라 분류된 지식l 즉 형식적인 지식과 암묵적인 지식간의 관계 

이며 l 차이에 따른 활용이 지역에 영향을 미쳐 지식네트워크를 형성하며l 지역을 의미 있 

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며 혁신적인 과정을 만든다(Lawson and Lorenz, 1999). 이때 

기업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취급되는 지식의 종류는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요 

약한 것이 〈표 ll-3>이다. 지식의 특성이 암묵적이냐/ 형식적이냐 따라 기업내 학습과 

전달경로가 달라지게 되고I 그에 따른 네트워크가 달라지게 된다. 형식적인 지식은 글을 

쓰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형식을 갖추는 것이 용이하며l 한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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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도 간단하다. 이에 반해 암묵적인 지식은 각 개인의 l노하 

우I라는 측면에서 행위자의 특성에 묶여있다. 형식적인 지식은 하나의 상품처럼 복사하 

고 교환하는 것이 용이하며l 접근도 쉽다. 반면I 암묵적인 지식은 교환도 어려울 뿐더러 

접근성의 정도도 더 떨어지게 된다. 

〈표 II-3>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과 지식의 유형 

지식 휴형 71 업내 학습 지식의 생성 
상호작용옳 

전활 경로 
지석활용의 

흉한화슐 설마려 

형식적인 교육，정규적 정규적 기록I 정보전달의 
정보통신기술 

정규적인 

지식 훈련 처리 절차 신호 자격 

덜 형식적인 도제제도l 일상적인 과정 
경험의 공유 

토론/ 회의/ 숙련기술/ 

지식 시행착오 자유로운 기록 바。무c.. 경험 

종업원의 

암묵적인 
사회화 

규범의 이해 이해와 소통 이동 
문화 

지식 정신적 교감 규범의 공유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자료 : Maillat and Kebir, 1998, 12 

지식은 일단 축적되면l 기업내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 

는데 드는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조직화l 체계화된 기술진보에 의해서 외부효 

과와 자기중식 둥을 통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r 지식기반기업은 문화권이나 종교I 

언어/ 교육l 기후 동의 차이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창출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은 현지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가 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한국내에서 지닐 수 있는 독점적 우위는 이렇게 

국제적 기업네트워크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식 및 정보의 활용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I 지식과 공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연결지어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대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근접한 지역내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에 대해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암묵적인 지식을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의 증대효과는 형식적인 지식과 정보의 근접 l 취득가능성은 높여주지만l 상호 

작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암묵적인 지식은 가까운 공간에서의 대면접촉 필요성을 더욱 요 

X 

ω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Maskell， P., and Malmberg, A., 1999). 

다국적기업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지식을 교환하고l 

세계적인 기업체계의 통합을 꾀하는 한편I 진출지역 내에서 특유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특유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원을 발전시킨다(Porter and Sõlvell, 1998). 외국인직접투 

자기업은 세계적인 정보와 지식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화의 차원에서 지역수준의 

지식을 세계적인 정보로 상용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지방화의 차원에 

서 한국과 같은 투자대상국내의 지역내 행위자들과 대면접촉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축적 

을 쌓고 교환한다(Cohendet， et al., 1999). 지식의 사회화I 협력I 외부화 과정과 내면화I 

종합화의 특성을 고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 

식적인 수준에서 암묵적인 지식은 지역적 특성， 형식적인 지식은 세계적인 특성을 갖는다 

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매체l 인터넷 둥으로 인해 형식적인 지식 

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기반 하에서이다. 

〈표Il -4> 자본에 뿌리내린(embedded) 지식과 국제적 이동성 

센싹확 。f홉썽 I 

원료 / 표준화된 부품l 제품， 기계 

물리적자본에 데이타베이스 자료， 청사진 

뿌리내린 지식 CAD/CAM 시스템 
| 신제품의 부품과 기계 

출판된 연구자료 

인적자본에 
최고 경영자 / 숙련기술인력 

중간 경영자 / 

뿌리내련 지식 개인네 E워크 

사회적 자본에 
오래된 전통 / 사업관습 

뿌리내련 지식 
법·제도 독특한제도 

상호 연결된 행위자들 

자료: Porter and Sölvell, 1998, 448에서 인용 

중요한 것은 개인 또는 기업에게 암묵적으로 뿌리내린(embedded) 지식을 어떤 정보 

형태로 다른 행위자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l 지식전달의 상호작용은 기업간l 

개인간의 사회적인 과정을 동반한다. 뿌리내린 지식과 지식의 이동성에 대한 관계를 요 

약하면 〈표 11 -4>과 같다. 기계l 표준화된 부품들과 관련된 지식I 물리적 자본에 뿌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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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지식은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이동성이 높은 반면， 신제품과 관련된 지식은 이동성이 

낮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에 뿌리내린 지식도 세계를 넘나드는 최고 

경영자나 숙련기술인력은 국제적인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다른 인력들은 그렇지 

못함이 나타나 있다. 사회적 자본에 뿌리내린 지식 또한 오래된 전통이나 관습에 엄매 

여 네트워크 구조에서 분리되기 어려운 속성을 보이고 있다(Porter and Sölvell, 1998). 그 

러나l 암묵적인 지식은 다국적기업의 내부네트워크를 통할 때 효율적으로 형식적인 지식 

으로 변화하여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동성이 높고 많은 행위자들에게 전 

달이 가능하다(Zanfei， 200이. 

이와 관련된 지식변환의 4가지 단계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지식 

과 암묵적인 지식의 변환관계에 따른 공간적인 특성을 나타낸다(Park， 2000)(그림 II -4 참 

조). 

첫째l 암묵적인 지식에서 암묵적인 지식으로 지식변환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외국인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대상국 지역내에서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에서 마주치는 고객/ 동종 

업체l 하청업체들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교류l 상호작용관계를 적용해 볼 수 

있다. 공간적으로 암묵적인 지식이 근접지역의 행위자를 통해서만 전이되고 활용되는 까 

닭에l 지역 수준을 넘어나 교류되기 힘들며l 특정지역 내에서만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지식의 생산은 국지화된 과정이기 때문이다(박삼옥 외， 1998). 기업의 학습과정올 다 

루는 연구들에서는 혼히 함묵적인 지식이 지리적으로 이동이 어렵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리적 공간을 가로질러 가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형식적인 지식에 비해 대면적 상호작용과 반복적 접촉올 필요로 하는 암묵적인 지 

식은 i공간I의 의미를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이다(문미성， 200이. 

둘째l 암묵적인 지식에서 형식적인 지식으로 지식변환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기업의 

암묵적인 지식이 공유되거나 통합되어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I 

암묵적인 지식이 형식적인 지식으로 객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지식에 대한 경쟁적 우 

위가 더 이상 선진국 및 특정국가에서만 창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하우l 지식은 지역수준에서 매우 다른 조건들 하에서 창출되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될 수 있다. 정보 가공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공간상 다른 지점들 

간의 지식을 이전하는 비용과 이동 속도를 줄였으며l 다국적기업 내부에서의 소통지식 또 

한 이와 같은 현상에 영향을 받아 지식 이전에서 많은 효율성을 갖게 되었다. 지역내보 

다 낮은 비용과 큰 가능성으로 지역의 암묵적인 지식을 정보화해서 기업내부 조직을 통 

해 다국적기업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전시킨다. 

킨
 



F)(g융욱 식 암적인지 

R 

O 

M 

;믿~ 영쉴인지식 

암묵적인 지식 

(Local) 

T 0 

출처 : Park, 2oo0 에서 재인용 

형식적인 지식 

(Global) 

〈그림 II-4> 지식변환의 4가지 창: 공간특성 

셋째l 형식적인 지식에서 형식적인 지식으로 옮겨가는 경우이다. 각각의 기업 구성원 

인 개인이나 집단이 만든 형식적인 지식을 조합시켜서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해나가는 부 

분이다. 앞에 언급된 대로 형식지는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 없이 비교적 

쉽게 먼 지역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y 기업이 세계화될수록 보면적 정보의 확산을 더욱 

돕는다. 

넷째l 형식적인 지식에서 암묵적인 지식으로 옮겨가는 경우이다. 하나의 가공된 형식 

적인 정보가 외국인기업 내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기업조직 안에서 다시 함묵적 

인 지식으로 뿌리내리는가 하는 부분이다. 공간적으로 세계적인 정보가 지역단위의 행위 

자에게 전달되어 지역내에서 뿌리내리는 경우이다(Park， 200이. 

이렇게 지역내 뿌리내린 암묵적 지식들이 종합되어 하나의 결과물로 축적이 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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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다시 세계적인 수준에서 투자 모기업에도 전달되고l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다. 문 

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방의 시대에도 지역단위로 암묵적으로 통 

용되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점이며/ 이는 친밀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는 사실이다. 기업의 조직 내부 •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통용되는 지식은 기업의 국지적 • 

비국지적인 공간상의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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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저11 절 일반적 현황 

1990년대 초반 부진했던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 선진국 경기의 회복I 한국내 외국인 

투자 개방업종의 확대 둥에 힘입어 1994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달리고 있다. 

1998년과 1999년 11월까지의 최근 2년 동안의 투자유치 실적은 1962년부터 1997년까 

지 한국이 유치했던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90%에 달하며， IMF 외환 위기 이후 오히려 외 

국인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이.<그림 ill-1>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더욱 확실히 볼 수 있다. 어음 부도율은 기업의 부침상태를 나타 

내주는 지표로l 경제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경제성장률과 부(負)의 관계 

를 갖는다.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97년과 1998년 IMF의 여파로 국내 어음부 

도율이 최고조에 달해 기업이 도산이 가장 극심했올 때 오히려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고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1999년에 들어서도 어음부도율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투자증가에 탄 

력성을 얻은 외국인직접투자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찍접 .. 자액 
(빽 만톨 ) 

18000 

12000 ‘ -• ---•••-----• •• --••• ---••-•••-_ .. -

10000 r- ••••-----••• • ••••- ••• -•••• 

0.52 

어 을 부 도 를 (%) 
0.6 

0.5 

0.3 

----•••----• •-•• 0.2 

2000 

’990 1991 1993 199‘ ’995 1996 1997 1998 1999 
염도 

주 : 어음부도율은 장수기준이며/ 외국인직접투자액의 단위는 백만불이다. 

자료 : 재정경제부， 1998，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통계청 KOSIS DB 
(http:j jwww.nso.go.kr) 

산업자원부， 2000， 외국인직접투자 업무참고자료 

〈그림 ill-1> 외국인직접투자와 한국내 어음부도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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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위기로 인해 국내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위축되리라는 예상파 달리 결과적으 

로 증가세가 증폭된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 증가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I 선진국 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세와 함께 한국내 자산가치의 하락， 한국내 대폭적 

인 외국인투자 자유화 조치， 절차 간소화로 인한 외국인들의 투자기회 중대를 들 수 있 

다. 둘째l 이러한 투자기회의 증대와 평소 한국과 아시아 지역 시장에 대한 진출의 필요 

성을 갖고 있던 외국기업들의 의사가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I IMF 외환위기와 관련된 구조조정이 제조업 중심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서비 

스업의 투자비중이 조금이나마 상숭한 것은 외환위기가 없었다면 더 큰 투자의 증가세를 

나타냈을 것이 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표 III-1> 연도별 산업별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천불I (%) 

연5긍객협 쩨쪼업 부폼 ttl총 
환자굽액 i 

셔버스업액 후문 
훌흙Ã}줍 

겁1총 i7l타 셔버스:1 
i츄뽑 환자축쫓 

볍적뿔 

'62-71 231441 (87.0) 32182 (12.1) 13481 (5.1) 
'72-’81 1158329 (72.4) 423060 (26.4) 49876 (3.1) 
'82-’86 931024 (52.끼 829833 (46.9) 22331 (1.3) 
'87-'88 1516616 (64.6) 822066 (35.0) 12502 (0.5) 
1989 729433 (66.9) 359371 (33.0) 17980 (1.6) 
1990 583416 (72.끼 218693 (27.2) 16261 (2.0) 
1991 1069186 (76.6) 325638 (23.3) 18329 (1.3) I 

1992 648012 (72.4) 244267 (27.3) 67607 (7.6) 
1993 526817 (50.4) 517330 (49.5) 156450 (15.0) 
1994 401693 (30.5) 914542 (69.5) 151351 (11.5) 
1995 883546 (45.5) 1057487 (54.5) 138455 (7.1) 
1996 1930158 (60.3) 1254264 (39.2) 112371 (3.5) 
1997 2347931 (33.끼 4567751 (65.5) 421754 (6.1) 
1998 5735000 (64.8) 2938000 (33.2) 916000 (10.3) 
1999 7130000 (45.9) 8357000 (53.8) 2720000 (17.5) 

주 : 금액은 신규 및 증액투자의 합계금액임I 기타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의 하위산업부문임 

자료 : 재정경제부， 1998,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r 산업자원부， 2아)()， 외국인직접투자 업무참 

고자료 

〈표 III-l> 에 보여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 산업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 변화 

에 따라 전반적으로 제조업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서비스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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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표에 나타난 비중이 투자금액의 비중이며l 서비스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상 

당한 폭으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사업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 

타 서비스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전체 산업 대비 투자비중 2%대에서 

1999년 현재 17%대로 성장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현상은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l 

1999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이 8%대에 근접하여 IMF위기 직전 

년도인 1996년 (2.6%)에 비하여 세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ill-2). 

〈표 ill-2>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 GDP대비 비중 

(단위 %) 

자료 : UN, 1998, 1999, World Investment Report 
산업자원부， 2α)()， 외국인직접투자 업무참고자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모는 1997년 기준 세 

계평균 11.7%에는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다른 국가들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은 1997년 현재 싱가폴 81.6%, 말레이지아 38.1 %, 중국 23.5%, 영 

국 21.5% 둥이다. 한국정부에서는 영국과 비슷한 2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산업자원부， 200이.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둥으로 증가세가 보이고는 있지만， 이렇 

게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지금까지 국내경제에서 이루어진 금융l 노동시장，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및 개혁작업 

시행이 미진했던 까닭이며l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및 인식부족 둥 부정 

적인 요소가 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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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투자기업특성 

1. 투자규모벌 특성 

일반적 기업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연도별 투자규모 

별 현황을 알아보면 〈표 ill-3>와 같다. 

〈표 ill-3>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규모별 변화 

단위 : 업체수I (%) 

푸차규모\연도벌 
1991 

비중 
1993 

비중 
1998 

엽l 충 
1999 

바총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5만불 미만 1 (0.9) 1 (0.7) 29 (7.1) 81 (15.5) 

5-10만불 27 (24.3) 44 (29.5) 161 (39.6) 180 (34.5) 

10-20만불 40 (36.0) 43 (28.9) 71 (17.4) 85 (16.3) 
20-50만불 21 (18.9) 29 (19.5) 47 (11 .5) 61 (11.η 

50-100만불 12 (10.8) 18 (12.1) 37 (9.1) 38 (7.3) 
100-500만불 6 (5.4) 8 (5.4) 52 (12.8) 58 (11.1) 
500만불 초과 4 (3.6) 6 (4.0) 10 (2.5) 18 (3.5) 

합 계 111 (100.0) 149 (100.0) 407 (100.0) 521 (100.0)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재정경제부， 1998, 1993, 1991,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연도별로 10만불 미만의 소액투자가 늘고， 100만불 이상의 고액투자도 미세하게 증가 

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1년 전체 대비 비중 25.2% 에 지나지 않던 10만불 미만 

의 투자는 1999년 현재 전체대비 비중 50%로 늘어났으며， 100만불 이상의 고액투자 또한 

1991년 전체대비 9%대에 머물던 비중이 1999년 14.6%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10만 

불에서 100만불 사이의 중간 규모 투자 비중이 1991년 65.7%, 1993년 60.5%, 1998년 

38%, 1999년 35.3%로 점차 줄어드는 것은 소액규모의 투자비중이 증가함과 아울러 고액 

규모도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양상의 결과이다. 이때 소액투자 규모의 업체수 

가 늘어가는 것은 업종특성상 사업서비스 업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탓이기도 하고I 

IMF 외환위기 이후 문호가 개방된 한국시장을 보고 찾아드는 최근 3년 간의 소규모 외 

국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때 대규모 투자자들인 다국적기업 

의 대형투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상대적으로 큰 투자규모였 

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둥이 IMF 외환위기 여파로 투자가 주춤하는 사이 최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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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서비스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법률 • 회계 · 경영상담업 둥의 소액규모 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함께 중첩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표 ffi-7 참조). 그러나I 업체 

당 평균 투자액이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비중은 대규모 

투자로 옮겨가고 있으며I 최근 M&A형 투자가 많이 이어지면서 100% 단독투자의 증가와 

함께 대규모 투자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져 간다 하겠다(그림 ffi-3 참조). 

2. 투자국가벌 특성 

본 연구대상인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국별 분포 현황을 보면 1991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상위 2개국인 미국l 일본에의 집중도는 여전하다(표 ffi -4). 그러나l 

일본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 반면l 유럽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인다. 미국l 일본 

의 상위 2개국 상대 투자비중 추이는 업체수 기준으로 1991년 84.6%. 1993년 83.3%, 

1998년 69%, 1999년 67.7%로 기간별로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며l 반면 영국l 네덜란 

드l 독일 동 유럽 국가들， 특히 네멀란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 ffi-4>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의 국가별 투자현황 

단위 : 업체수， (%) 

협i자5퓨 
1991~렐 1993\웰 1양98혈 1했9~렐 

협혜수 협i옳놓 합쳐~~환 월I 훌훌 합쳐，~한 필옳 합쳤~~찬 핵f옳 

미국 41 (36.9) 67 (45.0) 184 (45.2) 233 (44.η 

일본 53 (47.끼 57 (38.3) 97 (23.8) 120 (23.0) 
네덜란드 2 (1.8) 3 (2.0) 19 (4.7) 26 (5.0) I 

영국 3 (2.끼 5 (3.4) 17 (4.2) 18 (3.5) 
독일 2 (1.8) 2 (1 .3) 9 (2.2) 14 (2.7) 
홍콩 2 (1.8) 3 (2.0) 10 (2.5) 13 (2.5) 
기타 8 (7.2) 12 (8.1) 71 (17.4) 97 (18.6) 
합계 111 (100.0) 149 (100.0) 407 (100.0) 521 (100.0)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재정경제부， 1998, 1993, 1991, 외국인투자기업현향 

* 기타 : 노르웨이，러시아l룩셈부르크l말레이지 ot，버뮤다/버진아일랜드l벨기에l스웨멘/스위스， 

싱가포르/아일랜드，오스트리아I이태리I중국，캐나다I케이만군도l프랑스l호주 동임 

이러한 특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 더욱 증폭되고있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라는 환 

경변화가 그동안 한국진출의 폭이 좁았던 유럽 둥 구미국가에게는 큰 의미를 주었지만/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장점과 기존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었던 일본에게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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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로의 유인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1980년대에 한 

국내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제1의 투자국이었지만l 최근에는 지위가 달라져서 한국내 외 

국인직접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최근 1998년， 1999년 오히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나 

타냄으로써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웅을 잘 못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l 이러한 투자실적은 최근 일본 국내경기의 장기침체I 금융 불안 동으로 일본의 해외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결과로도 보여진다. 특히 일본의 거품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 

어들면서 일본의 대외직접투자가 급속히 감소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적으로 대외 

직접투자에서 열세를 보이는 일본의 국가특성이 한국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기l 이윤철， 1995 : 6η. 한편I 미국의 경우는 1993년의 증가추세에서 이후 미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l 실제로는 미국기업이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시 타지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투자비중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23). 

3. 투자연한벌 특성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연한별 특성을 살펴보면 1999년을 기준으로 1년 이 

하가 12.9%, 3년 이하는 42.8%, 5년 이하의 투자는 63.7%에 달해 최근 5년 동안 폭발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그림 I11-2). IMF 외환위기 기간동 

안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반영해주는 결과이다. 

특히 한국보다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서 앞서가던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실적 부진 

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현상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전체 업종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에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이 35년간 유치했던 외 

국인투자 총액과 비슷한 정도이다. 이를 감안해본다면 사업서비스 분야에도 같은 영향이 

미쳐 최근의 투자가 급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급증의 결과는 정부의 투 

자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와， IMF 외환위기 극복의 노력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 

한 인식을 변화시킨 상황의 조합이라고 보여진다. 

23) 90년대 후반 들어 증가하고 있는 버뮤다y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둥 소위 조세 회피국(tax 

haven)으로부터의 투자는 미국기업들의 현지법인에 의한 우회투자인 경우가 많으며l 말레이지。L 

싱가포르 둥으로부터의 투자 또한 구미기업의 현지법인에 의한 우회투자가 대부분이다(대한상공 
회의소， 2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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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재정경제부， 1998, 1993, 1991, 
외국인투자기업현황 

〈그림 ill-2> 사업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연한별 구성 

사실，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로 미루어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의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때가지 투자유치국으로서 

의 매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질적 투자유치를 못하고I 세계화의 새로운 조류에서 상 

당정도 소외되었던 점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변화에 따라 이제까지의 잠재수요가 함 

께 봇물처럼 밀려옮으로써 최근의 투자가 증가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본다면l 앞으로 

도 몇년동안은 비슷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싱가폴， 중국 둥 투자환경 

이 양호하고I 해당국가의 투자유치가 강한 나라에서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되었 

던 점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투자 지분율벌 특성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평균 투자금액 및 평균 

투자 지분율을 알아본 것은 〈그림 ill-3>와 같다. 이에 따르면I 평균 투자액 및 평균 투 

자 지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기준 평균 78% , 100만 9천불의 투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M&A(기업인수 및 합병) 방식에 의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관 

련이 있다(김기국 외， 1999; 한국은행， 200이. M&A를 통해 획득한 해외자산(기술력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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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재정경제부， 1998, 1993, 1991, 외국인투자기업현황 

〈그림 ill-3> 연도별 평균 투자금액 및 투자 지분율 

지식l 공급네트워크I 유통시스템 둥)은 보다 효율적인 국제생산망 구축으로 세계적인 관 

리와 이윤중대에 기여하며l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 

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8). 이러한 경향을 통해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인들이 국내 

에 기업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국내기업의 인수를 통하여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 

졌음올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투자유형을 구분할 때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 지분율과 관련하여l 크게 

는 100% 단독투자와 그렇지 않은 합작투자로 나눈다. 합작투자는 외국계기업의 완전소 

유나 통제를 기피하는 투자대상국들에게 선호되며l 투자대상국의 이익 및 경제발전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외국인투자가와 국내인의 투자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대개 3가 

지로 구분된다. 외국인투자가의 소유분이 51-99%에 이르는 다수소유(majority 0뼈ed)， 

50%의 동둥소유(co-owned)와 외국합작선이 50% 미만의 소유를 지니게 되는 소수소유 

(minority owned)가 그 경우이다. 물론 외국인투자가가 다수소유일 경우 많은 경영상의 

통제권을 지니게 된다(이세구， 199끼. 이런 이유로 투자대상국에게는 외국인직접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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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요 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표 ill-5>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 지분율별 현황 

단위 : 업체수， (%) 

1훌91 i형93 1찢훌$ 1999 

쳐 쭈훌.~r훌 
후건수j;(} 후 (자천용급}빼 I건F짜수 3융 {자청훌당1핵 l 후짜 후(2청}톨픔)액 건 .. 짜수 후 {짜천훌융}빽 

핸킹한 

1 104 1 104 6 2839 7 3472 
10%미만 

(0.9) (0.1) (0.7) (0.1) (1 .5) (0.끼 (1.3) (0.끼 

10%-50% 46 13561 56 17926 82 56674 95 61408 

미만 (41.4) (14.8) (37.6) (13.0) (20.1) (14.5) (18.2) (11.끼 

11 11721 17 12568 40 18105 52 36315 
50%* 

(9.9) (12.8) (11 .4) (9.1) (9.8) (4.6) (10.0) (6.9) 
50%초과 

24 8146 21 6387 50 28799 76 86831 
100% 

미만 
(21.6) (8.9) (14.1) (4.6) (12.3) (7.4) (14.6) (16.5) 

29 57946 54 100742 229 284595 291 337840 
100% 

(26.1) (63.3) (36.2) (73.1) (56.3) (72.8) (55.9) (64.2) 
111 91478 149 137727 407 391012 521 52586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 (100.0) 

* 50% 투자지분융올 구분한 것은 합작투자시 동동소유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재정경제부， 1998, 1993, 1991, 외국인투자기업현황 

〈표 ill-5>으로 알아본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 투자 지분율별 현황에서 

1999년 말 경영권 지배가 가능한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투자금액 기준 누계투자액이 

전체의 87.6%를 차지하고 있다. 기간별로 보았올 때 50% 이상의 누계 투자액 비중변화 

가 1991년 85%, 1993년 86.8%, 1998년 84.8%, 1999년 87.6%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전반적인 경향으로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한국에의 단독투자 비율을 

높이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주춤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투자비율을 높이는 추세로 나 

타난다. 앞의 경향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들어 M&A 형 투자가 증가하는 현상과 일치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투자지분 완화 조치I 서 

비스업종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완화조치와 함께I 경영권 장악을 위해서 다수지분 대비 단 

독투자를 선호하는 외국인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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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되었던 투자규모의 경향과 맞물려 100% 단독투자는 증가하지만l 금액은 양극화 

되어 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투자당시 연도의 평균 투자연한을 기준으로 특성을 살피기 위해， 1993년은 투자연한 

5년 미만과 이상으로， 1999년은 투자연한 10년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보았다. <표 m 
-6>은 이에 대한 투자연한별 투자유형의 특성을 보충해서 설명해준다. 1993년과 1999년 

을 비교해서 살펴본 투자연한별 투자유형의 비중을 보면 두 연도 모두 평균 기준년도 미 

만일 경우 100% 단독투자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데l 특히 1999년에 들어서는 

그러한 비율이 더욱 높아졌음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투자인 경우 단독투자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IMF외환위기 이후 최근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단독투자 

비중이 높아짐과 M&A 방식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단 

서라고 하겠다. 

한가지 우려할 것은 대개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상이 

익률이 높고I 부채비율은 낮은 경향이 있는데24)，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국내 대 

기업을 비롯한 우량업종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우량기업을 골라 합작투자를 하려는 외국 

인기업의 행태이지만I 국내사정으로 볼때는 상대적으로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지배받기 때 

문에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지표는 향상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으로서는 구조적으로 전통산업이 퇴출되거나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정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투자업종벌 특성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l 업종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에 집 

중되어 있던 투자업종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알 수 있다. 특히l 최근 지식집 

약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업종인 법무 · 회계 · 사업경영상담업의 비율 중가가 두드러진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됨으로써 국내 시장의 비중 증가와 함께 외국 

인투자가들이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는 정보통신업 둥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1999년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산업l 엔지니어링l 법무 · 회계 · 경영 

상담엽의 세부분이 전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표 ill-끼. 

24) 외국인기업들은 대개 한국내 기업들이 외환위기로 어려웠던 1997년과 1998년에도 높은 영업 및 

경상이익률을 나타냈으며(한국은행， 200이/ 이번 논문의 설문조사에서도 매출액이 동기간 중 증가 

하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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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1991년 81 %, 1993년 82.5%, 1998년 77.4%로 IMF 외환위기 시기를 중심으 

로 분산 내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l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ll-6> 투자연한과 투자유형의 관계 

단위 : 업체수， (%) 

효흙;tt혈환 
100% 

합확뽑X￥ 합 껴1 
활흡3륜;tt 

32 52 84 
5년 미만 

(38.1) (61.9) (100.0) 

1993년 22 43 65 

기준 
5년 이상 

(33.8) (66.2) (100.이 

합 계 
54 95 149 

(36.2) (63.8) (100.0) 

10년 미만 
259 186 445 

(58.2) (41.8) (100.0) 

1999년 
10년 이상 

32 44 76 

기준 (42.1) (57.9) (100.0) 

합 계 
291 230 

(100이 l (55.9) (44.1)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재정경제부， 1993， 외국인투자기업현황 

그러나l 데이타베이스업l 광고업 둥 신종 사업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로 인하여 이들 산 

업의 비중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l 최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아울러 

최근까지 한국시장올 그대로 방치했던 외국 서비스 다국적기업들의 진입이 신규 개방 사 

업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변l 전통적으로 사업서비스 업종 

의 큰 비율을 차지하던l 소프트웨어 산업과 앤지니어링 산업의 전체 대비 비중은 더 낮 

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일반적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2가지로 

크게 분류되고l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내용에는 대부분 시스댐통합(51)사업이 포함되고 

있다. 투자현황에서 드러나는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의 투자비중 감소에는 최근 국내 51 

업체의 불황 둥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통합 부문은 현지화가 필요한 사 

업의 특성으로 인해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y 대부분의 외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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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합작형태로 한국에 진출해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25)， IMF 외환위기와 투자의 감 

소가 맞물리는 현상이다. 

<표 Ill -7>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업체수， (%) 

SIC 
업 종 명 

1991년; 1993싣년| 비융 1쨌휩2잊 l:tl융 鋼힐비율 분휴 업체수 비율 업체 업체 

721 
컴퓨터설비 

1! (0.9) (0.7) (7.1) (6.3) 
자문업 

소효트웨어 

42! (37.8) 54! (36.2) 11이 (27 이 1501 (28.8) 722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 자료 처리업 6! (5.4) 6! (4.0) 7! (1.7) 9! (1.7) 

724 데이타베이스업 -: - - ’ - 12i (2.9) 201 (3.8) 

사무휘계y계산 

4! 6 9i 725 기기 유지 및 (3.6) (4.0) (2.2) 

수리업 

기타 정보처리 

3! 3! 킥 8! 729 및 컴퓨터 (2.7) (2.0) (1.7) (1 .5) 

운용관리업 

법무l회계l시장 

201 (18.0) 311 (20.8) 102i (25.1) 1뼈 (26.9) 741 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 
건축，엔지니어 

28i (25.2) 381 (25.5) 1031 (25.3) 115i (22.1) 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743 광 고 업 7i (6.3) 10J (6.7) 281 (6.9) 351 (6.7) 

합 계 111i (100.0) 149! (100.0) 407! (100.0) 521! (100.0)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재정경제부， 1998, 1993, 1991,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엔지니어링 산업은 1992년 말 약 1조 7천억에 달하는 국내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 

며 l 한국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0.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크게 인식되고 있는 산업이다. 이미 개발된 기술원리를 생산현장에 접목하는 

25) 섬충인터뷰 2개 업체 결과 51업체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시장을 많은 부분 장악하고 있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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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제조업 부문의 주요 생산요소로 바로 투입되는 

까닭에 사업서비스 중에서 제조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업의 아웃소싱과 

외부화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2차산업인 제조업과 3차산업인 서비 

스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의미를 갖는다 하여 '2.5차 산업 l으로 불리기도 하고l 고차 

의 생산자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께4차 산업 I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건설업/ 학계 및 연구기관 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다른 산업들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손찬현， 1993). 

사업 및 경영상담업의 경우 주 종사자들이 경영과 관련된 특정한 분야에 대해 고도의 

I지식 I을 가진 전문가들이며l 산업 자체의 의미보다 다른 산업들에게 경영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I정보I를 제공해줌으로써 다른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크다. 

사업 및 경영상담엽은 다른 용어로 I경영컨설팅 l 산업으로 불리우는데， 1997년 기준 서 

비스산업 개방 이후 국내에 둥록된 외국계 경영컨설팅 기업은 총 80여 개로 미국계 49개l 

일본계 13, 기타 187R사이며I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대기업 경영컨설팅 수요를 중심 

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외국 컨설팅사들의 경우 1997년 앤더슨 컨설팅이 336억원(국 

내시장의 8%), 프라이스 워터스가 210억원(5%)， 쿠퍼 앤 라이브랜드가 156억원(4%)， A.T. 

커니가 76억원(2%) 둥으로 국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국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회주외， 200이. 

종합적인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구성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ill-4>이다. 유사한 산업특성의 그룹화와 비교의 편이성을 위하여 세부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업종분류를 SIC 722, SIC 72기타26)， SIC 741, SIC 742, SIC 743의 다섯 그룹으로 구 

분하였다. 이는 SIC 72 중 SIC 722 소프트웨어 자문l 개발 및 공급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을 정보처리 관련업종의 유사한 특정을 갖는 것으로 보고 한 그룹으로 묶은 까닭 

이다. 사업서비스 전체 대비 비중도 미미하여 세부 개별 업종의 비교는 어려웠다. 광고 

업은 전체 대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l 업종 특성상 확연히 다른 업종과 구별되는 

탓에 그대로 구분하였다. 현황을 살펴보면l 소프트왜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비중이 줄 

어드는 반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정보처리업l 기타 회계 · 시장조사 · 사업경영상담엽의 

비중과 광고업의 비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26) SIC 72에서 SIC 722를 제외한 기타 업종을 이른다. 세부업종들은 SIC 721 컴퓨터설비 자문업l 

723 자료처리업I 724 데이타베이스업I 725 사무/회계I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729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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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그림 II1-4>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 산업구성(업체수)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특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투자연한 특성 

을 알아보면 〈표 ill-8>과 같다 SIC 중분류 특성을 알아보면 SIC 72의 경우 투자연한 

분포가 골고루 나타나는 반면， SIC 74는 최근 10년 사이 투자가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 

나 있다. SIC 72에 대한 세분류 특성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비교적 투자연한이 오래된 반 

면 72 기타업종의 투자연한은 오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IC 74에 대해 세분류 

별로 알아보면 SIC 741은 최근 3년간 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SIC 742 엔지니어링 산업은 

투자연한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l 광고업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에 

서 약간 투자연한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서비스의 전통적인 주력업종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 부분의 투자연한이 높은 반면l 최근 관심을 모으며l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사업경영상담업 및 광고업l 데이타베이스업 동의 SIC 72 기타 산 

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연한이 낮다고 정리할 수 있다. 

않
 



〈표 ill-8> 투자업종별 투자연한 특성 

단위 : 업체수， (%) 

푸자연한 
10년- 20년 

\ 1년야하 2댐-3년 4년-5\웰 6년 .. 9랩 합계 
19년 。l쌍 

뽑À)-엽총 (SIC) 
72 정보처리 및 

36 65 51 42 31 6 231 
기타컴퓨터 

(15.6) (28.1) (22.1) (18.2) (13.4) (2.6) (100.0) 
운용업 -------------------- ----.--------------- -------------------- .------------------- ------.-------.-.“.- ---------‘-----.- .‘-------------------_. 
722 소표트웨어 

26 40 23 33 28 0 150 
자문/개발 및 

(17.3) (26.끼 (15.3) (22.0) (18.끼 (100.0) -
공급업 -------------------- ----.-.------------- -------------------- .--.---------------- --------‘---------“ ----------------- ----------------------. 

10 25 28 9 3 6 81 
72 기타* 

(12 .3) (30.9) (34.6) (11.1) (3.끼 (7.4) (100.0) 
74 기타 사업관 31 91 58 71 35 4 290 

련서버스업 (10.7) (31 .4) (20.0) (24.5) (12.1) (1 .4) (100.0) 
-----._---------------------------------
741 법무l회계/ 

24 29 0 140 20 53 14 
시장조사 및 사 

(14.3) (37.9) (17.1) (20.7) (10.0) (100.0) -
업경영상담업 --------------.-.--- .------------------- -------------------- _________ • ___ w ______ -----------------_.- ------.‘.-------- --‘._----------‘._------< 
742 건축/엔지니 

7 26 30 33 15 4 115 
어링 및 기타기 

(6.1) (22.6) (26.1) (28.7) (13.0) (3.5) (100.0) 
술서비스업 -._-----.----------- -------------------‘ ----_._------------- ------.------------- -------------------- ---------.---._-- ---_.--_.-.----. __ .. _.0 

4 12 4 9 6 0 35 
743 광고업 

(11 .4) (34.3) (11 .4) (25.7) (17.1) (100.0) -

67 156 109 113 66 10 521 
합계 

(12.9) (29.9) (20.9) (21.7) (12.η (1.9) (100.0) 

* SIC 721 컴퓨터설비자문업， SIC 723 자료처리업， SIC 724 데이타베이스업， SIC 725 사무l 

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SIC 729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의 합임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저13절 지리적 분포 

한국내 사업서비스 업체의 비율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l 변함없이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1년 96.4%에서 1993년 91.9%로 

약간 둔화되는 듯이 보이지만， IMF 외환위기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1998년 92.6%, 1999 

년 92.7%로 서울로의 집중도가 더 커지는 실정이다. 업체수가 절대적으로 커지기도 하 

면서l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 계속해서 서울로의 집중을 보이는 극단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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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사업서비스에 대한 서울의 유인요소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표 ill-9). 

〈표 IlI-9>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 지역별 현황 

단위 : 업체수， (%) 

져역 
1993년 

벼 옳 
1잊쟁년 i 1999년 

겁I 옳 
엽채 업체수 업체추 버옳 업체추 

서울 강남구 25 1 (22.5) 35 1 (23.5) 137 (33.7) 187 (35.9) 
서울 영둥포구 21 1 (18.9) 21 1 (14.1) 53 (13.0) 67 (12.9) 
서울 서초구 9! (8.1) 11 (7.4) 46 (11.0) 61 (11.7) 
서울 중구 15 1 (13.5) 22 1 (14.8) 35 (8.6) 45 (8.6) 
서울 종로구 21 1 (18.9) 22 1 (14.8) 26 (6.4) 31 (6.0) 
서울용산구 6! (5 .4) 9j (6.0) 30 (7.4) 27 (5.2) 
서울 마포구 6i (5.4) 5i (3.4) 10 ! (2.5) 15 (2.9) 
서울송파구 1 j (0.9) 2i (1 .3) 10 j (2.5) 12 (2.3) 
서울 기타 3i (2.7) 10 ! (6.7) 30 j (7.4) 38 (7.3) 
서울 소계 107 I (96.4) 137 I (91.9) 3771 (92.6) 483 (92.η 

경기도 2i (1 .8) 8i (5.4) 18 i (4.4) 23 (4.4) 
부산 01 - 2i (1 .3) 4! (1.0) 51 (1.0) 
지방 21 (1.8) 21 (1.3) 81 (2.0) 10 1 (1.9) 
첼뿔 111 ’ (100.0) 149 !(100.0) 407 I (100.0) 5211 (100.이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재정경제부， 1998, 1993, 1991,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수도권 전체로 보았을 때는 1991년 98.2%, 1993년 97.3%, 1998년 97%, 1999년 97.1% 

으로 전체대비 비중의 미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l 전국 및 수도권지역의 

업체수 기준l 투자금액 기준 현황을 〈그림 ill-5>와 〈그림 ill-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 

울지역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공간분포는l 산업분류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 

만l 그 공간패턴에 있어 중구l 종로구l 서초구/ 강남구l 영둥포구 동 주요 집적지에 전체 

사업서비스의 2/3가 집중하는 국내산업의 현상올 그대로 본받고 있다 사업서비스 외국 

인직접투자의 지리적 분포와 관련하여 서울의 국내 생산자서비스의 지역분화는 기폰 

1970년대 이전 CBD를 중심으로 집중하였던 경향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영둥포구와 강 

남구 일대의 접적지로 발달하는 다핵구조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박삼옥， 1998a). 그러 

나l 집적지와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본 특성에서는 연한에 따라 접적지의 전체대비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기타지역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내의 분산쁜 

아니라 집적지 외로의 분산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산은 주요 

집적지외 서울 기타구 및 수도권l 지방으로 골고루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용산구와/ 

분당을 중심으로 하는 성남의 발달/ 지방에서는 부산이 눈에 띤다(부표 1, 2 참조). 하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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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l 투자금액면에서 수도권으로의 분산은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소규모 업체들이 외곽 

으로 분산되어 나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3 참조). 

집적지내의 특성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종로， 중구 둥 전통적 집중지의 비중이 낮아 

지는 반면 강남l 서초 주요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99년 47.6%로 거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는 점인데l 최근 강남， 서초지역으로의 집중은 더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세부 지역별로는 강남I 서초구의 비중이 1991년 30.6%, 1993년 30.9%, 1998년 44.7% , 

1999년 47.6%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반면， 종로/ 중구의 비중은 1991년 

32.4%, 1993년 29.6%, 1998년 15%, 1999년 14.6%로 계속해서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이다. 영동포(여의도 중심) 지역의 비중 또한 1991년 18.9%, 1993년 14.1 %, 1998년 13%, 

1999년 12.9%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존 도심지역의 투자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l 강 

남/ 서초지역의 비중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l 혁신， 지식의 중요도 차이와 연계정도에 따라 지식 · 서비스 네트워크 특 

성이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의 영향이기도 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상 기 

본적으로는 [Fol1ow-the-leader] 법칙에 의거 국내기업의 공간적 행태와 유사하게 서울에 

전반적으로 접적되는 형태가 나타나지만l 세부지역 특성별로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나며l 

국내기업보다 세부지역별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집적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강남l 서초구를 중심으로 하는 신홍 발달 지역은 전문l 고도 정보 창출 활동의 연계 집중 

지로 최근 그 특성이 나타나는 반면l 그 외 지역은 보다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서울내 집적은 단순한 근접성에 근거한 접적이 아니라 각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분산된 집중l 특화된 다핵 집중으로 볼 수 있다. 강남/ 서초지역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 

련업l 광고업 둥에서 평균보다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영둥포지역은 컴퓨터 관련 

업l 사업경영상담업에서 집중도를 보여주며/ 오피스 기능관련 접적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종로l중구는 사업경영상담업과 광고업에서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엔지니 

어링 및 기술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덜 도심 지향적인 엔 

지니어링서비스가 도심에 기타지역으로 분산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 

업을 제외한 SIC 72 기타 산업의 경우 주요 집적지 세곳 모두에서 평균보다 높은 집중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ill-10). 산업중분류로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강남 및 여의도 

지역은 정보통신 산업 중심으로 SIC 72의 입지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I 종로l 중구 및 기 

타지역은 엔지니어링l 광고업 둥의 SIC 74의 입지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 

기타지역의 업종별 특성은 1991년에는 기타지역의 SIC 722 소프트웨어업의 입지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으나， 1999년에는 SIC 742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의 입지 비중이 평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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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뿐 나머지 산업들 모두에서 집적지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다(부표 4,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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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타* 

743 광고업 

합계 

* SIC 721 컴퓨터설비자문업， SIC 723 자료처리업， SIC 724 데이타베이스업l 

SIC 725 사무휘계l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SIC 729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의 합임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그림 ill-7>과 〈그림 ill-8>을 통해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연도별 

동별 분포를 업체수 기준l 투자금액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도가 변함에 따라 전통 

적 집적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l 중구에서 강남으로 업체의 비중이 옮겨가는 현상을 관 

찰할 수 있다. 투자금액이 대형화되면서， 이전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점차 다른 지역에도 고른 분포를 이루어 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업종별 분포 특성을 지도화해 보았다. 경향은 업종별로βIC 722, 72기 

타， 741, 742, 743 5개의 그룹구분) 연도별로 대비하여 업체 수 기준l 투자금액 기준으로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부록 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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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자율섬 

저11 절 다국적기업의 투자동기와 한국내 진입특성 

1.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동기 

한국에 진출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 다른 업종들에 비해 지식과 정 

보l 경영 노하우 둥 독점적 우위요소가 많기 때문에 모기업의 우위요소를 바탕으로 직접 

투자를 선호한다. 또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우위요소를 지키기 위해 3장의 현황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100% 단독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한국에 직접투자활동을 계 

획하고 실행하는 외국기업들은 미국 둥을 비롯한 서구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 

업 특유의 지식 및 기술의 우위요소를 충실히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기업의 지식관리/ 자문 둥과 관련된 사업 및 경영상담업의 경우l 외국 

기업의 문화적 토양에서 축적된 선진 경영문화 관리능력을 무기로 한국에 직접투자기업 

이 상당수 진출해 있으며l 그러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한국기업들의 수요도 날로 증 

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진입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다른 경우들과 달리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단지 이윤이나 자본중식의 이유가 아니라l 경영권 확보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가 해당 지역내에서 성공하였을 경우 투자금액의 회수여부에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과의 상호작용 요인들이 중요 

하다. 단지 이윤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투자국을 떠나 본국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간접투 

자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본과 정보l 지식 l 경영 노하우l 기술l 설비 둥의 동시적 이 

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국가내에 투자가 이루어지변， 단기적인 국내외 상황 

변화가 일어나도 자본이 쉽사리 해외로 유출되기는 어렵다는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직접투자의 계속성과 관련하여 실시한 본 논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l 매 

출액을 밝히기 꺼려하는 기업들의 행태로 응답률이 적기는 하였지만l 매출액을 밝힌 한국 

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54개 응답기업 중 83.3%(45개)의 기업이 1997년부터 1999 

년 사이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웅답결과 외국기업들은 IMF 외환위기의 영향 

을 그리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들의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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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을 남기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하며 I 쉽게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한다.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3년 이내에 투자한 현 

황결과로 볼 때 IMF 외환위기의 영향을 미처 계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정작 IMF 외 

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투자를 철수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에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l 일반적으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들의 생산 

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l 외국인 기업들이 기업 운영상에서 효율성이 높고l 생산성이 높고l 

상대적으로 모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에 열심이라는 사실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외 

국인 직접투자기업들은 모국의 투자 모기업을 통해 기업 운영을 통제 받음으로써 효율적 

인 관리를 하리라는 사실과 함께 선진 외국기업일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2끼. 선진 외국기업들은 한번 한국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단기적인 시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l 그대로 한국에 잔류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며l 이런 상황은 최근 

한국내 투자 유인요소들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기업의 우위요소 파악과 한국내 진출관계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투자기업들의 

투자동기를 알아본다. 대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진출동기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기업특유의 경쟁우위 (ownership advantage)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투 

자대상국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하는 시장접근형과， 제3국으로의 진출 내지 수 

출을 목적으로 생산거점으로서의 투자유치국이 지니고 있는 입지우위 (locational 

advantage)를 활용하기 위한 생산거점형이다(김준동， 1997; 건설교통부， 200이.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두드러진 특정은 한국내 내수시 

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을 아시아 전략거점으로 활용 

하기 위한 지역거점형 투자형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의 셜문결 

과에서는 사업서비스의 업종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내수시장 확장에의 투자동기 특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내수시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인수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우호적 여건이 증가한 때문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00, 김기국외， 1999). 투자동기의 파악 

은 더 나아가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활동과 자율성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단서를 

2끼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인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기업의 매출 부가가치/ 고용 및 유형자산I 연 

구개발I 교육훈련비 및 로열티 둥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김승진， 1999). 참고로 1999년 

현재 한국 산업의 재무분석 결과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1.25%, 사업서비스는 
2.81%, 기타 서비스는 0.28%, 논문의 조사대상인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 

투자는 3.7% 이며/ 세계적인 기업인 Microsoft사는 15.0%(1999년 기준)， Sun Microsystems 사는 
10.8%(1999년 기준)로 알려져있다(산업은행， 2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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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며l 결국에는 기업내 활동이 공간적으로 어떤 특성을 이루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 

을준다. 

〈표 N-1>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동기 

단위 : 업체수， (%) 

훌환까}홉훌711~할휩 합쳐l 월l홉 쩔LÃt활γ12뚫위 홈흉챔1 협l옳 

한국시장 개척 
μ ;β7키 

서비스， 기술판매 수익l 
24 i (23.1) 

기폰시장 보호 로열티 

서비스l 기술판매 수익l 

로열티 
26 (22.4) 

한국시장 개척 

기폰시장 보호 
23 (22.1) 

높은 투자수익성 19 ! (16.4) 높은 투자수익성 13 (12.5) 

기존 한국기업과의 연고 12 ! (10.3) 한국의 우수노동력 활용 12 (11 .5) 

동북아 시장 전진기지 8 ! (6.9) 기폰 한국기업과의 연고 10 (9.6) 

한국의 우수노동력 활용 4 i (3.4) 동북아 시장 전진기지 11 (10.6) 

한국의 높은 기술습득 3 ! (2.6) 기타* 11 (10.6) 

웅답 116 ! (100.0) 웅답 104 i (100.0) 

* 기타 :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 이용l 관세 둥 무역장벽 극복， 한국정부의 유인정책 동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설문 웅답 중 투자동기에 대한 부분은 한국 

시장을 개척하고l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투자동기가 1, 2순위를 합하여 가장 높게 나 

타나며y 서비스 기술판매 수익l 로열티를 위한 투자동기는 두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표W 

-1). 투자동기로서의 동북아 시장 전진기지 투자는 1, 2 순위 웅답에서 각각 다섯번째로 

눈에 띤다. 이를 통해 본다면 시장점유율 확대의 진출동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I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들의 경우 해외시장진출올 위한 거점 확보 및 

전략차원의 투자는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경쟁국인 동남아국가 

들의 전반적인 투자부진 둥의 요인의 탓으로 아직까지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 

자기업의 투자동기는 한국시장 활용의 이유가 더 크게 나타나며l 동북아 시장 둥을 겨냥 

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또한I 사업서비스 업종 특성으로 볼 때 

수출보다는 근거리 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성할 것이라는 데에서 이러한 특성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이 1994년 상반기 일본기업에 대해 한국 진출동기를 묻는 앙케 

이트 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가장 매력있는 투자요인으로서 한국의 잠재시장을 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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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본 논문의 설문결과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표 N-2). 최근 연구 

결과 한국에 대한 투자동기가 한국시장진출을 위한 t현지시장지향형I으로 바뀌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도 참조할 만 하다(대 

한상공회의소， 1998). 

〈표 N-2>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동기 

(단위 : %) 

거래대창 
잔훌룸 향국외 

환푹기업확 처협픔 
71천활 

기슐학 
홍71 촬채시장 

요청 
월본71업왜 요챙 

구성비 52.0 28.8 15.2 9.6 8.8 

자료 : 산업연구원， 1996, 20 에서 재인용 

그러나I 한국내 투자환경 개선 및 IMF 외환위기를 통한 기업인수비용의 감소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었고l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l 양질의 노동력l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동의 유리한 요소를 갖 

고 있는 점l 인건비가 일본보다는 싸고 기술이나 정보의 획득 변에서 동남아 · 중국보다 

약간 앞서 있는 동의 조건은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겨냥한 투자 전진기지가 될 가농성 

을 높게 만든다. 설문결과에서도 이를 발판 삼아 아시아 시장을 넘보기 위한 외국기업 

의 행태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수노동력 활용l 동북아 수출거점 확보)， 앞으 

로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한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될수록 동북아 시장 전 

진기지에 대한 투자동기 비중은 더욱 중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조사의 또 다른 항목결과에 따르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일반적으 

로 한국 외로의 역외 수출 비중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 

은 첫째I 일반적으로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연한이 대체로 짧은 

이유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출을 올릴만한 기능들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최 

소한의 기능을 갖춘 기업들이 많아 수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l 둘째l 외국인기업 

들의 투자목적이 주로 한국시장 진출인만큼 수출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없다는 것l 셋 

째， 사업서비스 업종 특성상 제조업과 달리 근거리의 고객들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수 

출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내 지역고객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국제적 고객의 비중이 낮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객연계가 한국내 지역중 

심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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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동기에 따른 기업특성 

투자동기에 따른 기업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 

동기와 수출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N-3 참조) 판매수익I 로열티 획득l 투자수익성 등 

국내시장 진출과 관련된 동기들의 경우 I수출을 하지 않는다l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 

오고 있다. 또한l 평균보다는 작지만l 한국시장 개척의 동기 경우 거의 평균에 가까운 응 

답이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l 동북아 수출거점 확보와 관련된 동기 

의 경우 t수출을 하고 있다I는 응답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 이는 상대적이 

기는 하지만l 내수시장 진출동기가 강할수록 수출을 하지 않고 내수에 치중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표 N-3> 투자동기와 수출여부의 관계 

단위 : 업체수I (%) 

앓빨t 킹F혈활합 삐l옳 납l옳 합 껴l 
환다 

한국시장 개척 

기존시장 보호 
59 (88.1) 8 (11.9) 67 

서비스/ 

기술판매 수익/ 49 (98.0) 1 (2.0) 50 

로열티 

높은 투자수익성 31 (96.9) 1 (3.1) 32 

기존한국기업과 
18 (81.8) 4 (18.2) 22 

의 연고 

동북아 수출거점 
15 (78.9) 

확보 
4 (21.1) 19 

한국의 우수 
12 (75.0) 4 (25.0) 16 

노동력 활용 

기타 14 (100.0) o - 14 

합계 (평균) 198 (90.0) 22 (10.0) 220 

* 기타 :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 이용I 관세 퉁 무역장벽 극복l 한국의 높은 기술력 

이용I 한국정부의 유인정책 둥 

※ 투자동기 1순위와 2순위의 합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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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와 수출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다. 그러나， 상황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대체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해외투자를 통한 현지생산이 수요를 신규로 창출함에 따라 보완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동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김시중， 1996).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는 제조업 

과 달리 원천적으로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지향적인 특성이 강하며l 수출의 가 

능성이 적다는 것에서 설문결과가 주는 의미가 더 크다. 

이와 관련하여l 투자동기와 종업원수 규모와의 관계l 투자 지분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수에 따른 기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최소한의 기능올 보유하 

고 지역내 적웅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는 것과l 투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외국기업의 경영권 비중이 큰 탓에 투자모기업의 투자동기와 목적이 더욱 강하게 부각된 

다. 따라서 l 한국의 내수시장 진출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면서l 그에 따른 내수비중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는 종업원수가 적을수록 최소한의 기능올 보유하고， 외국인투 

자기업의 전략과 투자동기가 더 많이 반영된다(부표6 참조). 종업원수 규모가 작을수록 

한국시장 개척과 기폰시장의 보호라는 동기비중이 두드러지며l 종업원수 규모가 클수록 

동북아 수출거점의 확보라는 투자동기의 비중이 나타난다. 종업원수 규모가 클수록 합작 

투자기업일 가능성이 높고l 한국측 파트너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올 가능성이 높다(부표 

7 참조). 

더 나아가 투자동기에 대한 사항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투자 지분율파 투자동기 

와의 관계를 알아본다(표N-4). 투자동기 1순위와 2순위를 합해놓은 투자동기와 투자 지 

분율과의 관계는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00% 단독투자인 경우 한국 내수시장에 대 

한 투자목적이 두드러지며， 합작투자인 경우 동북아 수출거점의 동기를 비롯한 기타 관련 

동기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투자 지분율은 소유권l 지배권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 

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l 투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본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본 목적인 내수시장에의 투자목적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이다. 

최근 한국내 단독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첫째， 한국내 최근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업체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술 및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기업 

자회사의 암묵적인 지식 및 정보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단독투자의 비중을 높이 

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l 지금까지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지분의 

제한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업체들이 단독투자를 선호한다28)(김 

28) 1984년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투자 지분율에 제한을 두어 외국인투자가 50%까지 허용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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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 유재원1 1992)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이 투자동기와 투자 지분율과의 관계 

를 설명하는데 관련이 있다. 

〈표 N -4> 투자동기와 투자 지분율과의 관계 

단위 : 업체수1 (%) 

싫灣t 합확i흙xt 100앓 훌훌폭흑L;1.t (lgi *ftj 버얘 충) 

한국시장 개척 25 42 67 

기폰시장 보호 (25.8) (34.1) (30.50 

서비스I 기술판매 18 32 50 

수익I 로열티 (18.6) (26.0) (22.9) 

21 11 32 
높은 투자수익성 

(21.6) (8.9) (14.7) 

기존한국기업과의 12 10 22 

연고 (12.4) (8.1) (10.1) 

동북아 수출거점 10 9 19 

확보 (10.3) (7.3) (8.6) 

11 19 30 
기 타** 

(11.3) (15.4) (13.8) 

97 123 220 
웅답 

(100.이 (100.0) (100.0) 

* 투자동기 1순위와 2순위의 합임 
* 기타 :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 이용l 관세 둥 무역장벽 극복l 한국정부의 유인정책 둥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종과 100%까지 허용되는 업종을 구분하여 허용하였으나l 이를 철폐하고l 투자 지분율은 농수산 

업 동 자국민에 영향올 주거나l 공공기능 성격이 강한 업종 동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다. 업종별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와 관련하여 r한국표준산업 

분류」 에 의한 총 1，121개 업종 중 공공행정 · 외무 · 국방 둥 63개 업종을 제외한 1，058개 업종이 

외국인투자대상업종이며 이 중 미개방업종은 4개이다. 미개방업종은 2000년 5월 현재 근해어업I 

연안어업y 라디오 방송업I 텔레비천 방송이며I 사업서비스의 경우는 모든 업종이 개방되어 있다 

(http://www .kisc.org 외국인투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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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5> 투자동기와 투자업종과의 관계 

단위 : 업체수I (%) 

환국서 서버스， 
놓훌훌 

기존환 
폼4훌약 

산업환휴 (SIC) 
창채척 71출환 

i흙짜수 
국쳐업 

츄:훌훌거 71타 합첼I 
71존시 배 수책， 파의 
창보호 로혈E.l 

의생 
연고 

챔확i훌 

7컴2퓨 정터보 관처련리운용 및업 기타 33 28 17 12 
E마 

21 122 
(27.0) (23.3) (14.2) (10.0) (17.5) (100.0) 

---------‘----------------------- .. ---------------‘----- --------.--------- ------------------- ------------------ .-.--------------- ------------------ ------------_.-.. ----------------“· 

722 소및프 공트급웨업 어 자문l 20 17 10 
U초ID 

6 12 76 
개발 (26.3) (22.4) (13.2) (7.6) (15.8) (100.0) 

--- .. --------------------_.--------.. ---------‘----------- ------------------- -.. ---------------- ----.. _ .. _---------

72 기타722 13 
따쩍l @긴 

1 
U잭l 

9 46 
SIC 제외업종* (28.3) (2.2) (19.6) (100.이 

7사4업 기관타련서버스업 쩔: 3a4 
22 U특 135l uι 12Ol 

8 9 98 
(22.4) (8.2) (9.2) (100.0) 

------------------------------------------------------.. --‘--------------- ----------‘------- .. .. --------“------- ------------------ ---- .. ------------‘ --------------- .. ------‘---------_ ..... 
741 

덩& 1i7l 
9 5 .(1L와 5 E끄 4 

4 44 
법및무 사I회업계경l시영상장조담사업 (20.5) (11.4) (9.1) (100.0) 

------------------------------------------------------.. .. ----------------- ------------------- .----------------- ------------------ ---------------.-- ---------------- -------------------
742 10 8 

U잭l U츠도l 
3 5 37 

건기축타/엔 기지술니서어비링스업 및 (27.0) (21.6) (8.1) (13.5) (100.0) 
------------------------------------------------------- --------.--------- ------------------- ------------------ .. ---------------- ----------------_. -.----‘--------- ----_ .... -- .. -----_ .. _-

743 광 고 업 
H잭l ι싹l 뀔쩔 4l 

0 1 0 17 
- (5.9) (100.0) 

합 계/ 평균 비중 
67 50 32 22 19 30 220 

(30.5) (22.9) (14.7) (10.1) (8.6) (13.8) (100.0) 

* SIC 721 컴퓨터설비자문업I SIC 723 자료처리업I SIC 724 데이타베이스업I SIC 725 사무l 

회계l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I SIC 729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의 합임 
했 투자동기 1순위와 2순위의 합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사업서비스업이라는 일반적 묶음으로 설명하기에는 사업서비스 세부업종들의 독특한 

산업특성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부업종별 특성을 알아본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확 

한 설명을 위해서 2digit상의 비교를 위하여 SIC 72 I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련 운용 

업 I과 SIC 74 I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의 경향을 살펴봄과 함께 세부업종들의 비교를 위 

해 SIC 722와1 SIC 72 중분류에서 SIC 722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외한l 기타 유사한 산업특 

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산업들을 가정하여 SIC 72 기타업종으로 하나로 묶고l 나머 

지 산업들은 3digit 수준에서 함께 비교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부업종별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사업서비스의 업종별 투자동기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사업 및 경영상담 

업을 중심으로 하는 SIC 741(법무l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과 SIC 743(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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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내수시장 개척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업종들에서는 그다지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산업 중분류로 대비해서 알아본 대략적인 경향 

은 SIC 72 업종이 동북아 수출거점 확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고， SIC 74업종의 경우는 

내수시장 개척과 수익성l 기존 연고에 의한 투자동기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 

정도이다(표 N-5). SIC 74 업종이 타 업종에 비해 단독투자의 비중이 높은 앞의 결과를 

참조해 본다면/ 이러한 경향은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앞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 수가 적을수록/ 즉l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한국내에 최소한의 기능을 보유하는 경우는 외국인기업의 경영권이 그만큼 높 

은 경우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경우 100% 단독투자가 많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종업원 규모와 투 

자 지분율과의 관계를 알아보면l 투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한국내 사업서비스업체의 특성 

이 연락사무소 내지 간단한 기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종업원수의 규모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결과는 100% 투자기업의 경우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 비 

중은 60%가 넘지만， 100명 이상의 경우는 반대의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체 평균을 

보았을 때 확연히 구분된다(부표 7 참조). 

더 나아가l 종업원 수 규모와 업종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SIC 72 산업의 종업원 수 규 

모가 평균보다 큰 규모인데 반해 SIC 74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종업원 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표 N-6). 단독투자의 비중이 높은 SIC 74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작은 

소규모일 가능성이 높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다. 물론l 서비스산업의 특정에서 

서비스라는 t용역l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대량생산이 어렵고l 생산활동 자 

체에 시간적l 공간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대개 사업체의 규모가 작고 종업원 수가 작 

올 수밖에 없다는 특정이 있다. 하지만y 산업의 특성에 따라 더 노동집약적인 산업l 자본 

집약적인 산업l 지식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며， 세부산업별 종업원수의 규모 

관계는 이러한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다 지식집약적이라고 할 

수 있는 SIC 74 산업의 경우 SIC 72 산업보다 종업원수의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다. 

앞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투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수시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수 

출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투자 지분율별 수출의 여부를 

설문에 의거 알아본다. 합작투자인 경우 평균보다 수출을 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 

만l 단독투자인 경우 수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의 결과들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다(부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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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6> 투자업종과 종업원 수 규모의 관계 

단위 : 업체수，(%) 

총업훨 규모 10명 10t청이상 30명이상 50t청 φI쌍 
100t형여향 l 활 쳐1 

\산업환휴 (SIC) 111 환 30명며한 501청따딴 100명며한 

7운기2타용 갱업 컴보퓨처터랴 환 어 및련 8 27 9 9 13 66 

(12.1) (40.9) (13.6) (13.6) (19.끼 (100.0) 
••• ------‘---------- .. -------------------‘·‘ ------------.--.------- -----_.-----------.------- --------.-.... _------------- -------- ... ‘ ..... __ .. _------

722 소프트웨및 6 16 8 5 7 42 
자급문업I개발 공 (14.3) (38.1) (19.0) (11.9) (16.끼 (100.0) 

.. ------------------------------------------- -------------------- ----------------------- ----------------------.. -.. ---- .. ------------------- ... _-------------..... -........ _----- ---------.. ----.......... ----

S72IC기7타22 제외업종* 
2 11 1 4 6 24 

(8.3) (45.8) (4.2) (16.7) (25.0) (100.0) 

7사4업 기관타련서버스업 
19 14 8 7 10 58 

(32.8) (24.1) (13.8) (12.1) (17.2) (100.0) 
------------------------.. -------------------

741 
10 8 3 2 5 28 

사법경무영 및，상회 사담계업업，시장조 (35.끼 (28.6) (10.7) (7.1) (17.9) (100.이 j 

---‘--------- ..... -.. _-------------------------- -------------------- ----------------‘------
-... _-----_ ... _----------- .. ------ ... --------------‘---- .... _---------- .. _------------

742 
6 5 3 2 3 

서건및축비 기，스엔타업지 기니술어링 (31.6) (26.3) (15.8) (10.5) (15.8) 
-------------------- ----_._ ... _---------~-- ----_._---------------- ------------._._---------- _._---------------... _ .. -._--

3 1 2 3 2 11 
743 광고업 

(27.3) (9.1) (18.2) (27.3) (18.2) (100.0) 

27 41 17 16 23 124 
합 계 

(21.8) (33.1) (13.7) (12.9) (18.5) (100.0) 

자료 : 셜문조사 결과 

이런 상황올 종합해본다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 한국에 진입한 주 

요 이유는 기업특유의 우위적 요소를 활용한 한국내 시장개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l 

내수시장에 치중하는 이유로 인해 역외 수출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l 종업 

원수의 규모가 작을수록 투자 지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외국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미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럴수록 한국시장 개척이라는 투자동기는 강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듯하다. 반면l 동북아 수출거점의 확보라는 동기는 반비례적으로 외 

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지분율이 낮을수록 한국측 합작투자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종업원수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정보처리 관련업종의 경우 합작투자의 비중이 높고l 수출목적이 평 

균보다 높은 반면l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의 경우 종업원수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I 

단독투자의 비중이 높고 내수목적이 강하다. 또한l 투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수시장에의 

n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투자동기가 시장접근형 특성을 나타 

내는 증거로서， 시장활동과 기업의 의사결정권에 있어 많은 자율성이 보장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아울러 기업네트워크 특성이 고객지향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l 

국지적인 관계가 비국지적인 관계보다 탁월한 경향올 나타내리라 예상된다. 

저12절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의사결정과 자율성 

1.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의사결정 

앞의 투자동기와 관련된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의사결정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주요사안과 의사결정권의 관계를 살펴본다. 투자관련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한 

국내 당해 기업 내지 모기업에 과반수 이상의 의사결정권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한국내 

지역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N-끼. 심충인터뷰에서도 밝혀 

진 사항이지만， 많은 외국기업이 투자관련 부분이나 예산문제I 핵심기술 동 민감한 문제 

를 제외하고는 한국 측 관리자에게 책임 및 권한을 일임함으로써 한국측 사정에 밝은 관 

리자의 의견올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동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l 한국의 내수시장 

공략 목적에 따라 시장에 밝은 현지 관리자 및 기업에게 책임을 맡김으로써 본국의 일방 

적 지시형태보다는 국내쪽 의견을 존중하거나 자율적으로 일임하는 형태를 취하는 현지 

고객 지향적 행태가 엿보인다. 한국 진출 동기와 맞물리는 것이다.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도 해당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현지화된 활동과 유연한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다. 전세계적 

통합체제를 기반으로 삼고서 현지 경챙기업들과의 대결에서 숭리하기 위해서는 분권화된 

단위조직을 통하여l 기능수행의 분담화가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다국적기업의 경 

우 모든 의사결정을 본사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적절한 기능배분과 현지분권화를 통한 의사결정상의 유연성 확보가 현지기업과의 대결에 

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것은 다국적기업과 자회사l 지역， 삼자간의 관 

계에 있어 원심력과 구심력이 관계되는 부분이며l 자회사와 지역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핵심기능과 관련된 부분 

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의 의사결정책임이 한국내 기능조직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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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7> 주요 사안별 의사결정권 관계 

단위 : 업체수I (%) 

사싼 
외국투자 

한국내 71 업* 
외국쭈자 

합 
모기업 모기업과 합외 

주요 23 67 28 118 

예산집행 (19.5) (56.8) (23.끼 (100.0) 

임금 협상 
16 75 26 117 

(13.7) (64.1) (22.2) (100.0) 

노사관리 
11 85 19 115 

(9.6) (73.9) (16.5) (100.0) 

한국정부와 8 75 24 107 

의 협상 (7.5) (70.1) (22.4) (100.0) 
고급인력 13 79 23 115 

채용 (11.3) (68.끼 (20.0) (100.0) 
연구개발비 28 54 17 99 

결정 (28.3) (54.5) (17.2) (100.0) 

투자관련 
43 40 28 11 

(38.7) (36.0) (25.2) (100.0) 

* 한국내 모기업이 있는 경우도 포함 
자료 : 설문조사 결과 

2. 의사결정 관련 기업특성 

의사결정 관련 기업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투자 지분율과 관련된 의사결 

정 관계 l 특히 외국투자 모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예산집행과 의사결정권의 관계를 알 

아본다. 이때 100% 단독투자와 합작투자의 두 경우로 나누어 과정올 살펴보는데l 합작투 

자의 경우는 예산집행 73.1 % 이상이 한국내에 의사결정권이 있지만l 단독투자의 경우는 

63.6% 이상이 외국투자 모기업에게 있거나 외국투자 모기업과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N-8).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종업원 규모와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 의사결정권 관계를 알아본 바는 기업이 소규모일수록 외국계 기업의 연락사무소 수준 

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결정은 외국 투자 모기업에 의폰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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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8> 주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권 관계 : 투자 지분율별 특성 

주요 *행싼짧챙 

외국투자모기업 

한국내 기업* 

외국투자 모기업과 합의 

합 계 

* 한국내 모기업이 있는 경우도 포함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협확흩흙x} 

2 

(3.8) 

45 

(86.5) 

7 

(13.5) 

52 

(100.0) 

단위 : 업체수， (%) 

환훌훈확i자 
합껴~(l청환) 

100% 

21 23 

(31.8) (19.5) 

24 67 

(36.4) (56.8) 

21 28 

(31.8) (23.7) 

66 118 

(100.0) (100.0) 

같은 맥락에서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l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외국투자 모기업의 의사 

결정 비율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부표 9 참조). 10명 미만인 경우 57.7%가 외국투자 모 

기업 결정 또는 외국투자모기업과 합의하던 비율이 종업원 규모에 따라 점차 낮아지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 22.7%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업원 수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가 그만큼 커져서 활동이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 

고 국내 대기업과의 합자회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결정의 재량권이 커지는 것을 의 

미하며l 그만큼 외국기업의 한국내 뿌리내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커진다고도 할 수 있 

다. 

그러나l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예산집행이나 연구개발투자 동 주요 사안에 있어서 

는 외국투자 모기업에 일임 또는 합의를 하는 비율이 높으며/ 기업내 관계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투자 모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매우 신중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연구개발비 결정에 관한 의사권한과 업종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면， 사업 및 경영상담 

엽은 월둥하게 투자 모기업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업종 특성상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적은 이유와 내수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두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나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l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처리 산업 (SIC 72)과 

엔지니어링 산업 (SIC 742)의 경우 조사 당해 기업이나 국내 모기업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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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표 N-9). 

〈표 N-9> 투자업종과 연구개발비 결정의 의사권한 

단위 : 업체수， (%) 

....., -:f _ ，"외국쭈자 
외국환차| 환국내 | 

산업봄휴 (SIC) \ 외사첼청 l l l Eg7l협파 l 합 
모71 업 I 71 업** 

l ’ 합왜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 16 
터 관련운용업 I (28.1) 

722 소프트웨어 자문y개발 9 
및 공급업 I (23.7) 

7271 타，SIC 722 제 외 업 종* 

74 기타 사업관련서버스업 
(28.6) 

741 법무y회계I시장조사 및 10 
사업경영상담업 I (55.6) 

742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 

743 광 고 업 
(25.0) 

28 
(28.3) 

합 계 (평균) 

32 

(56.1) 

25 

(65.8) 

7 

(36.8) 

6 

(33.3) 

φ2.5) 

0 

(75.0) 

(넓 (100.0) 

(10 5) |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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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 | (100 0) 

(100.0) 

(17 2) | (100 0) 

(25.0) 

54 
(54.5) 

* SIC 721 컴퓨터설비자문업， SIC 723 자료처리업， SIC 724 데이타베이스업/ 

SIC 725 사무휘계l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SIC 729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의 합임 

** 한국내 모기업이 있는 경우도 포함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투자 지분율과 연구개발활동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N-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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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10> 투자 지분율과 연구개발활동 실시여부 

단위 : 업체수， (%) 

합책: 

56 (100.0) 

68 (100.0) 

(100.0) 

원
않
써
했
 

M“ 

섭I풍 삐1총 벼충 

(41.1) (58.9) 

(23.5) 16 (76.5) 

33 합작투자 

52 100% 단독투자 

124 (31.5) 39 (68.5) 85 계 (평균) 합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먼저 연구개발활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설문웅답기업 가운데 68.5%가 연구개발활 

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으며l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 업 중 76.5%가 100% 

투자기업으로 나타난다. 투자 지분율별 특성에서 100% 기업의 웅답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투자기업의 투자동기l 종업원규모와 관련이 있다. 설문결과를 분석해보면 

100% 단독투자를 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일수록 연구개발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 

음을 알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외국 모기업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었음을 나타 

낸다. 한편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업체에게 친숙한 외국 모기업의 기술활용성이 큰 까닭에 

한국내 기술 활용 및 연구개발에 소극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가용성이 더 큰 외국 모기 

업의 기술활용에 대한 구심력이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에도 작용하여 국 

제적 공간분엽의 특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이 해외로 이전시키는 활동들이 평균 내지 낮은 수준의 부가가 

치를 생산하는 활동들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 활동을 창출하는 연구개발활 

동은 오히려 모국에 더욱 집중되고 강화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연구 

개발활동을 수행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모기업의 연구활동과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투 

자대상국의 기업이 모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을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 

이다. 다국적기업이 기업조직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클수록 

본국내의 연구개발활동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대상국내 연구개발활동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활동이 었다 하더라도 지역수준의 지식을 관 

장하는 지역 연구개발활동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의사결정 

단위인 본사와 연구개발 기능이 이미 분리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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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그리 크지 않으며I 역으로 한국내의 본사는 외국 본사의 자회사 내지 지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이병민， 1991).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소유권의 정도가 클 

수록 국제적인 공간분업 (spatial division of labour)이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대체적으로 

연구개발기능이 미약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연구소의 수준을 외국기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식을 현지연구개발을 통해 습득하는 본사지원형， 본국의 기술을 한국에 적응 

시키기 위한 현지적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l 투자동기와 연계해서 본 국내 연구 

소의 수준은 후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현 

안해결 수준의 연구개발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 

구소들이 자체적으로 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의 실제 내용 또한 모기업 연구개발활동을 투 

자대상국으로 수입하는 것에 불과하다(이홍구， 1994). 기업특유의 경쟁우위 (ownership 

advantage)를 갖고 시장에 진출한 외국인기업은 해당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경쟁우위 

인 지식을 내놓을 가능성은 회박하기 때문에l 경쟁우위의 출구가 될 수 있는 연구개발센 

터나 핵심기능은 투자대상국에 입지시키지 않을 것이고l 시킨다고 해도 시장관련 지식을 

모으는 창구 기능 또는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의 기능단위들을 입지시킬 것이다 

(Zanfei, 200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은 핵심기술을 본국에서 보유하고， 

경쟁자에 대해 핵심기술을 보호하며， 확고한 통제와 조정을 하고 있다. 중앙중심적인 통 

제를 가함으로 고도의 효율성을 유지하고l 핵심기술을 보호하려는 기업의 의지 때문인데， 

본국의 연구개발거점이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Gassmann and Zedtwitz, 1999). 

종업원수 규모와 연구개발활동의 실시여부를 보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종업원수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 앞의 투자 지분율과 

연구개발활동의 관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투자 지분율이 높을수록， 종업원 수 규 

모가 작을수록 한국내 연구개발활동이 적어지는 특성을 보인다(부표 10 참조). 이와 관 

련하여 단독합작투자 여부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 관계를 알아보면l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전체 웅답기업 39개 기업의 평균 비중 3.7%에 대해 100% 단독 

투자기업은 2.3%, 합작투자기업의 경우는 5.5%로 비중이 나타남으로 이러한 결과를 뒷받 

침하고 있다(설문조사 결과). 

물론 이러한 특성을 해석하는데 유의할 점이 있는데l 첫째l 사업서비스업의 다양한 세 

부업종 특성상 연구개발활동 자체가 필요치 않은 산업이 많다는 이유와 둘째，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 사업서비스 업종이 소규모이고/ 한국내 투자이유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 

지 않는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 관련산업 연구의 결과가 본 논문의 결과와 달리 종업원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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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규모일수록 벤처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다는 결과를 비교해 본다 

면l 국내기업과의 차이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박삼옥 · 남기범 I 199끼.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 여부를 조사해보면 소프트워l 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연구개발활동을 펴고 있으며I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덜 필요한 법무 • 회계 · 상담업 및 광고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 

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N-11) 

〈표 N-11> 업종과 연구개발활동의 관계 

(단위 : 업체수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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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을 한다고 답한 21개 기업 중 147ß가 합 

자회사이고， 7개회사가 100%단독투자 업체이다. 엔지니어링 업종(SIC 742)같은 경우는 연 

구개발을 한다고 답한 3개 기업 모두가 합자기업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국 

내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상황에 비추어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특성이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경영상담업과 광고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보다는 업종의 일반적인 

특성상 연구개발활동이 필요치 않은 이유로 보여진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SIC 72와 SIC 

74로 구분하여 본 연구개발활동 여부에서 산업특성상 연구개발활동여부가 분명히 가려짐 

에 따라 산업특성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올 

때 투자 지분율의 특성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분석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영향으로 한국내 연구개발활동이 미약하다고 보여지지만/ 사업서비스 업종별로 각각의 특 

성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I 해석에 좀 더 유의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사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설문대상 업종과 수출여부의 관계를 알아본다(부표 11 

참조). 정보처리 관련업 (SIC 72)과 엔지니어링 업종(SIC 742) 같은 경우 수출의 비중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반하여， 사업경영상담업과 광고업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 공 

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보건대l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링의 국내기업 비중이 높옴에 

따라 수출비중이 높은 것이 설명이 된다. 다만l 사업경영상담업과 광고업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이 내수시장의 공략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지적용형의 산업특성올 보 

인다고 말할 수 있올 뿐/ 연구개발 활동의 구체적인 실체까지 파악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의사결정권에 관한 부분은 투자관련 사항 둥 중요사항올 제외 

한 대부분의 경우， 한국내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한국내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음올 알 수 있다. 한국의 내수시장 공략 목적에 따라 국내의 의견에 따라 자율적 

으로 일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수의 규모와 투자 지분율의 관계를 대비해 본 결 

과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연구개발활동의 경우 중요 기능이 이미 분리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내 

연구개발활동은 대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업 및 경영상담업/ 광고업과 같이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특성을 유 

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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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보통 네트워크 모텔은 사회적 접촉의 가능성올 높이고 정보 및 지식이 관련되는 특성 

을 지닌다. 이를 활용하면 시장의 가격메커니즘보다 더 효율적으로I 계충적인 관계들보다 

더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체계는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 

기 때문에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박삼옥 외， 1998). 네트워크 체계는 개방성과 관 

계적 특성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암묵적이고 기호화하기 어려 

운 지식의 경우 특별히 네트워크 체계에서 잘 전달이 된다(이공래， 심상완， 1999). 이것 

은 기업간의 관계가 전통적인 제품연계나 재정의 흐름 둥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지 

식， 사회/ 정치l 문화 둥 복잡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며l 기업네트 

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된 관계가 보다 잘 관찰됨을 역설한다. 

일반적으로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는 정보와 지식의 이전에 있어 I 모기업파 투자대상국의 자회사라는 관계로 인해 보통 국 

제적인 통제체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Dicken， et al., 1994 : 26), 한국내 외국인직접투 

자기업의 조직내 관계를 살펴보는데 이러한 관점이 의미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경우 모기업과의 기업조직 뿐 아니라 투자대상국의 공간조직 속에서도 지식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식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 뿐 아니라 지역 수준의 지식도 탁월하 

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간조직 수준의 지식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이 

야기인데l 예를 들어 서울이라는 영역내에서 특정기업간에 사용되는 지식이 암묵적이라 

면l 다른 행위자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 속성을 가짐에 따라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사용되어지는 영역내 지식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 해당 지식이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올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강화의 경우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다국적기업의 내 

부원천 지식올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I 지식활용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 

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Zanfei， 2뻐).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자율성의 문제는 단지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업내부 혐의 균형정도에 따라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국 

적기업의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에로의 참여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는 기업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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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 속하고 있던 자회사의 자율성이 커지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앙 

의 의사결정 영향력이 줄어릎을 의미하고l 외국인기업 전체로 본다면I 학습효과가 기업조 

직 내부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데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l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와의 접촉가능성이 커질수록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Zanfei， 200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알아볼 수 있 

는 항목들은 모기업에 대한 하청과 서비스 조달관계， 인력의 수급l 기업조직내 지식의 유 

통구조 둥이다. 외국 모기업에 대한 하청은 설문조사와 심충인터뷰 결과 서비스 업종 특 

성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I 서비스 조달에 있어서는 외국투자모기업과의 관계가 

높고I 평균 10 - 20% 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 모기업이 아닌 외 

국기술업체의 서비스 제공은 거의 없는 편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외국인직접투자업 

체인 까닭에 합작투자기업으로서 한국측 투자모기업과의 관계는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 

나l 분석을 위해 대략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업내 주요 의사결정관계에 있어서는 전 

반적으로 외국투자 모기업보다 비중이 떨어지고 있으나l 한국정부와의 주요 안건 협상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l 주요 예산 집행의 결정에 있어서도 합작투자 

의 경우에는 단독투자보다 그 결정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업종별로는 국내 

산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소프트웨어l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한국 투자 모기업의 

의사결정력이 높게 나타나며l 서비스의 조달에 있어서도 국내 대기업이 지역내에서 쉽게 

제공이 가능한 시설I 장비 I 인력/ 운송 둥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기업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은 인터뷰 사례를 통해 한국투자 모기업과의 관계를 

유형화 해보았다(그림 VI-3 참조). 

인력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외국인직원의 비율과 현지인력의 활용관계를 알아보면l 지 

식의 실제적인 이동수단인 인력이 어떻게 기업내에 체화되는가를 볼 수 있다. 현지고용을 

통한 학습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한 한국내 종업원들의 학습과정올 통해 체화된 

형태로 지식과 서비스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고용되어 

정보 및 지식을 다루던 종업원이 다른 기업으로 직장을 바꾸거나 창업할 때 한국내 산업 

에 자신의 지식 및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이들에 대해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내 영역에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해당지역 고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 

큼 지역과의 연계관계가 높다는 것을 뜻하며I 곧 지역과의 영역적 연계 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직원의 수를 응답한 99개 기업 중 60% 

이상이 외국인 직원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0% 이상의 외국인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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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표 N-12) 

〈표 N-12> 전체 직원대비 외국인 직원 비율 

단위 : 업체수， (%) 

쳤채척훨 C쩨비 
5-10% 10 .. 20% 20% 

외국인책훤 없용 5%lll만 
펴딴 pl합 。l생 

합껴1 
Jl용겁l옳 

업체수 60 13 13 3 10 99 
비율 (60.6) (13.1) (13.1) (3.0) (10.1)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투자동기에서 밝혀진 사항과 국내기업에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외 

국인기업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핵심기능은 인계해주지 않지만l 인력확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주며l 지역인력의 활용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에 접근하는 사업서비 

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전략이 그대로 드러난다. 기업의 암묵적인 지식을 이전하는 

행위자가 사랍인 것을 감안한다변l 국내인력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많아질수록 한국내 

지식네트워크의 확산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만I 국제적 공간분업의 양상이 다국적기업의 

전략에 따라 시장접근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본사/ 연구개발인력 둥 핵심인 

력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유의하야 할 것이다.<표 N-13>의 결과를 참조하면， 기 

술이전과 관련한 설문결과에서 과반수에 육박하는 숫자가 모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있다고 웅답했지만l 섬충인터뷰와 기타 웅답에서 나타난 결과 핵심기술의 이전은 하지 않 

는다는 웅답이 많고， 50%의 응답자가 기술이전이 거의 없거나l 전혀 없다고 웅답했기 때 

문이다. 

〈표 N-13>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기술이전 특성 

단위 : 업체수， (%) 

기술학천 .9.} 팝쪼71 업 P빼 Ai 환국*써 71 혔핵}서 
거획 없용 천혀 없용 { 합 계 

방향 환국l.fJ져협~폴 휘풍3표71혈요흘 

124 56 6 33 29 
응답업체수 

(45.2) (4.8) (26.6) (23.4) (100.0) 
•-•• -• 

자료: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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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에서 기업내부의 지식과 기술의 유통 및 순환이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고 할 때 설문결과로 나타난 것은 제한적인 기술이전과 지식의 유통이 이루 

어진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터뷰 결과를 참조해본다면l 기술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핵심기술의 이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동기에 따른 기업내 한국의 자회사 

지위가 고객정보를 얻고 모기업으로 이전시키는 영업본부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을 나타낸다. 

외국투자 모기업으로의 교육시행과 투자 지분율과의 관계에서는 100% 단독투자인 경 

우 웅답 기업중 70%이상이 외국투자 모기업으로의 교육 프로그랩올 시행하고 있다고 웅 

답하고 있으며l 기업내 연계 내지 기초적인 지식 연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표W 

-14). 또한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35%이상이 외국투자 모기업으로의 교육올 시행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외국투자 모기업과 어느 정도 긴밀 

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N-14> 투자 지분율별 모기업 교육 시행여부 

단위 : 업체수， (%) 

훌흙:1.}유형 \i표훌시행여부 .j[훨시행 서행 없홉 혈홍 혜I 

48 20 68 
100% 단독투자 

(70.6) (29.4) (100.0) 

합작투자 
20 36 56 

(35.7) (64.3) (100.0) 

68 56 124 
총 합계 

(54.8) (45.2)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기업내 핵심적인 원천정보 흐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암묵적 지식과 관련된 사 

향을 기업설문을 통해 질문한다. 크게는 기업조직 내부에서 투자모기업파 한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업체 중 지식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관심이며l 한국내 상황올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별기업의 조직수준에서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CEO, 기 

획실/ 연구개발부서y 실무자 개인， 기타 둥 지식원천올 여러 갈래로 나누어 질문한다. 그 

결과/ 아래에 드러난 바와 같이 기업내에서 암묵적 지식에 해당하는 비공식적 정보의 출 

처는 시장정보l 업계동향， 고객정보l 타회사 운영정보 둥에 대해 대부분 실무자 개인관계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표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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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15> 기업조직내 암묵적인 지식의 유형별 출처 구분 

단위 : 업체수， (%) 

며 지경 、 4연 /촬71혈법패 훌쩍 、M; 계 

판매시장 
27 22 9 23 52 2 135 

(20.0) (16.3) (6.끼 (17.0) (38.5) (1.5) (100.0) 

업계동향 
32 24 13 26 53 3 151 

(21.2) (15.9) (8.6) (17.2) (35.1) (2.0) (100.0) 

고객 정보 
20 26 7 13 66 3 135 

(14.8) (19.3) (5.2) (9.6) (48.9) (2.2) (100.0) 

타회사 30 31 7 16 52 1 137 

운영정보 (21.9) (22.6) (5.1) (11.끼 (38.0) (0.끼 (100.0) 

경영전략 
59 29 6 25 17 0 136 

(43.4) (21.3) (4.4) (18.4) (12.5) - (100.0) 

신기술정보 
16 21 27 40 22 0 126 

(12.끼 (16.끼 (21.4) (31.끼 (17.5) - (100.0) 

신제품정보 
14 23 24 38 23 0 122 

(11 .5) (18.9) (19.끼 (31.1) (18.9) - (100.0) 

평균비중 (20.8) (18.끼 (10.2) (19.5) (29.9) (0.9) (100.0) 

자료 : 철문조사 결과 (복수웅답) 

물론， 예상되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힘든 경영전략에 관한 거시적인 

부분은 CEO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l 신기술정보와 신제품정보의 경우는 외국투자 모 

기업에 의폰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CEO와 관련된 경영전략의 경우는 

한국내 시장공략을 위한 지역경영전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신기술정보와 신제 

품정보의 경우 나타나는 외국투자 모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독점적 우위， 특히 기술과 

지식에 관계되는 독점적 우위는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가 한국에 진출한 근거가 

됨으로 국제적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기업내 관계를 통해 독점적 

이득을 확보하고I 국제적으로 일관된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I 기업의 노하우 및 지 

식 l 신기술의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론과 관련， 앞에 

서 논의한 t내부화 이론I의 논리에 따르는 행태이다(이동기l 이윤철， 1995). 그러나l 신기 

술과 신제품의 경우에도 CEO, 사내 기획실 둥 국내행위자들의 비율을 종합해 본다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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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업조직 내부관계에서도 외국투자 모기업의 의폰 비율보다 국내 행위자들에게 지식 

과 정보를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으로 드러나， 외국투자 모기업과의 관계에서 제한적인 

정보와 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신기술정보와 사내 정보원천의 관계를 투자 지분율과 관 

련하여 알아본다. 100% 단독투자기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는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투자 

모기업과 사내 연구개발부서로 정보원천이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으며， 또한 100% 단독 

투자 기업의 경우도 60% 이상을 국내 정보원천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나l 정보의 이전 

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l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표N-16). 

〈표 N-16> 신기술정보의 기업내 지식 출처: 투자 지분율과의 관계 

단위 : 업체수， (%) 

기업내 훌혈 

합착여부 연구체훨￥ 외E뚱확i.;xl- 췄i흙Ãl- 합쳐l 
CEO 사내거획설 

환서 표71엽 7fl 양l합쩌l 

합작투자 
5 10 17 12 8 52 I 

(9.6) (19.2) (32.끼 (23.1) (15.4) (100.0) 

100% 11 11 10 28 14 74 I 

단독투자 (14.9) (14.9) (13.5) (37.8) (18.9) (100.0) 

합계 16 21 27 40 22 126 

(평균) (12.7) (16.7) (21.4) (31.7) (17.5)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복수웅답) 

이런 관계를 종합해 보았을 때/ 심층인터뷰 결과도 함께 참조하여 기업조직 내부네트 

워크의 도식을 그려볼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기업외부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 

게 보는 것이 기본이지만l 세계적으로 통합된 다국적기업의 경우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도 중요하게 생각한다(Holm et a l., 1995). 기업조직 내부의 지식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보 

았을 때 경쟁우위의 근간이 되는 핵심지식과 경영전략/ 신기술 동은 외국모기업 본사에서 

나오지만l 기술이전의 설문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유통되는 경향이 있으며l 

한국과 같이 투자동기가 시장접근형이 우세한 경우 지역의 시장정보나 기업정보를 수집 

하는 내부 네트워크 관계가 강하게 된다29). 물론l 기업조직 내부에서 다른 국가에 입지 

29) 심충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100% 단독투자업체인 T사의 경우 매달 보고서(mont삐y report)를 통 

해서 한국내 활동에 대한 보고를 본사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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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생산거점형30) 또는 시장접근형 목적을 가진 기업들과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비국지적인 내부 네트워크가 형성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축 

은 모기업 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허브형 네트워크이다(그림 N-1). 

이때l 한국의 경우와 같은 시장접근형 자회사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내 개별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련된 관계를 확대해본다. 이를 

통해 개별기업 내부의 지식과 순환과 의사결정에 관한 미세한 네트워크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전체 기업조직 내부 네트워크와 관련된 한국의 경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기업내부의 지식출처는 CEO, 

연구소l 사내 기획실 둥으로 나타나지만l 심충인터뷰를 참조한 결과는 보다 복잡하게 나 

타난다. 

〈그림 N-1> 하단에 나타난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투자모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기업전 

략을 설정하면l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CEO는 시장확장을 위한 지역기업전략 목 

표를 설정하고 지시한다. 기획실은 이와 관련된 지식을 배분관리하며l 기업의 의사결정 

을 조율한다. 점선 박스로 표시된 연구개발의 경우는 광고엽이나 경영컨설팅업의 경우 

기업의 지식순환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 점 

을 표시하였다. 제조업의 특성에 가까운 SIC 722 소프트웨어업종과 SIC 742 엔지니어링 

업의 경우는 연구개발과 영업부서의 중요성이 다른 업종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난다. 반 

면， 741 컨설팅 업종의 경우는 개별사업부서와 영업부서가 혼재되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별사업부서들이 바로 영업의 역할을 하면서 고객과 의견I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점선으로 묶어 기능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표시하였다. SIC 722 기타 업종 중의 

하나인 컴퓨터 설비 자문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솔류션의 개별사업부제로 조직이 중 

심되어 웅직이지만l 컴퓨터 기술 둥의 중요성으로 반면 연구개발/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크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3이 무역확대형으로도 불리우는데 I 60-70년대 일본기업의 경우가 대표적으로I 자국의 비교우위가 

상실되었감에 따라 생산기지를 전환하는 투자형태이다. 이때 기술수명주기상의 표준회된 기술을 

해당 투자국으로 이전하고I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한다(김기국 외 I 1999; 왕윤종， 

1994). 따라서I 지식의 획득은 인근 선진국이나 발달된 국가의 정보 및 기술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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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넷 J정보공유 

(A) 시장접근형 자회사 내부의 관계 : 한국의 경우 

제적 기업전략설정 

지역기업전략 목표설정 

협력.지원 

-예· 강한관계 

•••• 약한관계 

자료 : 설문조사I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필자가 구성 

<그림 IV-2>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와 지식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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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공간적 트르/서까 L 
-， c그‘-1 

저11 절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입지 특성 

5장에서는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지역네트워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입 

지특성 분석을 통해 지역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인다. 이후， 구체적으로 세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의 특성을 공간적 특성과 함께 살펴본다.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는 단위지역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지 

역네트워크이다. 이런 이유로 입지특성 및 공간적 특성의 이해를 기본적으로 행한 후에 

지역내 타기업 및 기관l 기업협회 둥과의 네트워크 상황을 살펴본다. 

다음의 서울시 구(區) 행정구역 기준 입지지역선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참조해보면 

행정구 단위 세부지역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사업서비스 주요 집적지별 특성에서 강 

남 • 서초， 영둥포구의 1순위 선정이유는 유사업종의 집적이나 교통편리로 나타나고 있어 

동종업체의 각종 정보수집 둥의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표 V -1). 

〈표 V-1> 지역별(구 기준) 외국인투자기업 입지지역 선정이유 

~l협 찢*남.λf훌 〈혔풍.!..:r 1 총혈~ .. 총T l 켈휠}척협 !훌합수 

유사업종의 
1순위 교통편리 거래처 근접 저렴한 비용 124 

집적 

2순위 교통편리 
하부구조 

교통편리 거래처 근접 120 
이용편리 

3순위 
장소자체의 쾌적한 

유사업종 접적 
도심과의 

105 
위신 사무실조건 근접성 

자료 : 셜문조사 결과 (복수웅답 빈도 수 기준) 

구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l 입지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다양하다. 강남지역은 유사 

업종의 집적이 가장 큰 이유로 나오며I 여의도는 교통의 편리I 종로구 · 중구는 거래처의 

근접 l 기타 서울지역과 지방의 입지이유는 저렴한 비용이 1순위로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 

온다. 

강남 · 서초지역은 동종업체의 집적과 교통의 편리l 강남이라는 장소자체가 갖는 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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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l 영둥포구의 경우는 도심과 가까우면서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고/ 

잘 정리된 오피스 환경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인터뷰에 따르면l 강남입지 외국인직 

접투자업체의 경우/ 동종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강남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l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면 이득을 보는 것이 없으며/ 기회가 닿는다면 다 

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유사업종의 집적요인이 외국기업의 전략에 따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결과로 나타난다. 종로구 · 중구의 경우는 도심의 고객과 인 

접한 환경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l 교통편리l 유사업종의 집적이 그 뒤를 잇고 있 

다. 서울 기타 지역의 입지선정요인은 저렴한 비용이 1순위로 나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조건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입지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사업서비스는 다국적기업 내지 다입지기업의 본사가 도시 

에 입지해 있고I 공급자와 고객간의 원활한 교통 · 통신이 가능하고l 다른 특화된 서비스 

에 대해 근접해있고y 유용한 고급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에 집적한다(Hitchens， Q'FarreIl, 

and Conway, 1996). 외국인기업이 해당지역내 국내집적지 근처에 입지함으로써 공급자/ 

수요자l 경쟁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l 노동시장의 확보가 용이하며， 입지관련 제반 정보수 

집 비용을 줄일 수 있고I 집적지가 제공하는 공급과 수요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기 때 

문이다(Bagchi-Sen， 1995). 비록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l 국제적인 공간분업에 의해 

중요 핵심의사결정기능과 단순 해외진출 기능이 분리되어 한국에 진출하였다고 해도 공 

급자I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외국투자 모기업과의 네트워크 결성을 위해서는 정 

보 • 통신 기능이 발달해 있는 대도시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시 

설 및 기능 활용은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외국 

인직접투자기업이 집적할 수밖에 없다. 본디 사업서비스라는 업종상의 특성으로 인해 기 

업들은 매우 강한 시장지향성의 경향을 가지며f 집적의 경제성을 누리기 위하여 통제의 

중심지에 가까이 집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권오혁， 200이. 

이와 관련하여 사업서비스의 집적된 지역이 한 국가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에 

는 그 수요처가 세계시장과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지향하는지l 아니면 국내 또는 지역의 

수요를 주로 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Sassen， 1994:64). 한국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수준이 지역내 시장을 목표로 하는지， 세계시장 내지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 

두보 확보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투자목적과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동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수시장 확장을 목적으로는 하는 기업과 동북아 거점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기업 등의 전략 목표의 차이에 따라 입지상황과 기업전략이 달라짐 

을 나타낸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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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해외투자를 검토할 때 고려하는 입지적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으나， Dunning이 정의해놓은 입지우위요인(locational advantage)을 기준으로 시장접근성l 

투입요소의 비용/ 문화요인 둥 여러 가지 요인을 총괄하여 이야기한다(Dunning， 1995).31)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접근성과 하부구조 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한 서울은 집적지 

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l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인요소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l 단 

순한 집적으로만은 그 현상을 다 이야기 할 수 없다. 최근의 논의에 따르면l 높은 혁신 

성을 나타내는 접적지인 산업지구에 대한 많은 논의 중에서l 같은 산업지구내에서도 기 

업의 규모와 수행력 둥에 따라 이질성이 폰재하고l 이것이 공간적으로 차별적인 군집 형 

태 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Rabellotti and Schmitz, 1999). 이 런 논의 가 지 역 내 부에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I 기존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규모 둥에 따라 다른 군집 

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0>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업체들의 경 

우 최근 강남구에서도 소위 l테헤란밸리 l로 불리우는 삼성l 역삼동 인근에 집중하며l 시너 

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몇년사이의 투자가 각광받는 정보통신 산업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l 엔지니어링산업과 같이 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업체들의 

경우 투자연한은 상대적으로 오래되었고y 지역적으로 이전의 매력적인 입지 선호지역인 

전통적 도심이나 영둥포 지역을 선호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서 

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특성이 국내기업보다 보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아 

보기 위해 투자유형과 투자연한에 따라 지역별 분포를 알아본다. 주요 집적지별 특성을 

알아보는데l 주요 연구에서 집적지로 분류되었으며l 지리적 분포에서도 높은 비중을 나타 

낸 강남 · 서초구l 종로 · 중구y 영둥포구 둥 서울의 주요 집적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 

이다. 

1999년 기준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유형별 지역별 분포 현황은 〈표 V -2>에 

나와있다. 주요 집적지별 투자 지분율별 현황을 보면l 강남지역은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l 영동포(여의도)지역과 종로l중구 둥 전통적인 도심지 

역은 타지역보다 100% 단독투자기업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31) Dunning은 자신의 절충이론(eclectic theory) 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소를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Dunning， 1995: 476). 투입요소(노동 에너지l 자원 동)의 공간적분 

포/ 투입요소의 비용/ 질l 생산성l 시장에의 접근성/ 교통 · 통신비용I 투자대상국 정부의 인센티브 

및 규제l 무역장벽， 철도 • 통신 • 법 등의 하부구조/ 언어 · 문화 • 정치 • 이념의 문제， R&D, 생산I 
마케팅에 있어서의 경제성 둥이다. 

- 90 -



〈표 V-2>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유형별 지역별 분포(1999) 

단위 : 업체수I (%) 

후자유행 강남.셔효 영풍포 총로.총구 껴14치역 합 쳐l 

합작투자 
119 20 32 59 230 

(51.7) (8.끼 (13.9) (25.끼 (100.0) 

100% 단독투자 
129 47 44 71 291 

(44.3) (16.2) (15.1) (24.4) (100.0) 

합계 (평균) 
248 67 76 130 521 

(47.6) (12.9) (14.6) (25.0) (100.0)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강남 • 서초지역/ 영퉁포지역l 종로 · 중구 세 개의 종합적인 주요 집적지에 대한 선호 

는 100% 단독투자일 경우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만I 투자 지분율에 따른 접적지 선호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 follow-the-leader전략에 의 

거l 국내기업과 유사한 집적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강남지역이 최근 국내 

벤처기업들의 집적지로 각광을 받으며/ 국내 정보통신기업들이 집중하는 까닮에 상대적으 

로 외국인기업들이 다른 접적지에 비해 합작투자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둥 업종특성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로 

살펴본 100% 단독투자기업의 입지특성올 보면 연한의 경과에 따라 주요 집적지에서 조 

금씩 기타지역으로 분산되어 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V -3). 

〈표 V-4>에 나타난 업종별 투자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SIC 722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합작투자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I SIC 741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사업 

경영상담엽의 경우 단독투자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SIC 741 업종의 CBO지 

역 입지 비중이 높은결과와 단독투자의 경우 영둥포l 종로 · 중구l 지역을 더 선호한 앞의 

결과를 참조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V-2 참조). IT업체 

와 같은 신홍 발달 산업이 밀집한 강남지역은 외국인 소프트웨어 업체가 입지를 선호하 

는 반면I CBD，지역은 사업경영 상담업의 경우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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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연도별 100% 단독투자의 지역별 업체수 

단위 : 업체수， (%) 

100% 100% 100% 

2콰훈훗 환(1쪽99똘IXJ} 환(1협959뿔3)X} 항(1홀99똘8Xj} 단( 11독m옛후g%자) 
서울 25 47 

주요접적지역 (86.2) (87.0) 

기타지역 
4 7 

(13.8) (13.0) 

총 합계 
29 54 

(100.0) (100.0) I 
자료 : 재정경제부I 1991, 1993, 1998,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176 220 
(76.9) (75.6) 

53 71 

(23.1) (24.4) 
229 291 

(100.0) (100.0) 

〈표 V -4>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유형별 업종별 현황(1999) 

단위: 업체수， (%) 

SJC 혔총￥훌훌추 훗r .. ~흥 협f 했 
72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114 117 

운용업 (49.4) (50.6) 
722 소효트웨어 자문，개발 66 84 

및 공급업 (44.0) (56.0) 

72 기타， 722 제외업종* 
48 33 

(59.3) (40.끼 

74 기타 사업관련서버스업 
177 113 

(61.0) (39.0) 
741 법무，회계l시장조사 107 33 

및 사업경영상담업 (76.4) (23.6) 

742 건축/엔지니어링 및 55 60 

기타기술서비스업 (47.8) (52.2) 

743 광고업 
15 20 

(42.9) (57.1) 

합계(평균) 
291 230 

L _____ .~.9) (44.1) 

* 컴퓨터설비 자문업l 자료처리엽， 데이타베이스업I 사무 • 회계 ·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리업의 합임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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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황r I 
231 

(100.0) I 

150 I 

(100.0) 
81 

(100.0) 
290 

(100.0) 
140 

(100.0) 
115 

(100.0) 

35 
(100.0) 

521 
(100.0) 



〈표 V-5>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연한별 지역별 분포(1999) 

단위 : 업체수， (%) 

투자연한 강남; 비율 
서초 중구 

기타 비옳 
지역 

10년미만 218i (87.9) 48i (71.6) 63i (82.9) 116i (89.2) 445i (85.4) 

10년이상 30i (12.1) 191 (28.4) 131 (17.1) 141 (10.8) 761 (14.6) 

합계 248i (100.0) 67i (100.0) 76i (100.0) 130i (100.0) 521l (100.이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들의 투자연한별 지역별분포 

를 1999년 기준으로 알아본다<표V-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투자연한이 오렐수록 종 

로l중구 및 영둥포(여의도) 지역의 선호가 나타난다. 강남 · 서초지역의 10년 미만 투자업 

체의 비중은 평균보다 높다. 최근 정보통신 위주의 신규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l 영동포와 종로l중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10년 이상 투자업체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다. 투자연한이 오렐수록 그 당시 매력적인 입지조건이었던 CBD지역 및 여 

의도 지역을 선호했던 결과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l 최근 많은 기폰 업체가 강남l서초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I 강남지역으로의 집중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연한과 종업원 수 규모의 관계를 알아보면/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규모 

가 큰 기업보다 투자연한이 짧다(부표 14 참조). 정보처리 관련 산업과 엔지니어링 부분 

의 투자연한이 높은 반면l 최근 관심을 모으며l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사업경영 상담업 

및 광고엽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연한이 낮은 것올 볼 때 알 수 있으며(표 ill-8), SIC 

72 산업의 종업원수 규모가 SIC 74 산업 보다 큰 설문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N-6). 

기업 창업당시 원래 입지와 현재입지와의 관계를 물어본 설문조사결과에서 드러나는 

것은 강남.서초I 여의도/ 종로/중구 지역의 창업 원래 입지에 그대로 입지하는 경우가 각 

각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의 지역입지선태 이유에서 드러난 설문결과와 

의 관련성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강남.서초/ 여의도l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분위기l 명성 

및 하부구조에 대한 특성을 외국인직접투자업체가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라 활 수 있다 

(표 V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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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6> 지역별 현입지와 기업창업 원래 입지와의 관련성 

단위 : 업체수， (%) 

잃짧현t 창남.서효 여의도 총꿇.중구 기타칙역 합 껴1 

(벼옳) (벼옳) (벼옳) (비옳) (평균버옳} 

그대로 
44 14 14 10 82 

(69.8) (73.7) (63.6) (50.0) (66.1) 
다른 지역 19 5 8 10 42 

에서 이전 (30.2) (26.3) (36.4) (50.0) (33.9) 
61 19 22 20 124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자세히 보면 강남지역과 여의도지역 입지기업의 창업 입지 고수비율이 평균보다 높 

게 나옴을 알 수 었다. 종로구I 중구에 현재 입지하는 기업은 창업입지를 그대로 고수하 

는 경우도 많지만l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온 경우도 평균보다 높음으로 인해서 외국인직접 

투자업체의 입지선호가 높음을 설명한다. 기타 지역은 창업입지와 현재 입지가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경우로 나타난다. 기타지역 입지지역 선정 이유에 가장 많은 것이 저렴한 비 

용이었던 것을 떠올린다면l 경제적 이유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고 하겠다. 

사업서비스와 관련된 근접성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고객들과의 지식의 공유 문제이 

다. 이에 다른 제조업의 경우와 달리 더 긴밀한 대면접촉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Moulaert and Djellal, 1995). 제조업의 운송비와 유사한 서비스업의 I접촉비용I을 계산해 

보았을 때 대면접촉이 용이한 도시공간/ 그 중에서 도심지역을 선호하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게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업구조재편에 따라 기업본사의 사무기능들이 지역 

적으로 분산되는 반면l 고차의 기술l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기능들은 오히려 이 

러한 기능들을 대치 내지는 보완하며 대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Marshall， 

1994). 사업서비스와 같은 업종에서는 지식이나 정보의 하부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도시로 몰려들어 공간적 집적이 나타나게 된다(Daniels， 1991). 이같은 집적은 거 

리적인 관계에 따른 집적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사회/ 문화적인 친밀성 

도 의미한다. 이렇게 혁신/ 지식/ 정보의 근접성에서 단순한 물리적 거리만이 아닌 사 

회 · 문화적인 친밀성이 중요한 것은 지역혁신과정이 진행될수록 암묵적 지식의 빈도와 

중요성이 커지며/ 집단이나 제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 · 제도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기 때문이다. 공간적인 집적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l 잠재적인 협력대상자와 사회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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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동일한 공감대를 형성 

하는 영역내에서 성， 연령， 인종， 교육적 배경， 지역의 동질감 둥 특수하며 고유한 사회적 

특성이 녹아있는 생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가 시장에서 다루어 

진다는 것은 거기에 녹아있는 고유한 사회적 성질이 함께 거래됨올 의미한다 하겠다 

(Lash and Urry, 199끼. 따라서l 단순한 전통적 입지적 이점에 더하여 사회 · 문화적l 조 

직적 근접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거래비용의 감소I 효율적 입지의 선태l 외부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산업환경 둥이 이러한 요소를 반영한다고 하겠다(Capellι 1999). 서울 내 주요 

집적지에 대한 집중현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다양한 요소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 

다. 

저12절 한국내 타기업과의 네트워크 

1. 고객기업과의 관계 

한국내 사업서비스의 타기업과의 네트워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한국내 국내 기업 

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작용올 이른다. 한국내 고객 및 경쟁기업l 전 • 후방의 연관 

기업l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들과의 상호작용올 통한 외국기업의 한국내 행위자들과의 

관계 정도를 말한다. 

지역올 기반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기업간 혹은 산업간에 협력올 활성화시켜서 지 

역성장에 도움올 준다(Saxenian， 1994). 혁신활동이 지역을 기반으로 태동되어 국지적인 

네트워크가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l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 비국지적인 네트워 

크와 동시에 국지적인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여 지역내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고 충분히 지 

역성장에 도움올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매출관련 설문결과에 따르변l 고객기준으로 서비스 매출에 관한 질문에 웅답 

한 99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 응답치에 대한 평균을 구해 본 결과 〈표 V-7>과 같다. 국 

내 내수 매출이 전체의 90%를 넘고 있다. 제조업체에 대한 고객 비중이 높지만l 공기업 

체와 외국의 경우까지 합치면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매출이 더 높게 나타난다. 제조업파 

사업서비스간의 단순화 외부화 관계로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다. 국내 내수 매출의 비 

중이 월둥하게 나타남으로 앞에 논의된 투자동기와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고객 비중으로 본 외국으로의 매출은 앞의 고객지역에서도 

m 

밍
 



일부 확인된 바이지만I 외국서비스업체와 제조업체를 합쳐 9%의 비중을 나타냄으로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7>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서비스 매출기준 고객 상황 

(단위 : %) 

λ경버확스l헤협체 藝) 서버 S쇄스좁협책 71 'S￥* 활 용협혜합 

29.9 38.5 16.5 6.7 2.3 6.8 100.0 ! 1업06 체개 

*개인 대상 매출 

자료 : 설문조사 결과(평균) 

4장에서 언급했던 역외 수출의 비중이 낮은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서비스 업종 

특성상 근거리의 고객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확인해 주고 있다. 내수 시장접 

근형 투자목적에 따른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와 고객과의 친밀도는 인터뷰에서도 확 

인된 사항이며l 제조업체뿐 아니라I 서비스업체l 공기업체 둥으로 고객 충이 다양하게 나 

타난다. 

이런 결과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은 다른 기업의 서비스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서비스기업의 행태와 공간적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종래의 분석시각은 

제조업와 서비스업간의 이분법적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서비스-서비스의 

수요-공급관계에 더 관심을 갖는다(Bagchi-Sen， 199끼. 

특정한 종류의 서비스산업의 발달은 다른 종류의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자극하며 

(Dicken, 1992), 대도시 내 사업서비스의 발전은 제조업보다는 다른 서비스업에 대한 노 

동력이나 생산물을 제공한다(Goe， 1990). 또한， 사업서비스는 서비스의 생산자인 동시에 

수요자이며l 소비자이기도 하다(Coffey， 1996). 실제로 사업서비스의 수요-공급관계가 제 

조업-서비스업의 단순한 관계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에 속한 기타 서비스 업체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증거들이 있으며l 사업서비스 기업들은 단순히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아 

니라I 사업서비스 자체의 주요 소비자로 나타나고 있으며I 서비스 부문 자체의 수요증가 

가 중요한 발전요소로 나타나고 있다(Strambach， 1994:357, Coffey and Bailly, 1992 

864). 단순한 제조업으로부터의 외부화 증거 없이 성장하는 전문 서비스들도 많으며I 기 

업이라는 조직의 복잡한 내적I 외적 환경들과 전문화를 요구하는 자체의 수요증가I 서비 

스내의 자체 진화요인 둥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Lash and Urr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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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l 제조업과 직접적인 상관없이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양질의 특화된 전문 

서비스와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 증가로 말미암아 최근 중요한 요소로 둥 

장하게 되 었 다는 사실 이 다(Perry， 1990; 5trambach, 1994). 

<표 V-8>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기준 업종별 고객 상황 

(단위 %) 

고 책 
국내 

국내 국내 외국 외국 
서비스 제조 

공기업체 
셔버소 체& 71 타** 업체수 

산업뿔휴 업체 업체 
(공사， 

업체 업쩨 
(SIC) 청부거환) 

72용타엽 정 컴보퓨처터리 몇 련 운기 관 36.2 30.3 19.4 7.1 0.5 6.5 58개업체 

722 소프트웨二 어。a 
자급문업y개발 및 30.4 34.1 17.9 10.9 - 6.6 357~ 업체 

-----------------‘-------------‘---.--------

72제7 외l 타 업，5 종IC* 722 44.9 25.7 21.5 1.3 1.3 6.4 237~ 업체 

7관4련 기서타버 사스업업 22.1 48 .5 13.0 6.3 4.4 7.2 487~ 업체 

741 

여。 사상법무당 및，업회 사계업，시장 경조 26.0 45.6 11.4 8.2 0.8 9.0 25개업체 

742 

서건및축비 기/스엔타업지 기니술어링 16.6 58.7 16.9 4.1 6.3 1.3 16개업체 

743 광고업 21 .4 37.1 10.0 4.3 12.9 14.3 7개업체 

합 계 (평균) 29.9 38 .5 16.5 6.7 2.3 6.8 1067~ 업체 
」← ←←드 

* 컴퓨터셜비 자문업l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I 사무 · 회계 ·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l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리업의 합임 

** 개인 대상 매출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평균) 

업종별 고객 특성은 서비스 특성 파악에 더 많은 설명력을 부여한다. 업종별 고객 

평균 비중은 5IC 72와 5IC 74의 경우 대비가 된다. 5IC 72의 경우는 서비스업체로의 고 

객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5IC 74의 경우는 제조업체의 고객 비중이 더 높 

게 나타난다(표 V -8). 특히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우 

국내제조업체의 고객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 외국제조업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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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높지 않지만， 국내 제조업체의 고객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내수시장의 진출목적과 

투자 지분율 등의 관계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당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SIC 72의 

경우는 국내서비스업체와 국내공기업체l 외국서비스업체 동의 고객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객이 서비스업체 및 공공기관 중심임을 설명한다. 광 

고업의 경우 특이한 점은 외국제조업체의 고객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외국계 

광고회사들은 단독투자를 선호하며， 다국적 광고그룹의 한국내 진출로 인해 외국투자모기 

업의 광고를 수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희주외， 200이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사업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체의 고객 

업체 지역분포를 알아보았다. 대상을 수도권 소재업체로 국한시킨 것은 근접지역 고객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범위를 수도권으로 한정시킨 까닭이다<표 V-9>에 나타나 있는 

서울소재 업체의 고객업체 지역분포의 관계에서 고객업체에 대한 지역적 근접성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평균으로 계산한 비율에서/ 종로I 중구의 경우 같은 구l 인접구 고객 

의 비중이 30.5%, 강남l서초 지역은 22.9%, 영둥포지역도 20.1%를 나타냄으로 외국인직접 

투자업체들이 고객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으로 대면접촉을 중요시하는 사업서비스의 

고객비중의 중요성이 설명력을 갖고 있다. 특히 종로 · 중구의 경우 같은 구 · 인접구 및 

서울 전체의 고객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회사 입지요인 중 고객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 · 서초구 지역과 영둥포지역은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중요 집적지로 

써 상대적으로 고객이 보다 분산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서울 기타 지역 입지 업체의 경우는 같은 구 내지 인접구 이외의 서울지역 고객 

비중이 30.2%로 나타난다. 이것은 역으로 고객들이 기업의 입지지역인 가까운 기타지역 

외에 서울내 주요 집적지에 입지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경기도 입 

지기업 4개업체의 경우는 70% 이상의 고객이 수도권l 즉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 있 

음을 나타내고 있어 서울의 집적지 매력보다는 사업서비스의 특성상 근접고객에 대한 요 

인이 큰 입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종로l 중구의 경우l 같은 구와 인접구의 고객 비중이 30.5%로 다른 지역들보다 

높게 나타나는더L 전통적으로 은행/ 보험사 동의 생산자서비스업체 및 도심의 고객들을 

중요시해온 사업서비스업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이다. 이는 일부 심층인터뷰에서 

도 확인된 사항이다.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전체 고객업체 지역분포를 보면 

전체평균 51.2%가 서울에 입지하고 있으며 r 수도권은 73.9%, 한국내는 92%가 넘게 입지 

하고 있으므로 한국내 고객을 지향하는 지역 지향의 판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l 

한국의 내수시장 개척이라는 목표와 일치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해외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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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객연계는 7.8% 정도로 나와있다. 사업서비스라는 업종 특성상 외국투자모기업과의 

하청 관계는 없고l 앞의 설문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수출비중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 비국지 

적 연계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지역 고객 비중은 평균 7.8%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 

비스 매출 기준으로 외국서비스 업체 6.7%, 외국 제조업체 3%의 비중을 보이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7 .... 10%대의 약한 비국지적 연계를 보이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표 V 

-9 참조). 

〈표 V-9> 수도권 소재 업체의 고객업체 지역분포 

단위 : %, (업체수) 

혔t 서옳 서옳 그외 서옳 :::l 외 
저방 

혜외 
합 껴i 

활흘:규 안컵구 서옳 소까뼈 수풍현 지역 

강남y서초 11.9 11.0 27.7 50.6 20.4 23.1 5.9 100.0 (56) 

종로，중구 15.5 15.0 37.3 67.7 16.4 11.0 5.6 100.0 (22) 

영둥포 10.7 9.4 30.2 50.4 21.1 13.8 14.8 100.0 (19) 

서울 기타 2.7 10.0 30.2 42.1 30.8 16.3 10.6 100.0 (13) 

경 기 - - 1.3 1.3 70.0 23.8 5.0 100.0 (4) 

평 균 10.9 11.0 29.3 51.2 22.7 18.5 7.8 100.0 (114) 

* 경기지역 기업의 경우는 서울l 수도권， 지방l 해외지역으로 나누어 고객입지를 물어본 결과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평균) 

업종별로 알아본 고객업체의 지역분포에서는 세부 특성이 두드러진다. 소프트웨어 

업체를 중심으로 한 SIC 72의 경우 서울지역의 고객분포가 중심이며， SIC 74 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도권y 지방/ 해외의 고객업체 비중이 서울지역 고객비중과 비교하여 평균보 

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l 광고업의 경우는 업종 특성상 서울의 고객비중이 압도적으 

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V -1이. 

서비스의 개별 산업의 경우에도 물론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따라 서비스의 생산과 사 

용자간의 근접성이 차이가 나게 된다(Illeris， 1994). 사업서비스업과 관련된 기존연구에 

따르면l 도시에 입지해 있는 서비스라 하여도 그 업종별 입지 특성은 달라서l 높은 대면 

접촉 수준을 요구하는 'front office' 기능은 도섬에 집중되는 반면I 그럴 필요성이 상대적 

으로 적은 'back office' 기능은 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분산한다(Coffey and 

Bai1ly, 1992). 또한/ 대면접촉이나 근접성의 조건 또한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 

며l 정보나 지식을 교환하는 단계에 따라 차이가 나며l 기업이나 개인의 적정한 공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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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암묵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해야 하는 

R&D 단계에서는 근접성이 더 중요하며l 암묵적인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다른 단 

계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Bemady， 1999). 설문결과를 참조하면l 광고업과 자료처 

리l 데이타베이스업 둥 서울에 집중할 필요성이 높은 업종이 눈에 띄는데， 광고엽의 경우 

는 대면접촉의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l 자료처리/ 데이타베이스업 

의 경우는 높은 기술과 지식의 교류를 필요로 하는 까닭에 대도시를 선호하는 결과로 보 

인다. 같은 사업서비스라고 해도 회계업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용이한 반 

면l 고객의 의도에 맞추어야 하는 경영상담업I 광고업과 같은 경우는 특정의도에 따라 서 

비스의 특성이 달라지며l 서비스의 노하우가 더욱 중요하다(OECD， 1996). 

<표 V-10>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업종별 고객업체 지역분포 

단위 : %, (업체수) 

’ I ::::J.. 외 I _~ ~.~ I_~， .... '\1 
산협환뽑 않Iζ) \JlZ페 Ãl 역 I Âi 옳 I ~~~1 I 지 방 i 혜911 활 껴l I I 수뚱뭘 I .- I ". I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I t:'.'7 t:'. I 10 C. I 1 '7 t:'. I t:'. Q 련운용업 I 57.5 I 19.6 I 17.5 I 5.8 I 100.0 (63) 

:J-표트웨어 자문l개발 및 I . t:'.1 t:'. I "'1 f) 1 Q C. I Q 0 공급업 151.5 I 21.0 I 18.6 I 8.9 I 100.0 (39) 

7271 타，5IC 722 제외 업종* I 67.2 I 17.1 I 15.6 I 0.8 I 100.0 (24) 

및 .... 깃E}-.잔-업--관-렷-전-꺼116혈L ___________ L __ 맺~ _____ L---했컨 ______ L}_?끼 _____ L}Q긋--‘L}QQ_:Q ___ 맺_n ____ _ 
741 법무l회계I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 

47.7 26.9 14.3 11.1 100.0 (26) 

742 건축l엔지니어링 및 기타 I ..,c. r:: I ':11 .., I ':11 1 I 11 .., I 
기술서비스업 I 26.5 I 31.2 I 31.1 I 11.2 I 100.0 (18) 

743 광 고 업 I 72.1 I 12.9 I 10.7 I 4.3 I 100.0 (η 

합 계 (평 균 I 51.2 I 22.7 I 18.5 I 7.8 I 100.0 (114) 

* 컴퓨터설비 자문업/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l 사무 · 회계 •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l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리업의 합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평균) 

한국내 기업간 네트워크 관계의 단서로 한국내 외국인기업의 주요 의사소통수단을 살 

펴본다. 한국내 사업서비스 고객 대상 매출이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l 국내 

고객의 비중이 90%를 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한국내 기업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고객과의 연락을 위한 소통수단은 직접방문 및 전화， FAX, 인터넷 둥 

다양한 의사소통수단에 고르게 나타난다(표 V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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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 -11>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주요 의사소통수단 

단위 : 업체수， (%) 

고책파의 추요 
척첩방푼 천화，Fax PC흉선 

언터넷 
천용회전 합쳐1 

외사소풍수단 E-mail 

응답수 33 59 4 53 1 150 

(비율) (22.0) (39.3) (2.7) (35.3) (0.끼 (100.0) 
」←(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복수웅답) 

표의 결과는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가 정보통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는 서울이라는 도시기반시설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임을 시사하 

고 있다. 대도시지역은 더 긍정적인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술발전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는 이러한 내용의 증거가 된다(Castells， 1989). 개 

별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환경이지만l 서울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보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혁신환경 내에 입지하는 것이므로 고객과의 접촉에 있어 큰 불편을 느끼 

지 못하기 때문이다(Antonelli， 200이. 사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대변접촉이 필요한 

기업의 중요한 교류와 만남에 대해서 보완적인 입장에 설 뿐， 대면접촉을 대치하지는 못 

한다(Antonelli， 200이. 이러한 특성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대면접촉과 전 

화l 인터넷 둥 의사소통수단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며l 

다른 의사소통수단의 사용이 많아진다고 해서 대면접촉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질(質)의 향상으로 인해 불필요한 방문과 

비용을 절감함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전화， FAX. 

PC 통신 둥의 사용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경우 지역내 네트워크 참여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서비스 공급기업과의 관계 

서비스의 조달관계에서 드러난 현상은 법률 · 회계엽의 경우 전문적이고 국지적인 서 

비스와 조언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한국 기업내 처리보다는 국내외부기관 의뢰의 비중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나머지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가능한 자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기술검사와 외국투자 모기업 

전체의 지원이 가능한 광고홍보의 경우 투자모기업 지원 비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I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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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이상의 서비스를 해당 기업이 처리하고 있고l 고난이의 전문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요 조건과 맞물린다(표V -12).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한국내 모 

기업과 관련된 경우 대기업의 계열사인 경우가 많고， 법률 · 회계서비스와 시설l 장비임대l 

인력공급l 운송물류 동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기업의 제공서비스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 -12>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투자기업의 서비스 조달 

서버ζ쓰 
와푹쭈차 한국 71 엽 i헤 
끊겨협처ë) j웹핵* 

법률.회계 9.7 

시장조사 
13.4 

경영상담 

엔지니어링 
20.7 

기술검사 

광고홍보 15.9 

시설.장비임대 11.9 

인력공급 8.2 

운송.물류 8.7 

평 균 12.6 

* 한국내 모기업이 있는 경우도 포함 
** 기술제휴업체에서 대행해주는 경우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평균) 

55.1 

76.0 

68.6 

68.6 

74.6 

80.6 

68.2 

70.3 

단위 : %, (웅답업체수) 

E풍i써외부 71 El-** 합껴l 
71환회뢰 

35.2 
100.0 

-
(111) 

10.6 
100.0 

-
(106) 

10.7 
100.0 

-
(9끼 

15.5 0.2 
100.0 
(107) 

13.4 0.2 
100.0 

(95) 

11.2 
100.0 

-
(112) 

23.2 
100.0 

-
(95) 

17.1 0.1 100. 0 

앞에서 논의된 대로 한국내 입지하고 있는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업체는 높은 

수준의 업무를 처리할 만큼 중요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본사 수준에서 중요 

업무는 이미 처리가 되고I 한국에서는l 그리 수준이 높지 않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장조사나 경영상담과 같은 서비스 

의 경우는 70% 이상을 조사기업에서 처리하고 있다. 사업 및 경영상담업과 같은 사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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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고급의 서비스에 속하지만l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그리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l 이에 따른 

국내 외부기관에의 의뢰 비중도 10.6%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I 운송l 물류의 경우는 법률 · 회계 서비스와 함께 지역내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해당기업의 비중이 낮고I 국내 외부기관의 외뢰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평균으로는 87.4%의 서비스를 외국투자 모기업 이외의 

원천， 즉 한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l 국내공급연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 V -13> 사업서비스 외국인투자기업의 서비스 조달 지역 

단위 : %, (웅답업체수) 

서버스 찰온구 인접구 
그외 ::J. 외 

혜외 
서옳 쭉내 

법률.회계 28.3 23.6 40.9 4.4 2.8 

시장조사 
28.4 14.2 31.7 14.0 11.8 

경영상담 

엔지니어링 
27.1 10.8 31.9 13.4 17.4 

기술검사 

광고홍보 29.5 14.9 33.5 9.6 12.5 

시설.장비 
30.9 14.2 34.1 12.0 9.3 

임대 

인력공급 33.9 9.8 36.7 14.4 5.3 

운송.물류 29.4 15.3 35.1 13.6 6.8 

평 균 29.6 14.6 34.8 11.6 9.5 

* 경기지역 입지기업의 경우는 서울l 그 외 국내l 해외지역으로 나누어 

조달지역올 물어본 결과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명균) 

합 껴} 

100.0 (99) 

100.0 (89) 

100.0 (76) 

100.0 (88) 

100.0 (76) 

100.0 (86) 

100.0 (78) 

100.0 

〈표 V-13>에 나와있는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투자기업의 서비스 조달 지역관계는 

전반적으로 같은 구 내지 인접구에서 서비스를 조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같은 구와 인접구에서 대개 40-50% 정도의 서비스를 조달함으로써 서비스의 대 

면접촉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높은 법률.회계업의 경우는 가까운 지역에서의 

조달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외국기업의 지역선정에 있어 유사업종의 집적이 중요 

한 입지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지역별 서비스 조달 특성에서도 전체 

평균으로 볼 때 9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국지적 공급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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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서비스의 경우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특성상 숙련된 노동력과 전문화된 기술을 

모두 보유할 수 없는 기업이 외부에서 전문적 서비스와 기술을 조달하여 경쟁력을 유지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외부화와 연관이 많다. 기술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비 

정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기술을 펼요할 때마다 외부에서 조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할수록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고 중요해지는 현상을 아웃소싱/ 

외부화의 확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적으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외부화에 대 

한 주요 동기는 비용의 절감l 높은 수준의 서비스 조달l 기술환경의 전문화/ 전문적 지식 

구득의 필요성 증가I 외부화를 통한 기업조직의 유연성 증가 둥이 지적되고 있다(Perry， 

199이. 산업의 유연성이 증가하게 되면， 고도의 기술노동력을 유인하게 되고I 기업간에는 

네트워크가 발전하게 된다. 이때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한 유연성의 증가는 비용을 절감 

시키는 요소가 되고I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Coffey and Baily, 1992). 

공간적으로 기업의 이러한 기능분리와 관련하여/ 강한 지역 기업가 정신， 친밀한 유대관 

계I 기업간의 협력/ 특정노동시장과 결합된 적절한 외부성 둥이 지역 생산구조의 경쟁력 

을 높이며 (Camagni， 1995), 이와 함께 특화된 외부의 기술 서비스는 혁신적 기업의 발전 

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Macpherson， 199끼.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률l 회계 l 광고 둥 전문적 사업서비 

스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이용하는 아웃소싱의 이점을 위와 같이 평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V -14). 

합쳐l 

웅답수 12 41 42 15 8 118 

비율 (10.2) (34.η (35.6) (12.끼 (6.8) I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그 이유로 첫째는 내부의 서비스보다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의 선태이 용이하다는 것 

이며l 두 번째는 특정기업l 전문서비스의 구득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비용의 저 

렴성에 대한 비율은 적은 편인데l 국내기업과 달리 비용보다는 서비스의 전문성I 질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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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외국인기업의 특징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빠른 기술변화에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 

한 부분은 한국내의 다른 사업서비스업체들보다는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가 

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3. 기업간 제휴 · 협력관계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혁신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세계화의 시대에 한 지역내 기업이 다른 국가의 기업 내지 행위자 

들과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I 기술， 지식의 다 

양성으로 한 기업이 모든 정보를 보유할 수 없다는 한계와 둘째l 기술 및 지식수준이 상 

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기업들의 경우 선진지식을 이용하기 위함과 셋째， 세계의 기술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 기업간의 협력이나 연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수준을 따라잡기 힘들다 

는 사실 때문이다(이공래y 심상완， 1999).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둥을 통한 국제간 기업협 

력은 국가내 정치적인 제약성둥을 뛰어넘기 때문에 다른 국가내 기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l 기업의 제도적 l 문화적 영향력을 먼 거리에 있는 시장에까지 파급시킬 

수 있다는데에 의미가 있다(Zanfei， 200이.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기업환경을 보면， 높은 

경쟁환경 속에서 고품질과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조직 

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생산l 판매 I 연구개발 둥의 기업조직을 관리함에 있어 여러 기 

업들이 분업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고 외부기능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 

을 선호하고 있다. 기업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올 모두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한 기능을 최적의 구조로 통합하여l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가상의 조직체를 형 

성하여 기업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쉽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1998).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경우 기업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국지척 네트워크는 

이런 맥락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지역내 협력을 요구한다. 보통 고객과 공 

급업체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면y 수평적인 기업간의 협력은 전략적인 제 

휴관계라고 볼 수 있다. 협력의 형태는 연구개발협력 뿐 아니라l 구매 l 생산I 판매I 협력l 

인력 훈련 둥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박삼옥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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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5>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간 협력특성 

(단위 : %) 

지업zr 협핵 처l휴， 혁신발생 C예웰 
전체대비 

lil옳 

@기업간의 공동연구 · 프로젝트가 있다 42.7 

@기업간 공동 광고협력이 있다 27.4 

@기업간 공동시장조사 / 마케팅 제휴가 있다 40.3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기업지원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14.5 

@직업훈련기관 또는 조직 관리 자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13.7 

@기업간 숙련기술인력의 이동이 잦은 편이다 27.4 

@기업간 비공식적인 협력관계가 잦은 편이다 25.0 

@최근 3년간 라이센스 기술이전이 있었다 14.5 

@최근 3년간 특허/ 실용신안 동록이 있었다 8.1 

@최근 3년 간 새로운 프로그랩 개발I 둥록이 있었다 21.0 

@기타 기업간 기술제휴 및 협력이 있다 15.3 

* 공동 정보교환l 자료교환/ 서비스 공동제공협력I 프로그램 개발제휴l 업무일반협력l 

본사 차원 협력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와 국내 기업간/ 관련 지원기 

관과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기업간 공동연구l 프로젝트가 가장 많은 편이다(표 V -15) 

그러나l 다른 문항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모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가장 비중이 높고/ 사안 

에 따라 국내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던가 하는 부정기적인 협력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과의 심층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바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l 기업간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와 공동시장조사l 마케팅 제휴의 경우 비율이 40%를 넘고l 기업간 

광고협력l 숙력기술인력의 이동l 비공식적인 협력관계의 경우도 거의 30% 대의 협력l 제 

휴 비율에 육박하고 있다.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업체가 기초적인 국내기업과 

의 협력 및 제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 

러나/ 인터뷰와 다른 설문결과를 참조해볼 때 사안에 따른 부정기적인 협력관계가 많고 

협력관계의 지속성에도 유연성이 많으며l 아직까지 숙련기술인력의 이동이 잦은 편이 아 

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역기업과의 연계가 아직 성숙단계가 아닌 것을 나타낸다. 이 

런 점으로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내기업과의 협력은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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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간 숙련기술인력의 이동이나 비공식적인 협력관계가 높지 않음 

은 상대적으로 다른 협력관계에 비해 소수의 이문화집단인 외국인직접투자업체가 능동적 

으로 인력의 이동을 이끌거나 협력관계를 도모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인력 

의 이동으로 인해 경쟁업체로 가거나， 암묵지의 누설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는 

행태라 할 수 있다. 이직후 동종업체로의 이동이 높은 편이지만， 숙련기술인력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는 않는 풍토는 이런 면에서 소극적인 외국인기업의 특성올 나타낸 

다(표 V -17, 18). 

한편I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의 기업지원 비율이 낮은 것은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기업 

관련 지원 서비스의 미비에서 그 이유를 찾올 수 있다. 국내 기업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구조조정 지원자금 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박삼옥， 1998b), 아직까지 국내 외국인기업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점이 많으며I 이에 

대한 외국인기업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32) 외국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대상기업의 1/3 이상이 정부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웅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Keeble， et al., 1999). 

이러한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연한별 기업간 협력 및 제휴를 따로 살펴 

보았다. 투자연한이 오래될수록 한국지역과의 친밀도가 높아져서 한국내 기업간 협력 및 

제휴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살펴본 것이다(부표 7 참조). 설문조사 대상기 

업의 평균연한이 6.8년인 것을 감안하여 6년 이하의 기업파 7년 이상의 기업올 나누어 기 

업간 협력 제휴를 알아본다. 설문조사대상기업의 명균 연한올 기준으로 구분해본 결파는 

투자연한이 오렐수록 협력관계가 높은 현상올 보여주고 있다. 마케팅 제휴를 제외한 모 

든 항목에서 기간이 오렐수록 기업간 협력l 제휴의 정도가 명굵보다 높다. 

업종별 기업간 협력I 연계 상황은 정보처리 (SIC 72) 업종이 협력경향이 강하고， 다른 

업종들은 평균보다 낮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보처리업종의 협력경향이 강한 것은 국 

내기업의 특성과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업종 특성상 협력 연계 경향이 

강한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표 V -16). 

32)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요인으로는 노동l 자본l 부동산， 인프라 둥 국내 

생산요소시장의 유연성 부족과 고비용구조 동을 꼽기도 하지만l 토지관련 정부의 규제l 각종 법 

규의 모호함과 정부시책의 불투명성/ 행정편의주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과다한 규제， 공무원들 

이 사업활동에 대해 지원적이기 보다는 제한적인 고압적 자세 둥 정부 지원서비스의 미비점도 

많이 거론된다(김준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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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6>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업종별 기업간 협력 

단위 : 업체수， (%) 

싼\업협톨혁휴，쩨 양휴UC) 프훌훌흘썩연3구옹 훌훌활 용 아용 훌1시사명짱 j좁혈 71활 엉1al쩍풍활4*1aq* 쳐잊슐 기 협타째혁휴 
업쩍흉혁웰 

71훌쯤 
ll.햄훌훌* 혈훌헬빽훌 

업j훌츄; 
경쩨￥F 

7컴2퓨 정터보처 판리련운 및용 기업타 35 23 30 23 18 14 

(27.3) (21.2) 66 
(53.0) (34.8) (45.5) (34.8) 

.-----------------------------------------------
722 소효트웨어 지 26 15 18 15 12 8 

42 
문，개발 및 공급업 (61.9) (35.끼 (42.키 (35.η (28.이 (19.0) 

------------------------------------------------

72제7 외l 타 업，5 종IC* 722 
9 8 12 8 6 6 

(25.0) 24 
(37.5) (33.3) (50.0) (33.3) (25.0) 

사74업 기판타련서버스업 
18 11 20 11 13 5 

(8.6) 58 
β1.이 (19.0) (34.5) (19.0) (22.4) 

------------------------------------------------
741 6 

3 
12 7 11 4 

및법무 사l회업계경，시영상장조담사업 (10.끼 28 
(42.9) (25.이 (39.3) (14.3) (21.4) 

------------------------------------------------
742 3 

0 
5 2 5 3 

건기타축，엔 기지술니서어비링스업 및 - 19 
(26.3) (10.5) (26.3) (15.8) (15.8) 

-------------------------------------.. ----------
2 1 2 4 4 4 

743 광고업 (18.2) 11 
(9.1) (18.2) (36.4) (36.4) (36.4) 

53 34 50 34 31 19 
합 계 (명균) 

(25.0) (15.3) 124 
(42.η (27.4) (40.3) (27.4) 

* 컴퓨터설비 자문업，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I 사무 • 회계 •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l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리엽의 합임 

자료 : 셜문조사 결과 

기업간의 인력교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직관계를 질문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업 

체 중 설문웅답 1147ß 업체의 평균 이직율은 약 13.1% 정도로 나타나며I 업종별 평균 이 

직율l 투자 지분율별 평균 이직율I 지역별 평균 이직율은 아래 표와 같다(표 V-1끼. 이를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 및 업종 투자 지분율별로 이직율이 차 

이나거나 하는 특징적인 현상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 

인력이 한국내에서는 고급인력에 속하지만， 외국인기업자체로서는 투자대상국내의 소요인 

력이기 때문에 인력 특성에서 이렇다할 큰 특정올 나타내지 못하는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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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7> 투자 지분율별/ 지역별I 업종별 이직율 평균 

단위 : %, (업체수) 

10% 미만 15.0 (1) 

10%이상 50%미만 18.0 (18) 
50% 17.3 (12) 

50%초과 100%미만 13.8 (2이 
투자 지분율 

합작투자 전체 16.1 띤1) 

100%(단독투자 10.6 (63) 
강남 서초구 11.3 (57) 

종로 · 중구 15.5 (22) 

영둥포구 13.8 (17) 
지역별 

기타 지역 13.9 (18)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l 
관련운용업 14.5 (63) 

722 소효트웨어 자문/개발 및 l 
공급업 12.4 (39) 

7271 타，5IC 722 제외업종* 17.9 (24) 

업종별 74 기타 사업관련서버스업 11.4 (51) 
1 법무휘계/시장조사 및 | 
사업경영상담업 11.6 (25) 

742 건축l엔지니어링 및 기타 | 
기술서 비스업 11.1 (17) 

7'43 광 고 업 11.7 (9) 

전체 평균 !3.1 (114) 

* 컴퓨터셜비 자문업l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l 사무 • 회계 •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l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리업의 합임 

자료 : 셜문조사 결과 

<표 V-18>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이직후 진로 

단위 : 업체수， (%) 

이직인훨 환랴산첼 폼종업체 
환련 

지훨71관 71 타 합껴} 
진로 창업 취업 

취협 

응답수 12 89 9 5 115 

(비율) (10.4) (77.4) (7.8) (4.3)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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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고용인력의 이직후 진로에 대한 설문결과에서 알아본 

이직인원의 진로에 대한 응답 결과는 분리신설 창업보다는 기폰 동종업체로의 취업이 높 

게 나오고 있다(표 V -18). 외국인 기업의 연한이 짧아 분리신설 창업을 할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한국내 사업서비스 업체의 위치가 분리신설 창업에 도움을 줄만한 

수준이 안되기 때문으로도 판단된다. 

〈표 V-19>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이직인원과의 관계 

단위 : 업체수I (%) 

창업후 판껴} 업쐐력::. j 벼옳 

@ 인력의 상호 교환 10 (8.8) 

@ 분리신설업체에 기술지원 8 (7.1) 
@ 분리시설업체에 제품 구매 지원 11 (9.7) 
@ 분리신설업체에 재정 지원 1 (0.9) 
@ 분리신셜업체에 사무실 둥 제반 업무 지원 1 (0.9) 
@ 각종 장비 및 하드웨어 공동 이용 3 (2.끼 

@ 경쟁관계 17 (15.0) 
@ 아무런 관계없음 51 (45.1) 
@ 기타 (계약관계/ 대리점I 가족사/ 창업이 전혀 11 (9.7) 
없음 둥) 

합 계 113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앞의 결과는 이직인원이 창업을 한 경우의 사후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어느 정도 의 

미를 주고 있는데l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비율이 45.1%로 과반수 가까이 나오고 있다(표 

V -19). 또한I 15% 정도의 이직인원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웅답하고 있다. 그러나I 전체 

웅답비중을 보면 30% 이상의 웅답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력의 상호교환이나l 기술지원l 

재정지원y 장비 공동이용 동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내 네트워크가 일정 수준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적극적인 형태의 협력관계는 아니지만，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뿌 

리내림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직인원이 기존 동종업체에 취업한다는 결과도 다른 사업서비스 업체의 대부분이 서 

울에 입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중요한 지식이전 인 

자인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고용인력이 그대로 서울이라는 혁신환경 속에 남아 지역내 

지식 전파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기술지구내에서 지식교류의 경로로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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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인력의 이동이기 때문에l 지역내 인력의 이동은 궁극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지역내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Antonelli， 2000). 

3장의 투자 현황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상당 부분이 최근 3년 간 

이루어졌으며l 외국인 기업틀의 연한이 그리 길지 않은 특성올 갖고 있다. 이를 떠올려 

본다면，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창업과 지역경제가 그리 밀접한 

관련을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I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수준에서， 

특히 고급지식과 정보와 관련된 사업서비스 업종에서 분리신설 창업이 10%가 념게 이루 

어진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며， 앞으로 이러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지역발 

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l 외국인기업과 한국기업의 산업주기와 상황， 급여 

수준이 다른 만람 외국인기업의 인력이 국내기업이나 지역경제에 바로 적웅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지만l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지역에의 적옹 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연한별 기업협력 특성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나타난다(부표 12 참조). 

저13절 한국내 타기관 및 기업협회와의 네트워크 

특정지역에서 기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l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국지 

적인 네트워크l와 l뿌리내림l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정지역에 집적한 기업들이 

타지역 내지 외국에 입지한 기업 둥과 연계를 맺어 외부지역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타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런 네트워크의 경우 

모기업에서 이미 형성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지역과의 네트워크와 뿌 

리내림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업체와 관련하여 국제적 

인 네트워크가 발달하고l 국지적인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른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관계를 

볼 수 있다(박삼옥 외， 1998).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지역내 뿌리내립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관 

계를 알아보았다. 주요 프로젝트 공동개발 파트너를 묻는 질문에는 t외국투자 모기업 I올 

파트너로 웅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100% 단독투자일 경우 그 비율이 월둥히 높게 나 

타난다(표V -20). 합작투자인 경우 국내기업의 영향력이 많은 탓에 국내기업과의 업계 연 

관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업계 공동개발올 제외한 연구소와 대학 

의 연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국 

내기업처럼 지역내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다. 충분히 외국인 모기업 및 네트워 

크를 활용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모기업과의 연계가 지역과의 연계보다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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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관계로 묶여 있다. 하지만l 국내기업과의 협력 정도가 단독투자기업인 경우 20%, 

합작투자인 경우 50%에 육박하는 것은 꽤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표 V-20>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프로젝트 파트너: 투자유형별 

￥$t: 국내 71업 
풍풍 

대확 
연구소 

합작투자 
22 2 2 

(44.9) (4.1) (4.1) 

100 11 2 1 

단독투자 (18.3) (3.3) (1.끼 

합계 
33 4 3 

(30.3) (3.η (2.8) 

* 주요 프로젝트 공동개발 파트너 
* 기타 : 모기업이 아닌 외국기업I 자회사 

자료 : 셀문조사 결과 

단위 : 업체수， (%) 

S셰품튜￡자 
71화 없다 합껴l 

3표71혈 

9 3 11 49 

(18.4) (6.1) (22.4) (100.0) 

36 2 8 60 

(60.0) (3.3) (13.3) (100.0) 

45 5 19 109 

(41.3) (4.6) (17.4) (100.0) 

지역내 기업과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교류와 상호작용은 지역내 발전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낮은 교류비용으로 지식올 활용하고y 혁신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 

아지기 때문이다(뻐tonelli， 2뻐). 보다 자세한 산학연계를 알아보고자 지속적인 산학연 

계의 관계를 물어보았다.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산학연계는 아직까지는 

지역과의 관련을 맺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전체 웅답기업 111개 기업 중 76.5%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없다고 웅답하고 있다. 산학연계를 맺 

고 있는 경우가 23.5%로l 맺고 있지 않은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내 수준 높은 대학들과 높은 연계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경우와 대비되는 결과이 

다. 국내산업의 경우 제조업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지속적인 교육l 공정기술개 

발l 인력훈련 둥 고둥교육기관파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고/ 대학 및 지방정부와 

의 협력 및 국지적 네트워크 활동이 촉진되고 있다(박삼옥， 1996). 사업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정도는 37% 이상으로 알려져 있 

으며/ 기업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황주성 외， 1999). 

산학연계 특성은 응답기업의 주된 공동개발 파트너가 외국투자 모기업이라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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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와도 관련성을 보이는데l 개발이나 자문에 필요한 정보 둥을 외국 모기업을 통해 

입수함으로써 지역내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관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l 사업서비스의 산업 특성상 제조업과 달리 지역내 적웅을 위해 지역내 대학 

이나 연구소와 도움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안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 

다.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수준이 지역에 적웅하고 내수시장을 공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감안한다면I 중간수준의 정보는 외국투자 모기업이 외국의 현지 대학 

이나 연구소와의 관계에서 산출된 결과나 정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 

은 수준의 기술이나 정보는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내 지위로 볼 때 상대 

적으로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산업특성상 상대적으로 산학연계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처리 관 

련업 (SIC 72), 엔지니어링업 (SIC 742)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연계 비율을 보일 뿐 다른 

업종들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V -21). 

〈표 V-21>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업종별 산학연계 

단위 : 업체수， (%) 

산업분류 (SIC) \산학연계 연계 없옵 i 연계 였옵 l 합 계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관련 47 I 18 I 65 
운용업 (72.3) I (27.끼 (100.0) 

28 I 13 I 41 
722 소프트웨어 자문l개발 및 공급업 

(68 .3) I (31.끼 (100.0) 
19 I 5 I 24 

(79.2) I (20.8) I (100.0) 
7271 타，SIC 722 제 외 업 종* 

45 I 10 I 55 
74 기타 사업관련서버스업 In1 n\ 

(81.8) I (18.2) I (100.0) 

741 법무/회계l시장조사 및 24 I 4 I 28 
사업 경 영 상담업 (85.7) I (14.3) I (100.0) 

742 건축l엔지니어링 및 기타 13 I 5 I 18 
기 술서 비 스 업 (72.2) I (27.8) I (100.이 

합 계 (평균) 

8 
(88.9) 

92 

(76.5) 

(11.1) 

28 

(23.5) 

9 
m-m 

삐
 

m 
-m 

743 광 고 업 

* 컴퓨터설비 자문업/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 사무 • 회계 ·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리업의 합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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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의 관련성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산학연계 특성에서는 사업경영상담업 둥 

과 같이 산학협력이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업종별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다. 지식과 정보 

를 중요시하여 다른 업종과 달리 상대적으로 산학연계를 꺼리는 업종의 특성과 암묵지를 

소중히 하여 기업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외국인기업의 특성이 그대로 표출된다. 

지속적인 연계관계를 맺고 있는 산학연계의 지역비중을 알아보면l 산학연계가 있다고 

응답한 28개 업체 중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l 연구소의 지역비중은 서울이 50%가 

념게 나타나고 있다. 웅답업체의 절대수치가 작아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l 서 

울이 연구에 필요한 많은 핵심기능 및 지식의 집산지인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표 V -22). 

〈표 V-22>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산학연계 지역 

단위 :% 

;규 활 Ã1총척 연쳐1환껴l훌 ~.J1. 였높 E헤확，협구소훌} 소~~1* 

지 역 서울 서울 제외 국내 해외 

비율 56.4 35.9 7.7 

* 산학연계를 맺고 있다고 답한 28개 웅답업체에 대한 지역비중임(복수웅답) 
자료 : 셜문조사 결과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식네트워크와 관련I 사업서비스 외국인직 

접투자기업의 보편적인 정보 획득 원천을 알아본 결과는 〈표 V-23>과 같다. 

<표 V-23>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정보 획득 원천 

보혹협척 

방총 ;혈$효 확훌풍 
f 삼훌F PC훌씬 A'i척 확합회 훌훌훌셰 

췄지 협협넷 환활 췄샤3헬 2혈j홉 
홉월환* 

웅답수 39 2 68 20 17 2 

(비율) (23.5) (1 .2) (41 .0) (12.0) (10.2) (1 .2) 

* 암묵적인 지식이 아닌 보편적인 정보l 형식적인 지식을 말함 

** 기타 : 계약관련 정보제공서비스I 고객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복수웅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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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업체수， (%) 

갯웰￥륜 
71B1-** | 합쳐1 

합3펙 

14 4 166 

(8.4) (2.4) (100.0) 



나타난 결과를 보면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개된 정보의 출처는 PC통신 및 인터넷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예전 많 

은 비중을 차지했던 신문l 잡지의 비중이 많이 떨어진 것이 흥미로우며， 전문서비스라는 

특성의 결과， 서적이나 논문， 학회 둥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PC통 

신과 인터넷을 통한 보면적 정보의 획득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역내 경로(신문l 잡지l 방 

송y 서적 둥)를 통한 보편적 정보의 획득 웅답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 

역내 기업에게 당연한 일이지만l 지역내 활동을 위한 지역내 정보를 보편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기업외부에서 암묵적인 지식을 어디에서 얻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설문결과는 판매시 

장정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고객을 통해서 얻어내는 경우가 가장 많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국내 지식연계 수준을 알아볼 만 하다(표V -24). 

〈표 V-24> 기업외 암묵적인 지식의 유형별 출처 구분 

단위 : 업체수， (%) 

71 업외훌처 

구분 풍종 죠합 
안헥넷 

포랩 정부 
71랴 

합계 
고책 

업체 협회 서1 01 나 치원 71환 

판매시장 
58 24 12 31 27 3 3 158 

(36.7) (15.2) (7.6) (19.6) (17.1) (1.9) (1.9) (100.0) 

업계동향 
41 53 10 23 17 32 2 149 

(27.5) (35.6) (6.7) (15.4) (11 .4) (2.0) (1.3) (100.0) 

고객 정보 
78 23 5 19 12 4 3 144 

(54.2) (16.0) (3.5) (13.2) (8.3) (2.8) (2.1) (100.0) 

타회사 34 48 11 23 12 1 3 132 
운영정보 (25.8) (36.4) (8.3) (17.4) (9.1) (0.8) (2.3) (100.0) 

경영전략 
31 28 5 21 34 4 7 130 

(23.8) (21 .5) (3.8) (16.2) (26.2) (3.1) (5.4) (100.0) 

신기술정보 
24 18 3 39 38 1 8 131 

(18.3) (13.7) (2.3) (29.8) (29.0) (0.8) (6.1) (100.이 

신제품정보 
25 21 4 37 40 3 7 137 

(18.2) (15.3) (2.9) (27.0) (29.2) (2.2) (5.1)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복수웅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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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업체의 투자동기가 대개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함과 고객의 대부분이 국내업 

체들임을 감안해 본다면l 고객과의 접촉을 통한 판매시장정보 획득은 의미가 있다33). 연 

구개발이나 산학연계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이유가 모기업의 경쟁우위를 중심으로 

본국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설명을 앞에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I 암묵적인 지식 중 

에서도 판매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서 가장 많이 얻는다는 사실은 고객관련 

지식을 가장 최전방에서 획득하려는 시장접큰형 태도라 할 수 있다. 업계동향이나 타회사 

운영정보를 경쟁업체들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지식공유로 얻는 비중이 높은 점도 

역시 국내 행위자들과의 지식접촉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여겨진다. 경영전략인 신기술정 

보나 신제품정보를 포럼이나 세미나l 워크삽 둥을 통해 많이 획득하는 것도 직간접적인 

지역내 지식획득 경로를 통해 입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기반 암묵적인 지식의 획득 

은 지식소유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게하는 요인이 된다(Zanfei， 

2000). 

다국적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기업의 정보 내지 지식의 세계적인 확산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l 투자대상국의 경우 외국의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고I 암묵 

성 (tacitness)을 극복하는데 외국인직접투자가 큰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게 모르게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투자대상국내에서 암묵지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서 지식이 외국으로 이전되기도 

한다. 반면 최신정보나 암묵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도 한다(김기 

국외 I 1999). 관련 서적l 보고서I 매뉴얼 뿐 아니라l 사내 교육 및 훈련l 기술이전l 지역내 

기업과의 인력교환， 스핀-오프를 통한 외국인기업 취업인력의 지역내 창업 둥이 이루어지 

면서 투자대상국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학습이나 체험 

둥 체화되어 있는 개개인의 암묵적인 지식은 기업내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게 표현된 문서나 매뉴얼I 특히 데이터베이스 둥과 같은 형식적인 지식의 상 

호작용으로부터 창조된다(이동만I 1999). 특이할만한 것은 기업내에서는 주로 CEO나 연 

구개발부서에서 획득하였던 경영전략이나 신기술정보를 인터넷이나 포럽/ 세미나 동을 통 

해서 획득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외부정보원천 이용시의 상대적인 이점에 대한 설문결과 

는 〈표 V-25>에 나와 있다. 

외부정보 원천 이용시 상대적 이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전문정보의 구득으로 

나타났으며l 외국인기업들은 취득정보를 대부분 중요한 것만 취사선택하여 반영하는 것으 

33) 외국사례에 따르면 지식과 정보의 원천에 대하여 시장지향목적에 따른 고객과 같은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교역관계， 협회와의 관계l 특허 정보 일랍 퉁 비개인적인 원천으로부터의 획득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Simmi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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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부표 8참조). 

<표 V-25> 외부정보원천 이용시의 상대적인 이점 

단위 : 웅답업체수， (%) 

전문청보 l 양철의 l 새풍훈 
구특'*다양한 정보| 청보획득 

(48.1) 

32 

(24.1) 

* 사업서비스 개별업종의 활동에 관련된 업종관련 전문정보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복수웅답) 

(24.8) 

합쳐} 

(100.이 

〈표 V-26> 사업서비스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 협회y 조합의 도웅 

단위 : 업체수， (%) 

협회 ·효합의 도옴환계 업}옳 

@ 시장정보의 획득 32 (32.0) 

@ 신기술 동향 파악 10 (10.0) 

@ 동종업계 교류 기회제공 32 (32.0) 

@자금조달 0 -

@ 기술 및 제품의 공동개발 1 (1.0) 

@ 제품의 홍보 및 전시 11 (11.0) 

@ 전문인력의 교류.채용 1 (1.0) 

@ 인력의 교육/훈련 4 (4.0) 

@ 정부정책에 대한 공동 건의 4 (4.0) 

@ 기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 5 (5.0) 

합 계 100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복수 웅답)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또 다른 지역관계 특성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가입l 활동하 

고 있는 업종 관련 협회나 조합관련 설문에서도 드러난다. 124개 기업 설문결과 평균적 

으로 1.8개의 협회나 조합에 가입I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답변은 소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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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활동의 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국내 관련 협회 l 조합의 도움관계에 대한 항 

목에서 124개 업체가운데l 협회와 조합이 사업수행에 어떤 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 

는 질문에 62.9% 인 78개 기업만이 응답을 했으며l 그중에서도 기타로 분류된 5% 응답은 

I협회나 조합이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l라는 상황이고 보면 협회와 조합이 외국인 

기업에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표 V -26). 

또한l 기업에게 중요한 문제인 자금 조달 문제에 있어서는 응답치가 전혀 없어 실질 

적인 도움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34). 다만l 시장정보 획득처 (30.9%)로서I 동종업계와 교 

류할 수 있는 창구(31.9%)로 협회 · 조합을 인식하고 있어 지역내 기업간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겠다. 

한편l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기업지원 도움이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조직 관리 자 

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낮은 것은(표 V -15 참조)，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경제 

의 유기적인 연계l 자발적인 협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의 창출을 위해 

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정부는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원칙상 외국인 

투자 자유화 조치를 취하며l 원스톱 서비스 동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l 아직까지 외 

국기업의 효과적인 한국시장 접근은 불투명하다. 자의적인 행정지도와 관행 뿐 아니라 법 

과 제도에 의해 계속 규제를 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 

이다(산업연구원， 1996). 산업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것이 기업만의 노력으로 이룩되는 것 

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I기업간 협력지원 프로그램l 둥 각종 지식관련 인자 

들과의 네트워크 결성l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혁신잠재력의 제고가 있을 때에 외국인직접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의 일원으로써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국내 지역네트워크와 관련l 설문응답의 결과로 나타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 

업의 교육관련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교육이 기업내l 기업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표 

V-2끼.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인 외국기업의 지식이 국내 지역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는 뜻이다. 모기업으로의 교육 프로그랩이 많다는 것은 이러한 경향의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또한l 정기적인 교육이나 공식적인 훈련이외에도 워크삽l 학술대회I 세미나l 비 

공식적인 현장 교육의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I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업체의 공식적 · 비공식적 지식 교류 가능성이 열려져 있음을 시사한다. 산학연계 특성에 

서 대학교 및 전문 교육기관과의 위탁교육 둥의 비중이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I 산 

업 특성상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34) 외국인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행정절차.제도의 복잡성l 자본조달의 어려움I 한국의 고비용구조l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 둥이 나타난다(이세구I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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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7>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교육훈련 

교육훈련 총휴 

@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 외국투자 모기업으로의 교육 표로그랩이 있다 

@ 거래업체y 협력업체 둥과 공동작업l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참가 

@ 대학교 및 전문학교 교육 지원 

@ 민간 교육 기관 위탁교육 시행 

@ 일반 타기업체 교육 표로그램 참가 

@ 중소기업 진흥공단 둥 관련지원기관 교육훈련 참가 

@ 사업과 관련된 각종 박람회 참가 

@ 각종 워크삽 / 학술대회 참가 

@ 공식적인 훈련 없이 현장에서 습득 

※ 전체 124개 기업 전체 대상 해당 교육 훈련 시행 웅답 비율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업체수， (%) 

교육시행;전쩨대비 
업체수 버옳 

63 (50.8) 

68 (54.8) 

’ 
73 (58.9) 

16 (12.9) 

30 (24.2) 

33 (26.6) 

17 (13.7) 

63 (50.8) 
63 (50.8) 
33 (26.6) 

다만l 비율로 볼때는 사내교육이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내용과 질적 

인 내용 측면에서 지식창출을 위한 교육의 투자보다는 업무 효율성을 위한 단순업무관련 

교육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기업인터뷰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지만l 

국내 전문 교육기관 및 공간조직 네트워크와 연계되지 못하고 기업조직내에서 최소한의 

목적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는 측면이 높지 않올까 하는 것이다. 외국기업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공동작업/ 포럽 및 세미나l 학술대회 둥올 통해서 외국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 

내 지식의 습득창구를 열어놓고는 있지만y 산학연계의 비중이 적은 특성 둥으로 인해 종 

업원들을 통한 지식의 전파 이외에는 한국내 지역에 지식을 제공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 

이다. 

다국적기업 모기업으로부터 해외에 있는 직접투자기업으로의 지식 및 기술이전은 고 

용인력에게 체화될 뿐 아니라 현장교육(On-th터ob training), 세미나 둥 현지인력의 훈련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고위직과 같은 경우는 모기업의 파견 인력으로 충당되지만l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지 지역 인력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l 외국인 투자기업에 

서 일하는 동안 취득한 여러 지식과 정보는 해당인력이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거나l 창업 

하는 경우 지역내로 확산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리해본다면l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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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암묵적인 지식은 기업조직적 측면에서 외국투자 모기업과 한국내 외국인직접 

투자기업간에 공유되거나l 공간조직적 측면에서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 

음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반면I 일반적인 형식적 지식은 인터넷 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로 인해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 기업조직 체계를 넘어 자유롭게 공유되는 특성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의 상호작용이며l 사회적 • 문화적 인접성과 다양 

한 결합에 따라 공간적 현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론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식적인 지식으로 표현 가능한 객관적 지식들은 세계적으로 빠르 

게 이전 가능한 데 비하여I 상호학습작용과 지식의 창출을 위해 중요한 암묵적인 지식은 

근접성을 토대로 한 대면접촉이 아니고서는 쉽게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공간적 

인 경쟁우위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설문조사에서 보여지는 사내 암묵적 지식의 출처의 

많은 부분이 고객과 접촉을 하는 실무자의 개인관계에서 나오는 것은 이에 대한 증거라 

고 보여지며. 암묵적 지식의 경우 기업내부의 경우에도 투자대상국I 즉 한국의 경우 지역 

수준에서만 통용되는 제한적인 지식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l 결국 지식의 생산은 국지 

화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l 지역은 새로운 지식생산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박삼옥 

외 I 1998). 

지역단위 대상별 정보의 결집기회를 물어본 설문의 결과는 동종업체와의 정보 교류 

(외국기업-국내기업， 외국기업-외국기업)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I 고객과는 사업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대면접촉의 

암묵적 지식의 획득기회를 많이 마련하기 위한 기회를 수시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 -28). 

포렴， 세미나나 협회/ 조합을 포함하는 각종 단체와의 만남도 동종업체와의 교류와 마 

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접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대학， 연구 

기관과의 만남은 앞의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조차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 

나l 외국기업과의 국내 대학I 연구기관과의 산학연계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인 

터뷰에서 나타난 설명으로는 국내기업의 경우가 외국기업보다 산학연계에 열심이었으며l 

외국기업의 경우 모기업이 이미 행하고 있는 산학연계의 부분을 투자대상국인 한국에서 

중복되게 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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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28> 지역단위 (같은 구) 정보수집 대상별 모임의 기회 

단위 : 업체수， (%) 

모임대상\회수 정기척 수시로 부정 71책 71협 없옵 합체 

11 21 54 28 114 
동종업체 

(9.6) (18.4) (47.4) (24.6) (100.이 

8 49 44 17 118 
고객 

(6.8) (41 .5) (37.3) (14.4) (100.이 

15 19 51 29 114 
포럼l 세미나 

(13.2) (16.끼 (44.7) (25.4) (100.이 

대학I 연구기관 
4 6 34 62 106 

(3.8) (5.η (32.1) (58.5) (100.0) 

4 9 50 45 108 
관련공공기관/단체 

(3.7) (8.3) (46.3) (41.7)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기업특성에서 지식네트워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거의 t지식’이라고 하는 의 

미가 특허권과 같이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암묵성l 시스댐의 상호의폰 

성l 불확실성 동의 개념과 결합하여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연 

고로 지식은 인적자원과 조직의 내부절차/ 심지어는 기업의 윤리와도 연관을 맺고 기업의 

지식인자에 체화되어 기폰의 i시장l이라는 경로를 통해서는 쉽게 전달되기 어렵게 되어버 

렸다(Lakshmanan and Okumura, 1995). 이런 상황에서 암묵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업내부의 조직에 참여하거나 지역 기업간 협력관계 속에 끼어드는 것 

이다. 그리고/ 기존의 시장체계가 아닌 지식네트워크라는 관계 속에 있음올 명심하는 것 

이다. 이런 배경 하에 외국기업이 국내지역행사나 지역경제에의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익행사나 제품， 서비스 기증l 장학금 수여l 복지사업 시행 동을 물어보았으나l 평균적으 

로 1999년 기준 1건 미만의 답변이 웅답되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y 상대적으로 지역l 학교I 단체를 위한 

행사 후원의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에의 지원이 앞으 

로 기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문화의 교류와 지역에의 동질성을 갖는 것은 지역의 

암묵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비용을 낮추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l 사 

업서비스라는 업종 특성상 실질적인 고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익사 

업 둥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또한I 사업서비스업체들의 규모가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체들에 비해 소규모이고l 모기업의 통제를 많이 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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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l 외국모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여 많은 지원을 시행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투자대상국내 지원은 작은 규모의 지원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뷰에서 조사한바 있는 H사의 경우 국내 투자 지분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l 수백 

건의 상품(소프트웨어) 기증행사를 벌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보충 사항은 최근 외국기업들이 한국기업들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한국형 기업문화를 존중하고， 감원이나 정리해고 둥 인력조정에 대해서도 대체로 신중하 

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시기를 통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한국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심하지 않았으며l 한국기업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한 

국문화와 조화를 이루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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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l> 한국내 외국인기업의 이상적 지역네트워크 구성요소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기업조직 외부네 

트워크를 한국내 특정지역내의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상적으로 지역내 

행위자들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경우 지역네트워크는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그림 V -1). 실제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업간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국지적 공 

급관계와 고객연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지적인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이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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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내 비국지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와 국지적 뿌리내림을 통한 기업조 

직 외부네트워크의 두 가지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학연 

계나 협회， 조합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 정도는 그리 높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외국 모기업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들을 이미 조달받고 있기 때문 

으로 여겨진다. 기업외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지역내 뿌리내림이 긍 

정적으로 나타나지만l 고객으로서의 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간 관계가 주류를 이루는 

제한적인 뿌리내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의 외국인직접투자라는 특성상 암 

묵적인 지식을 중요시하며， 영역내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투자모기 

업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외국인기업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앞에서 논의된 대 

로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특성이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제한적인 활 

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암묵적인 지식의 획득에 있어 고객정보나 시장정보가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시장접근형 투자동기에 따른 지역기반의 정보 획득이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역네트워크의 상황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다국적기 

업의 특성이 강할수록 세계화의 경향에 따른 지역침투 및 지방화의 경향도 함께 증가하 

며I 시장접근성 증가에 따른 지역기업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앞으로 두드러짐에 따라 지 

식기반의 네트워크가 한국내에서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V-29>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네트워크 명균비중 

단위 : (%) 

셔월1::ε 
71업캄 거업간 기업간 7)업촬 

싼학 
협회 

;혈i흙71훨 
.::r폴 고Z혜 

꽁굽자 
팡풍 tI}쩌l탱 빼훌섞 기훌 

혈쩨 
zf.합 

Ã1훤 
혈구 처I휴 2학 협혁 쩌l휴 껴훨 

비율 (68.4) (17.1) (42.7) (40.3) (25.0) (15.3) (23.5) (32.0) (14.5) 

자료 : 설문조사 결과 

실제적인 지역네트워크의 경향을 표시하기 위해 관계의 비율을 정리하였다.<표 V 

-29>에 나와있는 네트워크 관계의 비중평균이 30.9% 인 것을 감안하여 30% 미만， 31% -

49%, 과반수가 넘어가는 50% 이상의 3가지로 나누어 관계의 강도를 선의 구분을 통해 

표시하였다. 세부내용은 고객과의 관계는 국내고객의 기업비중I 서비스 공급자는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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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관의 공급자비중/ 기업간 공동연구I 마케팅제휴， 비공식적 협력 l 기술제휴는 각각 해 

당 건수의 전체대비 비중， 산학연계는 실시 비중， 협회조합은 시장정보 제공 및 업계의 

교류창구로 생각하는 평균비중l 정부기관 지원은 지원을 받은 일이 있는 사안의 비중을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네트워크 그림을 

만든 것이 〈그림 V-2>이며l 이를 통해 지역네트워크의 개략적인 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기업간 

I 마케팅제휴 
기업간 • 

비공식적 1-

----.협력제휴 에 I @ 

’ ...... (F3 ‘· 

. 30% 미만 

F: 외국인기업 A: 기업협회，조합 C: 고객 G: 정부기관 P: 서비스제공자 U:대학/연구소 

자료 : 설문결과와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설문에 따른 네트워크 평균 비중임) 

〈그림 V-2>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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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사례기업분석 

저11 절 사례기업의 개요 

6장에서는 앞의 내용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네트워크， 주로 지식의 활용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공간적인 특정의 실제적인 파악을 위해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 

투자업체 여섯개 업체에 대해 기업인터뷰를 시행하는데l 참고를 위해 국내 관련업체 한 

곳을 비교 인터뷰한다(표 VII-1). 사례 대상기업은 투자지분율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기 위 

해 100% 단독투자 기업 2곳， 50% 합작투자업체 2곳， 50% 미만 기업 2곳 총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참고를 위해 국내기업 1곳을 조사한다. 대상업체 선정과 구분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투자지분율에 따른 네트워크 변화를 보기 위해 투자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며l 투자지분율과 공간적인 네트워크의 특징 변화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표 Vll-1> 심충인터뷰 대상업체 특성요약 

업체 U71업 ’I’기업 D7} 업 L기업 B기업 H겨협 1'1 업 

투자 
100% 단독투자 50% 합작투자 50% 미만 국내기업 

지분율 
컴퓨터 

부동산 소효 E 
의료장비l 

업종 설비자 광고업체 51업체 51업체 관련소프트 
컨설팅 웨어 

문업체 웨어 

입지지역 여의도 강남 강남 여의도 마포 강남 양재동 

투자연한 29년 2년 3년 14년 6년 11년 4년 

자료 : 심층인터뷰 결과 

투자연한은 3년 이하 2곳， 10년 이하 1곳， 20년 이하 2곳， 20년 초과 1곳 둥 대체로 

안배를 하였다. 업종 또한 컴퓨터 설비 자문업/ 광고업， 컨설팅/ 소프트웨어 둥 최대한 

다양하게 배분하였다. 입지지역은 접적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지만l 종로지역 입지기 

업은 인터뷰가 여의치 않았기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대개 부장급 및 담 

당 이사이며l 실제 업무 파악을 위해 과장 및 실무자의 의견도 함께 참고하였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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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기업 모두 한국내 고객에 대한 비중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지향형 기업들이며l 입지 

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큰 편이다. 50% 합작투자기업인 D사와 L사의 경우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지만l 국내 모기업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이며l 유형분류시 외국모기업과 

국내모기업과의 관계에서 기업조직 내부 관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설명하였다. 

사례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와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l 특히 타기 

업과의 네트워크와 타기관 및 기업협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이 유통되는 상황을 관 

찰하며I 공간조직의 특성에 따라 유형구분을 한다. 

처12절 결과의 요약 

1. U사의 경우 

1)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특성 

핵심기능에 대한 본사의 통제력은 높은 편이다. 100% 투자기업인 탓에， 인력채용 및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본사의 결정이 우선되며， 특히 CEO의 임명 둥은 본사의 추천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특히l 재정 및 회계결산에 대한 본사의 통제력은 철저한데l 

controller 라 불리우는 회계담당자는 본사의 감사， 승인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임 

원급들 또한 FOC meeting이니 OOC meeting 둥으로 불리우는 잦은 미팅을 통해 본사에 

보고를 해야한다. 이 경우 한국내에서 취득된 지식이 기업조직내에서 외국의 본사로 이송 

되는 관계가 관찰된다. 100% 투자기업인 U사의 본사가 운영하는 가상대학을 통해 기업 

내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인트라넷을 통한 이러한 사내 대학은 프로그램에 따라 알맞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UNIX 둥 업종 관련 자격중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주고 있다. 

2)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특성 

국내투자연한이 29년이 된 U사의 경우는 한국진출이 오래되어 거의 토착화된 연륜있 

는 기업이다. 이런 탓에 지역 행위자 및 고객들과의 친밀도 정도는 높다. 영업이라는 

목적에 의해 고객들과의 접촉 및 지식의 교류가 빈번하며I 그대로 기업내에 지식으로 축 

적된다. 이러한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취합되는 지식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데l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속성이 영업본부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지식이 많 

은 반면l 산학연계나 업종간의 교류I 제휴는 드문 편이며， R&D투자를 통한 지식창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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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오히려， 이것은 한국이라는 좁은 시장과 경쟁 탓으로 전략적인 제휴보다는 치열한 

시장확보 노력이 많은 탓이다. 국지적l 비국지적인 기업간 네트워크가 활발하다. 서비스의 

아웃소싱 관계에서 컴퓨터 설비 자문업체인 U기업은， 05, DBM5의 경우 M5사 제품을 

비롯해서 다국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며， 필수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51관련 프 

로그램의 경우 자체 개발 팀의 규모도 작고 채산성이 안 맞는 탓에 국내 전문업체에 아 

웃소싱을 주는 형식이다. 이때 l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자사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완성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3) 공간특성 

고객들의 경우 도심 및 여의도에 입지한 정부 및 금융기관들이 많다. 고객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은 여의도라는 U사의 입지상황에서도 나타나는데l 실제적으로 강남에 입지 

하는 다른 외국인기업들이 동종업체들의 집중이라는 입지우위요소를 크게 보는 반면， U 

사는 금융l 증권업체 둥 여의도 및 도심 입지 고객들과의 접촉을 중요시한다. 같은 고객 

접근성의 조건에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고(투자연한이 긴 이유에서 오는 관성도 있다) 

편리한 여의도 지역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T사의 경우 

1)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특성 

광고업체인 T사의 경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사의 통제가 거의 없고l 자율에 맡 

기는 경향이 높지만l 재정부분올 중심으로 한 핵심기능의 관리는 철저하다. 본사는 업무l 

재정과 관련하여 사원들에게 매달 업무 보고서(monthly report)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지 

역차원에서의 암묵적 지식을 수집하고 있으며l 이를 본사에서 취합하는 형식올 취하고 있 

다. 

2)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특성 

T사의 경우 관련 인원이 이직을 한 경우 높은 연봉수준 및 복지수준의 차로 인해 다 

른 국내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려우며l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광고 하부조 

직의 작은 회사들(프로덕션)을 차려서 T사와 계속적으로 업무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 

다. T사라는 국제적 다국적기업 내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서 창업을 함으로써 지역적으 

로는 기업의 지식이 뿌리내리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l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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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는 것이 국제적인 노하우나 지식보다는 업무 제반에 걸친 다국적기업의 정보이며I 

100% 투자기업인 탓에 제한된 정보만이 회사내 알려져 있어 국제적인 암묵적 지식이 그 

대로 개개인에게 뿌리내린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 

지역내 정보의 교류가 두드러진다. 가장 많은 교류는 역시 고객들과의 만남이며， 직 

접방문l 전화， 이메일 둥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접촉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얻고 요구사 

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업체 실무자들의 경우 고객에 대한 정보가 광 

고업이라는 특성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I 기업체 실무자 상호간 

의 정보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동종업체간의 관련 세미나를 통해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 

어지고， 특성 사안별로 잦은 만남이 있는데l 주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환다. 주요 

광고주의 성향이나 취미I 기호도I 출신학교I 인간관계에 대한 취향 둥도 고려되는 양상이 

다. 평판이 안 좋거나l 조건이 안 좋은 광고주에 대한 정보도 교환되는 까닭에/ 담합 및 

입찰 불참 둥의 부정적인 사례도 가끔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류는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지만l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I 최근에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의 회원들의 클럽도 생져나서 PC통신 둥을 통해서도 정보가 교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한적인 경우이지만， 서울 둥 지역 실무자들이 폐 

쇄적인 그룹을 PC통신에서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견교류의 범위가 작게는 동 수준에서 크게는 서울전역에 한정된 영역내에 

서의 네트워크로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3) 공간특성 

고객지향적인 광고업의 특성상 강남에 입지하고 있으며， 잦은 고객과의 의견교류 및 

동종업계 종사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간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3.0사의 경우 

1)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특성 

국내대기업 자회사와 외국기업의 합작투자 회사인 D기업은 최끈 시장의 불황 동의 

이유로 매출이 줄고 있으며，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예전의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국내 모기업의 수주를 많이 받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고객으로서의 국내 모 

기업과의 지식교류가 원활하며， 국내 모기업의 정책에 따라 향후 국내 대기업 그룹 내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양한 포럼/ 세미나 참가l 외국어 교육， 학술대회l 워크삽l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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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시스댐 둥이 사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l 대부분이 국내 모기업과 연관되어 있으며l 

외국인 파트너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2)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국내 타기업과의 네트워크는 활발하나l 부정기적이다. 업종 특성상 고객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고l 산학연계 및 정부지원l 협회 둥과의 교류는 그리 많지 않다. 국내 모기업 

과의 교류가 가장 많다. 

3) 공간특성 

정보통신산업의 집적지인 강남에 입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하고 있지만l 실제로는 강남 입지의 장점을 찾기 힘들다. 

4. L사의 경우 

1)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특성 

국내 모기업과의 관계에서 사내의 효율적인 지식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해 지식관리시 

스템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운영중이며l 대기업 그룹 차원에서 Task Force 

팀인 지식관리팀l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지식관리팀은 사내 모든 지식산출물을 관리하 

는 부서로서l 보고서， 기획서， R&D 제안서l 요약서l 업무의 history, 프로젝트 경험사례l 

업무와 관련된 Q&A, 사업관련 자료둥록 둥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미있는 모든 산출물l 

관련자료 둥 문서화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식 

관리시스탬올 위하여 전사원 누구나 공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올 반 의무 

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과거에 수행한 모든 프로젝트의 사업 수행자I 고객l 

벤더 l 협력업체I 사업산출물 정보 둥올 수록하여 유사한 비즈니스 수행시 관련된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해준다. 기본적으로 취합된 자료는 기업내 누구에게나 열람이 

되며/ 사용 회망자가 자료 승인을 요청하면l 제출자가 승인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아 

래 그림은 위와 관련된 국내 대기업 I지식관리스시스댐I의 일부 화면이다(그림 Vl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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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Managing Organiza.tional 
M빼hotra. γ‘’gesb Change and Organizationallnterdependen∞ 

(9301.01 )data_ check(b068.htm) 

Do끼m l'l ll.Pf:“‘. How Do You Manage Knowledge? data_check(1082.htm) 

<그립 Vll-l> 지식관리시스템 일부 갈무리 화면 

2)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특성 

국내대기업의 자회사와 외국투자자의 합자회사인 L사는 업체의 성격상(51 업체) 고객 

업체의 비중이 크며l 입지 또한 고객의 입지에 따라 장기간 파견을 나가는 둥 변동사항 

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빈번한 고객과의 의견교류， 대면접촉 둥 암묵적인 지식의 교환 

이 다른 업종들과 달리 매우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3) 공간특성 

L사의 입지인 여의도는 대기업 본사의 건물로서 국내대기업의 전략에 따라 입지가 결 

정된 경우이다. 실제로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실제업무가 고객사에 파견을 나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입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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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사의 경우 

1)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특성 

B기업은 원래는 외국인투자지분이 49%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었으나I 한국인 사장 

이 지분을 늘려가는 공격적인 전략을 편 끝에 최근에는 회사를 전부 인수한 사례이다. 

한국인 사장이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l 최근에는 법인명도 바꾸어버혔다. 

이 경우 처음에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외국투자 모기업의 정보를 토대로 회사를 운영 

하다가 지역에 뿌리내린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회사를 만들어가며l 새로운 창업에 성 

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세계적 다국적기업의 조직 내부에 편입되어 국제적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개별기업 내부에서는 주로 팀 단위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며， IMF 외환위기 기간을 

지나면서 회사의 구조재편과정에서 팀 단위로 사무실의 이전 둥l 분사가 많이 이루어졌 

다. 이 경우 팀이 분사해 나갈 경우 회사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l 자생력을 갖 

도록 본사와 네트워크를 만들고l 지식의 교류가 원활하다. 

2)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특성 

B기업은 외국인투자 모기업이 아시아 지역의 B기업l 미국l 캐나다l 유럽 지역의 O그 

룹I 아프리카의 I기업l 호주의 S기업 둥 다른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업들과 강력하고 효 

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모기업의 

본사는 영국에 있고l 아시아 지역 지역본부가 홍콩에 있는데l 홍콩의 지역본부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가 B기업이다. 이러한 배경때문에 B기업 대부분의 고객이 외국인 업 

체들(서비스업체 위주)이며， 3M， 3COM, IBM 둥 유명 해외 고객이 대다수이다. 한국내에 

서 노하우나 아이디어 둥 암묵적 지식과 행위자들의 경험이 대면접촉 둥의 긴밀한 만남 

을 통해 기업내로 옮겨가는 경우이며/ 주로 지식네트워크는 고객l 파트너 기업들과 이루 

어진다. 

3) 공간특성 

CEO의 개인적인 이유로 선택한 회사의 입지가 주요 집적지에서 벗어난 지역이지만/ 

회사의 업무와 기업간 네트워크가 주로 해외기업들과 이루어지는 까닭에 문제는 없다. 

또한， 주요 집적지에서 조금 멀지만l 교통편이 나쁘지 않고l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마포 

지역으로 입지상의 불리한 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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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사의 경우 

1)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특성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율이 작은 탓에 한국기업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자체 사내에서 

인큐베이팅된 팀을 회사로 독립시켜 가족사차원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l 몇개의 회사들이 

이러한 가족사차원에서 본사와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하며， 지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율이 낮은 탓에 외국인기업과의 교류관계는 그리 많지 

않다. 

2)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특성 

국내 대표적인 벤쳐기업이자 소프트웨어기업인 H기업의 경우， CEO의 역할이 큰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내 암묵적 지식을 창출하는 여러 모임에 관여 

를 하고 있다. 벤처업계 안철수 소장l 학계 둥의 회원 둥을 중심으로 조찬모임 형식의 

i미래모임ll 스탠포드 대학 벤처 비즈니스 연수 1기 동기회 모임인 'SEIT' , 한국내 유명 

벤쳐기업들의 대표들이 한달에 한번 정기모임을 갖는 'Venture Leaders' Club’ l 한달에 

한번 새벽에 모여 벤처에 대해 연구발표를 하는 I벤사모(벤쳐를 사량하는 모임)' 둥이 있 

다. 최근에는 벤쳐펀드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특히， ’SEπ’의 경우 한달에 한번씩 

모여 동문들의 회사를 평가하는 l비지니스 클리념l을 함께 연다. 회사차원에서는 국내 몇 

개 대학을 비롯 해외대학들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l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 

학과 산학연계를 맺고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 

및 자산활용 상태 동을 고객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l 신제품이 나올 때는 미리 고객평가 

단올 구성하여 제품 출시 전에 제품을 기중하고l 고객들로부터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안 

을 받고 수정해나가는 방식으로 고객들과의 교류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3) 공간특성 

정보통신산업의 집적지인 강남에 입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있 

다. 강남에서 중심지였던 역삼동 입지에서 최근 비용둥의 문제로 약간 외곽지역으로 입 

지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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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사의 경우 (국내 비교 사례) 

1)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인터뷰 대상기업중 국내기업인 I기업은 임원들 대부분이 S대 공대 출신으로 이루어진 

대학 기술 기반의 의료서비스 관련 벤처기업이다. 회사의 연한은 4년이나l 매출올 위한 

준비기간으로 2년 동안 개발만 해왔고， 본격적인 매출은 1998년부터 이루어졌다. 해외로 

의료기기 및 소프트웨어 둥을 수출하는 이 업체는 1999년 러시아로부터 IBRD 차관입찰 

에 성공하기도 한 한국의 100대 벤쳐기업이다·‘ 이런 까닭에 기업내부 네트워크는 잘 관찰 

되지 않는다. 

2)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I사는 업종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기술력 및 암묵적인 지식은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I 

시장， 물류l 광고 둥 실물시장에 대한 정보와 적용능력이 부족한 기업이다. 이런 과정에 

서 국내 관련 중견기업인 B기업 동으로부터 제휴 요청이 있었고I 현재 B기업과 기술 및 

경영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고 있다. 1사는 첨단 의료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력과 

지식을 제공하고， B기업은 국내 기폰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 지식 I 광고， 물류 둥 경영상 

의 자문을 I사에게 시행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연륜을 쌓아온 B기업의 시장에 

대한 지식과 I사의 업종관련 첨단지식이 한국이라는 특정영역내에서 공유되는 사회화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사는 국내기업이라는 특성상 앞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외국 

기업들과는 달리 국내기업/ 공공기관l 산학연계도 굉장히 활발한 편이다. 기업간의 공동 

연구l 프로젝트l 협력도 자주 있는 편이며l 산업자원부l 중소기업청 l 중소기업진흥공단 둥 

정부 공공기관의 도움도 재정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많이 받고있다. 대학과의 연계는 K 

대 화학과와의 지속적인 산학관계를 통해서 기술협력 뿔 아니라 장차 지식이전의 중요한 

요인인 인력양성올 위해 인턴제를 실시중이다. 

3) 공간특성 

비용상의 문제로 선택한 회사의 입지가 주요 집적지에서 벗어난 지역(양재동)이지만/ 

100% 수출기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또한 교통도 편리하고， 강남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제휴기업 및 협력기업과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불 

편한 점이 없다.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6개사와 국내기업 1개사의 심충인터뷰 결과 

를 기업별로/ 네트워크 특성별로 요약한 것이 〈표 Vll-2>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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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ll-2> 심층인터뷰 결과 기업별 특성 요약 

기업 
기업쪼척 71업초척 

i헤벌네뚫훼드표 요l)휴폐뚫훼드￡ 
풍간혹한성 비고 

본사통제력 
고객 중심/ 

여의도 고객중심 
연한이 

U사 
강함 

세계적 기업간 오래된 기업 
입지 

네 E 워크 (29년) 

기업조직 
고객중심/ 

T사 내부 네트워크 
국지적 강남 고객중심 선진지식활용 

중심 
기업간 입지 광고업 

네 E 워크 

국내 모기업 타기업과의 경쟁력에 우선한 

D사 기업조직 내부 네트워크 강남 입지. 
국내 모기업 

네트워크 중심 부정기적 발생 고객 중요 
중심 

국내 모기업 

기업조직내부 고객 중심 
국내 모기업 행태 

L사 네트워크 중심. 국지적 네트워크 
중심-여의도 입지. 대기업 

지식관리 강함 
고객 따라 실제 계열사 

시스템 
업무 입지 결정 

기업조직 내부 비국지적/국지 
집적지 이외 외국기업 

B사 네트워크 적 타기업과의 
지역에 입지 지분을 국내 

약함 네트워크 활발 
(마포). 국제적 CEO 최근 

활동 중심 인수 

기업내 고객 중심 

H사 
계열사간 네트워크 강함. 강남 입지 경쟁력 가족사관계 

네트워크 국지적 기업과의 우선 고객 중요 중요 

활발 네트워크 활발 

주요 접적지 외 

I사 -
제휴사와의 기타지역 입지 국내 

네트워크 강함 (양재). 100% 수출 벤쳐기업 

기업 

자료 : 섬충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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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사례의 유형화 

인터뷰 결과와 앞에서 분석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단한 도식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기업조직 네트워크 중심형과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중심형의 두가지로 구분을 하 

고l 다시 전자는 외국모기업 의폰형과 국내 모기업 의폰형으로/ 후자는 고객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의존형으로 명명한다. 네트워크 구분은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중심형(외국모 

기업 의존형 l 국내모기업의폰형)과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중심형(고객중심형)의 3종류이 

며l 그에 따라 네트워크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기업으로 제휴기업과의 관계가 

부각되는 사례를 비교를 위하여 참조한다. 물질적 흐름은 기업특성으로서의 전후방연계 

및 자금의 지원 둥을 뜻하고 비물질적 흐름은 정보와 지식의 흐름을 뜻한다. 또한 선의 

굵기를 통하여 강한 흐름과 약한 흐름을 표시하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네트워크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네트워크의 공간특성을 정리하 

려는 시도이다. 유형 구분은 사례 기업의 개요에서 나타났듯이 투자지분율별로 특성이 

나타날수록l 투자 모기업의 영향력이 많이 반영되어 기업네트워크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 

을 토대로 한다. 인터뷰 대상 100% 투자기업 2곳 중 한곳， 50% 합작투자기업 2곳 중 한 

곳I 50% 미만 투자기업 두곳 중 한곳 둥l 네트워크의 특성이 잘 부각되는 기업 1곳씩올 

선정하여 유형화를 꾀하였다. 굵은 선과 굵은 박스l 굵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강한 흐 

름과 강한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행위자임올 나타내고 있다. 또한I 한국과 서울의 영역 

을 표시하여 국지적l 비국지적인 공간조직의 특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또한 음영으로 

표시된 곳은 외국인기업인 경우는 기업조직 내부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올 표시 

한 것이며， 국내기업의 사례 경우에는 제휴사를 표시한 것이다.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 

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조직 관련 네트워크 특성을 모두 나타낼 수 없는 까닭에 사례기업 

을 통한 예시를 나타낸 것이며l 이를 통해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와 기업조직 외부네트워 

크 특성에 따른 공간조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국내대기업의 자회사와 외국기업의 50% 합작기업인 경우， 투자지분율이 같은 까닮에 

힘의 균형이 예상되지만l 실제적으로는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로 영향을 받는 까닭에 기업 

조직 내부네트워크 형성에서 국내 대기업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지만/ 국내 모기업의 영향력이 크다는 조건에 따라 유형 분류를 해보았다. 공간적 

인 특성은 크게는 국지적 네트워크(서울I 한국내 지역네트워크)와 비국지적 네트워크(외국 

투자 모기업I 해외기업고객l 해외 공급자고객)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l 네트워크의 세 

계화/ 지방화의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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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중심 - 외국모기업 의존형〉의 경우는 U사의 경우를 유 

형화한 것으로 외국투자 모기업과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간의 비물질적 

흐름(특히 암묵적인 지식)이 탁월하게 나타난다. 이때 한국내 암묵적 지식의 외국투자 모 

기업으로의 이동l 외국 본사의 통제l 관리/ 교육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반면l 여의도 입지 

기업인 사례로 서울지역 고객들과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고I 해외공급자로부터의 연계도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I 100% 단독투자기업의 특성으로 국내 공급자 및 산학연계/ 정부 

지원기관 둥과의 관계는 약하게 나타난다(그림 Vll-2). 

~물짙적흐톰 
비물짙적흐톰 * 

• 짧훨빼 
4 

통 제 ，관 리 ，교 육: 

암묵지 

이동 

---: ( -............. , .... -----------

국
 

한
 

〈그림 Vll-2> 기업죠직 내부네트워크 중심 - 외국모기업 의존형:U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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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중심 - 한국내 모기업 의폰형〉의 경우는 한국내 모기 

업과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간의 비물질적 흐름(특히 암묵적 지식)이 탁 

월하게 나타난다. 이때의 관계는 대기업 계열사의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 합작기업인 사 

례로 외국파트너보다 국내 모기업과의 관계가 더 강한 경우이며 모기업 중심의 KM5(지 

식관리시스템)를 통해 산출되는 지식을 관리한다. 업종특성상 (51업체) 국내 고객들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고I 비물질적 흐름(특히 암묵적인 지식)도 원활하다(그림 Vll-3). 

~톨흩적 흐를 
비 물힐 적 효를 

-를 강한흐륨 
----. 약한 효톰 

---------------------------

한국 

〈그림 Vll-3>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중심 - 국내모기업 의폰형:L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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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중심 - 지역간 네트워크 의존형〉의 특성을 잘 나 

타내는 경우이다. 한국내I 특히 서울지역내의 기업/ 고객， 산학연계l 조합l 정부지원기관 

둥과의 유대관계도 깊고I 비물질적 흐름(암묵적인 지식)도 원활하다. 벤처기업의 특성으 

로 스핀오프를 유도하여l 가족사를 만들고 그 지역내 유대관계도 단단하다. 해외대학과의 

산학연계도 실시하고l 수출을 통한 해외고객과의 관계도 돈독하다(그림 Vll-4). 

지식교류 

.... 물질적 흐톰 

•• ~비물질적 흐톰 

+ 
• 

정기적회합 

앓첼 
[서 울] 

[한국] 

〈그림 Vll-4>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중심 - 지역네트워크 의폰형:H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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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로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공간조직 네트워크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국내기업 

의 경우를 알아본 경우이다. 서비스 수출이 100%인 까닭에 국내 고객들과의 관계는 없 

으나I 해외고객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벤쳐기업으로 지식과 기술력이 있으나I 판로가 없 

을 때 국내 협력사와 제휴하여 지식을 제공하고 판매협력관계를 맺어 공조한 경우이다. 

한국내， 특히 서울지역내의 기업과의 공동연구， 산학연계l 조합 둥과의 유대관계도 깊고l 

비물질적 흐름(암묵적인 지식)도 원활하다. 특히 I 정부지원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올 받은 

경우이다(그림 Vll-5). 

l해 외 고 객 l 
~톰훌￡후훌톨 
·예i 강한 흐룸 
--예- 약한 흐톨 

수출 

----------

공동연구，협력 산확연계 

훌내기옐 짧페 
~ .... ~ 
~ _.- ... 
;: -+ ‘....-“ 
; --- /훨 회、 • ‘ . -

• -+ ‘까: 를~.I 

탐.++ ‘ ------tiY E 감휠、 
‘--- -----l…를 효l듀J ........... --- --

- ••••••••• d뭔 닙1、; 

X 원 J L...깜 

서 울 ] 

[한 국] 

〈그림 Vll-5> 국내사례 : 국내기업 제휴형 (1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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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섬충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기업네트워크를 유형화한 3가지 방식과 국내 

사례에 대한 특성별 요약이 〈표 Vll-3>에 정리되어 있다. 사례를 통해 유형화한 까닭에 

기업네트워크의 개략적인 특성만을 살펴볼 수 있지만l 이를 통해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와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의 공간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데에 의미가 있다. 

〈표 Vll-3> 심충인터뷰 결과 기업네트워크 유형화 특성별 요약 

71업뚱직 

71 협훌혀 1원i흙썩l흘웹￡풍 총성 ~후 l￥}흘훼ξ￡ 국배 섭1 .1학 사혜 

".활 총섭 
S썩뿔3표71 협 획혼엉행 짚풍i쳐3ξ혈 혈$광쯤*흉 지협파I흘혜드뭘 푹1써 71 업 제휴형 

(u사 청」폼} (D.} ;;형우} 협경환형(Hλ￥ 창쭈) G사 ;협쭈) 

판매시장 국내(서울) 중심 국내 / 수출 국내 / 수출 수출 

서비스공급처 국외 중심 국내 국내 국내 

국내기업과의 
네트워크 약함 

네트워크 강 
네트워크 강 

네트워크 강 

관계 (국내모기업) (제휴업체) 

외국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함 
네트워크 약 약함 약함 

관계 (외국모기업) 

국내 타기관 

동 행위자와의 강함 강함 강함 강함 (정부지원) 

관계 

주요 지식교류 외국모기업/ 국내 모기업 / 국내 타기업 / 국내기업 

대상 고객 고객 고객 (제휴기업) 

비국지적 
국지적 

국지적 
국지적 

공간특성 
네트워크 강함 

네트워크 강함 
네트워크 강함 

/ 비국지적 

(고객l모기업) (수출) 

핵심우위 국내 대기업 
기업조직 외부 기업조직 외부 

네트워크 특성 국지적 네트워크 국지적l비국지적 
지식중심 지식관리 

중심 네트워크 중심 

공간적 집적지 선호 집적지 반드시 집적지 집적지 반드시 

집적 특성 (전통적 집적지) 선호하지 않음 선호(강남) 선호하지 않음 

자료 : 심충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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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기업조직 기반 내부l 외부 지식네트워크간에는 상보성이 강조된다. 기 

업의 내부지식 네트워크와 외부지식네트워크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활동과 관련l 지식이 창출되고I 기업이 그 지식올 취득하고l 활용하는 메 

카니즘을 밝히는 것이 다국적기업이 세계속에서 변화하는 역할올 해석하고l 산업역동성올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는 사실이다.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네트워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일어났을 때 기업기능단위들이 분 

산하여 해당지역내에서 지역특수적인 암묵적 지식을 축적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서 

울과 같은 특정한 지역내의 기업들은 상호밀접한 연관관계를 통해서 조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간적으로는 집적함으로써 일종의 범위의 경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Cooke 

and Morgan, 1993).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암묵적인 지식을 기업조직 내부를 통해 전세 

계적으로 확장시키고 전파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적인 활용으로 인해 

비국지적인 기업네트워크의 확장도 한몫을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지역내 행위자들， 

파트너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식올 얻어내고， 기업조직내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공간특성을 나타낸다.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외국투자 모기업l 그 

리고 한국내 합작 외국인직접투자업체와 한국모기업간에 기업조직측면에서 지식의 공유 

가 가능하다. 한국모기업과 한국내 합작업체간에는 한국영역내 공간조직이 형성된다는 

특성도 함께 나타나지만l 기본적으로는 기업조직내에서 지식이 공유되는 특성올 낳고 있 

다. 이런 관계를 보면l 가상집적의 효과가 나타남으로 공간적으로 집적되는 것과 유사한 

지식네트워크가 기업조직내에서 형성되게 된다. 지식의 통로는 기업의 인트라넷을 주로 

활용하게 되며l 이를 통해 공간의 한계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된다. 공간조직내에서 암 

묵지가 통용되는 것은 주로 고객 및 파트너 둥 지역내 협력인자들과 지식이 통용될 때의 

관계이며/ 대면접촉과 영역의 일체감으로 인한 지식의 공유로 인해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특정한 사회 ·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141 -



저17장 결론 

최근 산업전반에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정보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세 

계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으며y 서비스 산업중심의 다국적기업에 대 

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사업서비스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성장율이 높고， 선진산업국가 

를 중심으로 성장을 이끄는 산업이며， 최근에는 지식산업의 핵심으로 일컴어지고 있다. 

또한l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l 산업의 국제화l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괄목할 만 하 

며l 기업입지와 공간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업서비 

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국내연구 또는 선진국과 세계도시에 집중되어있다. 21세기 

세계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꿈꾸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업서비스산업의 국제적인 확장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웅하며l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는 어떻게 발전방향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내 사업서비스 부 

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과제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는데 그 의 

미가크다. 

본 논문은 외국계 사업서비스 산업의 한국내 진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l 서비 

스와 지식의 공간적 특성이 기업관련 행위자들의 관계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하 

여 기업네트워크라는 틀을 통해 공간적 특성올 파악한다. 연구 방법으로 각종 통계자료 

와 설문I 인터뷰를 통하여 기업조직l 지식네트워크 둥 기업 행태와 관련된 공간적 특성 

올 분석한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l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의 단독투자 비중이 연도별로 높아지고 있으 

며， IMF 외환위기 이후 유럽지역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한별로는 

최근 3년간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l 사업경영 상담업 l 광고업 둥 보다 지식집약적인 

산업 부문의 신규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 주요 기업집적지에 대한 외국인기업의 선호도에 따르변l 전체적으로 강 

남 · 서초 지역의 입지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l 전통적인 기업집적지라 할 수 있는 종로 · 

중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투자 지분율 특성에 따르면 단독투자일수록 이러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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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게 나타난다. 주요 집적지별 입지요인을 알아 보면， 강남지역은 동종업체의 집적l 

도심지역은 고객과의 근접성l 영둥포지역은 교통의 편리I 집적지외 기타지역은 저렴한 비 

용으로 나타난다. 

세째/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투자동기는 한국내 내수시장 개척 요 

인이 가장 두르러지며， 관련하여 역외 수출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된 

투자동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많은 부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l 예산I 

투자결정l 주요사안 동 해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 모기업의 통제가 나타나고 있어， 

부분적인 자율성 속에 기업의 전략적인 통제가 가해짐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력활 

용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지역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넷째l 한국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주요 고객은 서울지역이 과반수가 넘 

으며， 고객구성은 국내 제조업 뿐 아니라l 서비스업l 공기업체I 외국업체 둥으로 다양하다. 

제조업-서비스업의 이분법적인 외부화 관계는 중요하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서비스 조달 

은 지역적으로 90% 이상의 서비스를 한국내에서 조달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연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다섯째I 한국내 기업네트워크 특성에서는 한국내 타기업과의 네트워크는 공동연구/ 프 

로젝트 실행 동으로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이나l 산학연계/ 정부기관I 기업협회 • 조합 

둥 과의 관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외국투자 모기업과의 기업조직내 

부 네트워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까닭에 지역내 뿌리내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역내 인력 이동으로 인한 외국인기업의 지식이전l 투자연한에 따른 기업협력의 

증가현상 둥올 통해 지역내 외국기업의 뿌리내림 가능성올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l 사업서비스 외국인기업이 보편적인 정보를 얻는 경로는 PC 통신 및 인터넷이 

가장 많고l 전문서비스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서적이나 논문l 학회 둥의 경로도 많이 활 

용하고 있다. 지역내 암묵적인 지식의 이전은 업무 실무자 개인관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 

어지며I 고객과의 접촉이 가장 많다. 경영전략 둥은 CEO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신기 

술정보의 경우는 투자 모기업에 의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 포럽이나 세미나l 

워크갚 둥을 통해서도 많은 지식교류가 이루어진다. 

일곱째l 심층인터뷰 사례기업을 통해 알아본 한국내 지식네트워크의 사례는 크게 기 

업조직 내부네트워크 중심형과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중심형으로 구분되는데I 기업조직 

내부네트워크 중심형의 경우l 외국투자 모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외국투자 모기업 의 

폰형과 국내 모기업 의존형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기업조직 외부네트워크 중심형의 

- 143 -



경우는 지역네트워크 결성을 토대로 고객， 산학연계l 정부 지원기관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의 양상올 보여준다. 비교를 위해 알아본 국내기업의 경우도 협력사와 관계를 중심으로 

국내기업-제휴의존형의 네트워크 사례를 보여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활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에 외국인직접투자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1997년의 금융위기와 

관련되어 있다.IMF 외환위기는 많은 외국인기업들에게는 좋은 투자기회가 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다양한 편의제공l 자유화 조치 

둥으로 잠재적인 외국인투자가들의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했고/ 실제로 우려와는 달리 많 

은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외환위기 해소 및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어 투자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많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한국의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기업지원 도움을 받은 비율이 낮다는 둥의 부정적인 조 

건들이 많다. 자의적인 행정지도와 관행 뿐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계속 규제를 행하 

고 있다는 불만도 많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경제의 유기적인 연계l 자발적인 협 

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의 창출을 위해서 이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외환위기 해소라는 단편적인 시각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자본I 인력/ 기술 및 지식의 도입을 통한 기업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발 

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IMF 외환위기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 

가는 한국내에서 펼쳐지는 기업네트워크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서비스 외국인직 

접투자의 영향력이 한국내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지식네트워크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외국기업들이 선별되어 한국으로 진출했으며l 한국의 입장에서도 

보다 우량한 기업들이 합작투자 동의 관계에서 기업들을 선별해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정보 및 암묵적인 지식들은 충분히 활용의 가치가 

있다. 이에 질적으로 우수한l 지식집약적인 사업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의미를 

잘 새기고 지역경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계속해서 필요하며l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행태를 

이해하고l 투자와 관련된 질적인 변화와 암묵적인 지식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 

다.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는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내재요소가 미약하였지만， 정부의 

의지와 외생적 혁신의 요소가 잘 결합하도록 이끌어l 집단적 학습이 지역내에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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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차원의 지식네트워크를 통한 내생적 발전이 일어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관계가 한 

국내에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서 지역발전올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한국에는 어떤 유리한 지역조건들이 있 

으며l 어떤 조건이 미비한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실리콘밸리와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같은 혁신지역으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있 

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아쉬운 점은 연구의 주제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분석 

이지만l 공간적인 한계로 한국내 기업에 초점을 맞춘 탓에 실제로 기업의 운영에 대한 

동기l 정보 등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모기업 대상 연구가 안된 점이다.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또한l 본 논문은 연구주제의 집중과 연구자의 한계 둥으 

로 인해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한국내 투자관계에 집중해서 유입요인 및 공 

간분석에만 치중했다. 그러나l 투자철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앞으로의 연 

구는 여러가지 조사를 바탕으로 철수이유와 투자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야 될 것으로 믿는다. 한국내 투자환경의 반영에 따라 투자 철수요인의 분석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지역경제 공헌과 정책적인 기여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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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부표 1> 연도별 주요 집적지외 기타지역 업체수 변화 

단위 : 업체수， (%) 

지 \、역\ \ 연 업도째수별 191 업쩨수 ‘93 업체수 '98 업체추 

{벼옳) (비옳) (버옳} 

기타지역 20 38 110 

합계 (18.0) (25.5) (27.0) 

서울 16 26 80 

기타 구(區) (14.4) (17.4) (19.끼 
... _--------------------------------- -----------‘-----.----------- -----------------------------. --------------------‘-------.---

경기 2 8 18 

인천 (1.8) (5.4) (4.4) 
------------------------------------- ----------------.-.-.-------- --------------_.-------------- -------------------_.‘-----------

지방 
2 4 12 

(1.8) (2.끼 (2.9) 

서울 91 111 297 

주요 접적지 (82.0) (74.5) (73.0) 

합 계 
111 149 407 

(100.0) (100.이 (100.이 
」←←

자료 : 재정경제부， 1991, 1993, 1998,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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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협혜수 
(겁l옳j 

130 

(25.0) 

92 

(17.η 

231 

(4.4) 
---.----------‘-----------------~ 

151 

(2.9)1 

391
1 

(75.0) 

(100 이l 



〈부표 2> 기타지역 연도별 분포현황 세부 내용 

’9JI흩~J 기포*타행 내져1용g역 
'93 7) El-Ã) 역 '9871타쩍역 

Ãl혔 용흙!J..현활 환!J..헐황 

쳐JJ환 1쩨용 쳐l부 1춰용 

강동(3)，강서 (2), 

관악(3)，광진 (2)， 
동대 문(1)，동작(1)， 

구로(1)，금천 (2)， 

서울 
마포(6)，성 동(2)， 마포(5)，서 대 문(1)， 

도봉(1)，동대 문(3)， 

기타구 
성 북(1)，송파(1)， 성 동(4)，성 북(2)， 

마포(10)，서 대 문(3)， 

(區)
용산 (6), 송파(2)，양천 (1)， 

성 동(3)，성 북(4)， 
용산(9) 

송파(10)，양천 (1), 

용산(30)，은평 (2) 

------------------------‘--‘---- ... -------- ------------------------------------------ -‘----------------------------------------계 : 16개 업체 겨11: 267ß 업체 겨11: 80개 업체 

광주군(1)，군포(2)， 

수원(2)，부천 (1)， 남양주(1)，부천(1)， 

경기 부천(1)， 인천(1) 
성남 (1)，안산(1)， 성 남(3)，수원 (2)， 

인천 
안양(1)， 인 천 (1), 시 흥(1)，안산(1)， 

화성군(1)， 안양(2)，용인 (2), 

의 정 부(1)，평 태 (1) 
----------------------------------------- ------------... -... _---‘---------------------- ------------------------------------------
계:2개 업체 겨11: 8개 업체 계 : 187ß 업체 

광양(1)，군산(1)， 

창원(1)， 포항(1) 
창원(1)，포항(1)， 대 전(1)，부산(4)， 

지방 부산(2) 순천(1)，음성 군(2)， 

창원(1)，청 원군(1) 

-------------------- ... -... _---‘--------------
껴11: 2개 업체 계 :4개 업체 껴11: 12개 업체 

자료 : 재정경제부， 1991, 199κ 1998,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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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업체수) 

'9971El-져역 

째 용i포휴현황 
내용 

강동(3)，강북(2)， 

강서 (6)，관악(4)， 

광진(2)，구로(2)， 

금천(1)，동대 문(4)， 

동작(2)，마포(15)， 

서 대 문(3)，성 동(3)， 

성 북(4)，송파(12)， 

양천(1)，용산(2끼， 

은평 (1) 
겨11: 92개 업체 

고양(1)，광주군(1)， 

군포(2)，남양주(1). 

부천(2)，성 남(6)， 

수원(1)，시 홍(1)， 

안산(1)，안양(2)， 

용인(2)，의 정 부(1)， 

화성 군(1)，평 태 (1) 
계 : 237ß 업체 
광양(1)，군산(1)， 

대구(1)패전(1)， 

부산(5)，순천 (1)， 

음성군(1)， 

익 산(1)，진주(1)， 

창원(1)，청 원군(1)， 

겨11: 15개 업체 



〈부표 3> 연도별 주요 집적지외 기타지역 투자금액 변화 

단위 : 천불， (%) 

뽑혈 '91추자금책 '93쭈자끔빼 '98 쭈A1-급핵 I99( 1비l:il율}궁)빽 
(바옳) (벼옳) (버옳) 

기타지역 8083 13617 35932 71537 

합계 (8.8) (9.9) (9.2) (13.6) 

서울 4931 7512 197~낌 59592 

기타 구(1하) (5.4) (5.5) (5.1) (11.3) 
-------‘-----------------------’------ ---------------------------------- ----‘---‘-----------------.•----- ----------------------‘------------ -----------------------------------

경기 2912 5645 10005 8126 

인천 (3.2) (4.1) (2.6) (1 .5) 
-------------.---------------.--.‘--- ---------------------_.------‘--- --------------------------------- ----‘--------------------._-------- ------------------‘----‘----... -‘----

지방 
240 460 6153 3819 

(0.3) (0.3) (1.6) (0.끼 

서울 83395 124110 355080 454329 

주요 접적지 (91.2) (90.1) (90.8) (86.4) 

합 계 
91478 137727 391012 525866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재정경제부， 1991, 1993, 1998, 외국인투자기업현황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부표 4> 지역별 투자업종 변화(1991년 기준) 

단위: 업체수， (%) 

Q핵f SIC 722 
SIC 

51ζ 741 5IC 742 5IC ，..훌3 합 쳐1 
7271 t4 

기타지역 
10 1 3 5 1 20 I 

(50.0) (5.0) (15.0) (25.0) (5.0) (100.0) 

서울 
32 13 17 23 6 91 

주요집적 
(35.2) (14.3) (18.7) (25.3) (6.6) (100.0) 

지역 

총 합계 
42 14 20 28 7 111 

(37.8) (12.6) (18.0) (25.2) (6.3) (100.0) 

자료 : 재정경제부， 1991， 외국인투자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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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지역별 투자업종 변화(1999년 기준) 

단위: 업체수1 (%) 

혐훗 SJ(‘3 었Z 
SIC 

SIC .. 741 SIC 742 SIC 743 합계 
72쳐확 

기타지역 
33 17 30 47 3 130 

(25.4) (13.1) (23.1) (36.2) (2.3) (100.0) 

서울 
117 64 110 68 32 391 

주요집적 
(29.9) (16.4) (28.1) (17.4) (8.2) (100.0) 

지역 

총 합계 
150 81 140 115 35 521 

(28.8) (15.5) (26.9) I (22.1) (6.기 (100.0) 

자료 : 산업자원부， 1999， 외국인투자기업현황 

〈부표 6> 투자동기와 종업원 규모와의 관계 

편: 
했응양Al창 셔엽l켰~I 

71핵 기수술역판，때 
71철환책쌓 

갱훌훌 흥훌혈~ 

10명미만 
16 11 

펴특n (22.4) 

10명이상 22 16 

30명미만 젠훌ID. (24.2) 
30명이상 8 7 

50명미만 (26.7) (23.3) 

50명이상 9 8 

100명미만 (27.3) (24.2) 

100명이상 
12 8 

(28.6) (19.0) 

합계 (평균) 
67 50 

(30.5) (22.η 

* 투자동기 1순위와 2순위의 합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업체수1 (%) 

기혼파함국획 수 풍훌확홉i꺼a아훨 옳옴 
71향 합짧 

쭈져수익생 
"혈 

혔.ll. 

6 8 1 7 49 

(12.2) (16.3) (2.0) (14.3) (100.0) 

6 9 6 7 66 

(9.1) (13.6) (9.1) (10.6) (100.0) 
6 1 3 5 30 

(20.0) (3.3) (10.0) (16.끼 (100.0) 
4 2 4 6 33 

(12.1) (6.1) (12.1) (18.2) (100.0) 

10 2 5 5 42 

(23.8) (4.8) (11.9) (11.9) (100.0) 

32 22 19 30 220 

(14.5) (10.0) (8.6) (1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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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투자 지분율과 종업원 규모의 관계 
단위 : 업체수， (%) 

투자 
10명미만 

10명이상 301챙이장 50명여상 
100뱅이상 총 합계 

져환옳 30명미만 50명미만 100명미딴 

합작 
10 16 10 6 14 56 

(37.0) (39.0) (58.8) (37.5) (60.9) (45.2) 
17 25 7 10 9 68 

100% 
(63.0) (61.0) (41.2) (62.5) (39.1) (54.8) 

총 합계 
27 41 17 16 23 1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부표 8> 투자 지분율과 수출여부의 관계 

단위 : 업체수， (%) 

흩폼차지환옳 \ 수활여부 
수훌합쳐 

수훌환다 웰톰 합째 
않논다 

합작투자 
48 8 56 

(85.7) (14.3) (100.0) 

100% 단독투자 
64 4 68 

(94.1) (5.9) (100.0) 

합 계 
112 12 124 

(90.3) (9.7)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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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주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권 관계 : 종업원 규모별 특성 

추A 
훌0명 tll 합 

10t청여상 

빼싼집행캡업 30명펴란 

외국투자 8 7 

모기업 (30.8) (18.4) 

한국내 기업* 
11 23 

(42.3) (60.5) 

외국투자 
7 8 

모기업과 
(26.9) (21.1) 

합의 

합계 
26 38 

(100.이 (100.0) 

* 한국내 모기업이 있는 경우도 포함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업체수， (%) 

30명이상 50형여상 
100명이상 

합계 

50명며딴 100명며반 (i양 if) 

4 3 1 23 

(25.0) (18.8) (4.5) (19.5) 

8 8 17 67 

(50.0) (50.0) (77.3) (56.8) 

4 5 4 28 

(25.0) (31 .3) (18.2) (23.7) 

16 16 22 118 

(100.0) (100.0) (100.0) (100.0) 

〈부표 10> 종업원 규모와 연구개발 활동 실시여부 

단위 : 업체수， (%) 

|j뽑뿔 } 확;쩨 혈훌훌좋않 확.:il 였q 합 창l 

23 4 27 
10명 미만 

(85.2) (14.8) (100.0) 

32 9 41 
10명이상 30명미만 

(78.0) (22.0) (100.이 

9 8 17 I 
30명이상 50명미만 

(52.9) 따7.1) (100.0) f 
10 6 16 

50명이상 100명미만 
(62.5) (37.5) (100.이 

11 12 23 I 
100명 이상 

(47.8) (52.2) (100.이 

85 39 124 I 
합 계 

(68.5) (31 .5) (100.이 

자료 : 설문조사 결과 

- 164 -



〈부표 11> 투자업종과 수출여부의 관계 

단위 : 업체수I (%) 

산업분류 (SIC)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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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씬
 

… 

찌
 

… 

m껴
 

뻐
 
… 

뻐
 
… 
m 

I
l
-
-
-
、

… 

/
l
‘
、

‘ 

/··‘ 

.
，
，
，
，
.
，
-
-
-
-
-
녁
-
-
-
-
’
-
-
’
，
，
석
-
-
-
-

•• ‘----

“ 
… 

앞
 … 

강
 

“” 
… 

민
”
 

… 

끽
 

m 
… 

”
M 

… 

μ
υ
 

’lil--

•,,., 

야
 

7 

… 
6 

… 
1 

-
-
-
J
|
-
-
斗
|
|
|

씨
 … 

끼
 
-
m꺼
 

% 

… 
% 

… 
% 

/lll

‘ 
‘ 

/
l
·
·‘
、

‘ 

t’--‘ 

κ
 홈
 ￠ 

터
 

… 
발
 
… 

훌
”
 … 

채
깨
 … 

샤
-
-

켜
n
 
… 

P
}
ι
 
… 

ι”ψ
 

타
 

-
자
 

… 

야
카
 

커
사
 … l| 

… 

제
”
 

-/ 

… 

、
이
끼
 … 

υ
 「

l; 

-L--7

‘ 

빛
 

* 

폐
꺼
 

… 

w
ι
 

---E 

-… 

” 
」

hnli 

… 
프
 |… 

외
 

←
-
-
펌
 

人
÷
급
 
랴
 

정

o
τ
 
… 2 

공
 … 

、
기
 

π
 핸
 
… 2 

및
…
 
”ι
 

찌
，
 
… 

m
씌
 
… 

찌
 * 

m
꺼
 

때
 
… 

뼈
 
… 

때
 
… 
m 

κ
 빽
 κ … 
￠
 

“” 
… 

n카
 

… 

m” 
… 

-

β
 

… 

f 
… 

따
 … 

삭li--
-

，
.
‘
，
삭
’
’
!
，
，
，
，
，
，
‘
，
샤

i
l
i
-
-

’
 

5 

… 
2 

… 
3 

… 

-

써
 

… 

m
카
 
… 

이
딩
 -m꺼
 

m 
… ” 
… 

없
 … 

뼈
 

E 

흘
 κ 壘

1 

-
및
 … 

* 

아
카
 …
사
 …
및
 … 

피
엔
 …
녀
아
 
…
링
 … 

냐
”
’
 
-
χ
t
 
…
시
카
셔
벼-
4
」
그
 

랜
 
…
‘
씨
-
…
니
잔
 
。
1

파
』
 
…
계
 
깃
、
지
샤
…
 

K윈
 
…
회
담
-
엔
한
 

고
 

ι
γ
 
… 

n
τ씨
앉-
I
F
ι
t
E
 

‘ 

…
법
몇
건
기
…
 광
 

타
 
… 

1 

경
…
 ;
-
-
」-Jl 

씨
 …
때
뼈
깨
…
짧
껴
…
 

짧
 합 계 (평균) 112 (90.3) 12 (9.7) I 124 (100 이 

* 컴퓨터 셜비 자문업I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I 사무 · 회계 •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I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리업의 합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부표 12>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연한별 기업간 협력 

단위 : 업체수I (%) 

황풍연T 뽕풍황고 팡흉서창쪼사 e양댐 71숨 비풍식책 
71 -e:t 7)훈 

연환 
효E휠책E증 협혁 at채행처I휴 인혁삭풍 협력판계 

71훌쩌I휴 용훌훌 

몇 협협 업했수 
6년 32 21 33 20 19 11 

77 
이하 (41.6) (27.3) (42.9) (26.0) (24.끼 (14.3) 
7년 21 13 18 14 12 8 

이상 (44.7) (27.7) (38.3) (29.8) (25.5) (17.0) 
47 

합계 53 34 51 34 31 18 

(평균) (42.7) (27.4) (41 .1) (27.4) (25.0) (14.5) 

자료 :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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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취득정보 반영 여부 

단위 : 업체수I (%) 

핸}형여쭈 
모흥류 바흘 총j놓혈 경웠만 

훈!Ãl 참걷힐 합계 
반형 반영 

웅답수 4 94 23 121 

(비율) (3.3) (77.끼 (19.0)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복수웅답) 

〈부표 14> 종업원 규모와 투자연한의 관계 

단위 : 업체수I (%) 

연원 한/ j했홉1훌f Z협 .. 3년 4년 .. 5했 6협 .. 9법 
10년· 20년 

합 쳐I 
썩풍협 Tf흘￡ 191월 。I촬 

10명 미만 
5 7 6 5 3 1 27 

(18 .5) (25.9) (22.2) (18.5) (11.1) (3.η (100.0) 

10명이상 9 9 9 7 7 - 41 

30명미만 (22.0) (22.이 (22.0) (17.1) (17.1) - (100.0) 

30명이상 4 3 0 5 4 1 17 

50명미만 (23.5) (17.6) - (29.4) (23.5) (5.9) (100.0) 

50명이상 3 2 3 4 4 - 16 

100명미만 (18.8) (12.5) (18.8) (25.0) (25.0) - (100.0) 

100명 이상 
1 4 5 2 6 5 23 

(4.3) (17.4) (21.η (8.7) (26.1) (21.끼 (100.0) 

22 25 23 23 24 7 124 
합계(평균) 

(17.η (20.2) (18.5) (18.5) (19.4) (5.6)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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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한국내 사업서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에 대한 절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국토연구원(구.국토개발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취뜩을 위해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정보 •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며， 한국내 사업 

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실태 기업간 연계 입지상황 지역경제와의 관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젤문의 조사내용은 무기명 통계 처리를 거쳐 버멸이 철저허 보장될 것이며 

환 연구 목적외 다른 어떤 목척으로도 이용되지 않음 것엽니다. 깨별업체얘 관한 

사항혼 종합적인 자료 분석의 형태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관련 조항얘 따라 철저 

하게 보호됩니다. 다소 귀찮고 바쁘시더라도 상세히 셜문에 옹답하여 동봉한 회신 

용 봉투로 보내주시거나 FAX로 보내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하 

실 경우 최종 보고서를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작성시 의문사항이나 건 

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변 됩니다. 감사합니다. 

P 문의 및 우송처 

(우)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이 병 민 

Tel. 031-380-0218 / 02-880-6444 Fax. 031-380-0486 

E-mail: bmlee@krihs.re.kr 핸 드 폰 011 -9956-6025 

작성자 : 부서명( ) 직위( ) 이름( ) 전화번호 ( 

l 일반사항 

1. 회사명 : 

2. 회사 소재지 : 

3. 회사 셜립년도 : 

구 동
 

4. 회사 홈페이지 주소 (또는 회사 이메일 주소) : 

5. 직원 현황 : 총 명 

(과학) 기술인력(이공계 대졸수준) 

외국인 파견직원 

숙련기술직(동일업종 3년이상 근무) 

명
 
「
명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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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사의 연도별 매출액과 수출액 

구 분 1997년 기준 1999년 기준 
연매출액(천만원) 
수출액 (천만원) 

7. 연구 및 개발 (R&D) 활동에 대해 웅답하여 주십시오. 

1) 연구 및 개발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CD 있다 ( ) (2) 없다 ( ) 

2) 있다면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은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1997 ia 1998 1999 
% % 

l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사항 

8. 귀사의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투자시 어떤 동기로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태하여 그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l 1순위 2순위 

CD 한국을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개척I 확보하고 기존시장을 보호 
@ 인접국가의 수출시장을 위한 전진기지 (동북아 시장 거점 확보) 
@ 서비스 판매나 기술판매를 위한 수익과 로열티 수입을 위해서 
@ 높은 투자수익성 때문에 
@ 기폰 한국기업과의 연고 활용 
@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 이용 
@ 관세 둥 무역장벽 극복 위해 
@ 한국의 높은 기술습득 • 국제경영 정보능력 증진 위해 
@ 한국의 우수한 질높은 노동력 활용 
@ 한국정부의 유인정책과 제반혜택(세제상 특전) 
@ 기타 ( 

9. 다음 사항들에 있어 훌훌톰톨톨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해탕하는 곳에 톨l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안 
~-=앙i폼~t 

7 iI용업샤 / 짱 휩혜λ} 환쭉l쩨 S웨풍흩홈짜 한국.외쭉 

..2.7) 혔 뿔71혈1) .5?71협향 혔S샤 합작겨엽2) 

주요 예산집행 

임금 협상 

노사관리 

한국정부기관과의 주요 

안건 협상 

고급기술인력 채용 

연구개발비 결정 

투자 확대， 축소 여부 

1) 한국내 모기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한국-외국 새로운 합작기업이 있을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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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투자 모기업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외국투자 모기업에서 한국내 기업으로 기술이전올 하고 있음 
@ 국내 보유기술을 외국투자 모기업으로 이전하고 있음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기타( 

l 기업간 연계 

’ 귀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고객부문과 관련하여 

12. 작년 서비스매출기준으로 고객들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대략적인 %로 적어주십시오 

국배 1- ‘、 I _." __ ~. _.... 1 수활 I 수활 
국내 꽁겨업체 

와국 I (외국 
(공사청부가관) 1 _ ,_: -' .', _." I 

’ 서버스업체) I 제초업체) 

13. 사업상 고객과의 주요 의사소통시 주로 어떤 방법올 많이 이용하십니까?( 

@ 직접 방문 @ 전화I FAX @ PC통신 @ 인터넷I E-mail (5) 전용회선 
@ 기타: ( 

’ 귀사에 서비스름 콩급하는 콩급자부문과 관련하여 
14. 귀사는 다옴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전체 건수대비 월록 대략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서버스 
외국투자 조사 당해기업 한국내 국내 외부 한국외국 

합계 
모기업 처리 내부 처리 모기업처리1) 기관 의뢰 합작기업2) 

법률.회계 % % % % % 100% 

시장조사.경영상담 % % % % % 100% 

엔지니어링.기술검사 % % % % % 100% 

광고홍보 % % % % % 100% 

시설. 장비 임대 % % % % % 100% 

인력공급 % % % % % 

운송.물류 % % % % % 100% 
L 

1) 한국내 모기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 2) 한국-외국 새로운 합작기업이 있을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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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 셔비스제공자들의 지역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월록 대략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서벼스 촬은구 인접구 그외 셔올 그외 국내 혜외 

법률.회계 % % % % % 

시장조사.경영상담 % % % % % 

엔지니어링.기술검사 % % % % % 

광고홍보 % % % % % 

시설. 장비 임대 % % % % % 

인력공급 % % % % % 

운송.물류 % % % % % 

16. 위와 같은 서비스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이용할 때의 상대적인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내부보다 비용이 저렴 @ 특정기업， 특정 전문서비스의 구득 용이 

@ 내부보다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 용이 / 선진기술(선진국) 이용 (외국이용시) 

@ 새로운 서비스 상품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 / 기술변화의 빠른 속도 협력 필요 

@ 서비스 수요 발생시 유연적 (임의적) 거래관계 유지 용이 

@ 기타 ( 

’ 협력， 제휴I 기타 관련 부문 

17.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 기업간의 공동연구 · 프로젝트가 있다 ( ) 

@ 기업간 공동 광고협력이 있다 

@ 기업간 공동시장조사 / 마케팅 제휴가 있다 

@ 정부 공공기관 기업지원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 ) 

@ 직업훈련기관 또는 조직 관리 자문기관의 도웅을 받은 일이 있다 ( 

@ 기업간 숙련기술인력의 이동이 잦은 편이다 ( ) 

@ 기업간에 비공식적인 협력관계가 잦은 편이다 ( 

@ 최근 3년간 라이센스 기술이전이 있었다 

@ 최근 3년간 특허I 실용신안 둥록이 있었다 

@ 최근 3년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둥록이 있었다 ( 

@ 기타 기업간 기술제휴 및 협력이 있다 ) (내용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8. 귀사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업종 관련 한국내 협회와 조합은 몇개나 됩니까? 

협 회 개I 조합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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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들 협회와 조합은 어떠한 면에서 사업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 시장정보의 획득 @ 신기술 동향 파악 @ 동종업계 교류 기회제공 @ 자금 조달 

@ 기술 및 제품의 공동개발 @ 제품의 홍보 및 전시 @ 전문인력의 교류.채용 

@ 인력의 교육，훈련 @ 정부정책에 대한 공동 건의 @ 기타 

20. 귀사의 주된 공동개발 파트너는? ( 

@ 국내기업(연구소)(2) 공공연구소 @ 대학 @ 외국투자 모기업 @ 기타( 

21.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22. 만약 있다면/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대학 및 연구소의 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학 

연구소 

서 울 l 서울을 제외한 국내 

)7ß I (개 
) 7ß I (개 

해 외 

)개 

)개 

23. 귀사의 연평균 이직율은 전체직원 대비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 ) % 

24.23번과 관련 이직인원은 대개 어디로 진출하고 있습니까? ( 

@ 분리신설 창업 @ 기폰 동종업체 취업 @ 관련 지원기관 취업 @ 기타 ( 

25. 이직인원들이 창업올 한 경우 대개 귀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 

@ 인력의 상호 교환 @ 분리신설업체에 기술지원 @ 분리시설업체에 제품 구매 지원 

@ 분리신설업체에 재정 지원 @ 분리신껄업체에 사무실 둥 제반 업무 지원 

@ 각종 장비 빛 하드웨어 공동 이용 @ 경쟁관계 @ 아무런 관계 없옴 

@ 기타 

l 입지관련사항 

26. 귀사의 창립장소는 어디입니까? 

@ 현재 위치에서 창립 

@ 다른 곳에서 창립 -> 현 입지까지의 이전 경로를 아래 표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장소 ) 시.도 ( ) 시.군.구 

1차 이전지 ) 시.도 ( ) 시.군.구 

2차 이전지 ) 시.도 (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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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금 이 지역(구기준)을 입지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를 중요도에 따라 선택해 주십시오. 

우선 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투자자(외국기업)가 잘아는 지역 (친숙도， 심리적 안정， 기폰 관계 둥) 

@ 저렴한 비용의 입지조건 (지가I 임대료) 

@ 교통이 편리한 지역 

@ 장소 자체의 위신， 명성 (지역이미지I 혁신적 분위기) 

@ 주요 거래처와 근접한 지역 

@ 통신망/ 하부구조의 이용 편리성으로 (국제통신， LAN 둥) 

@ 관련기업 및 지원업종(사업에 필요한 업종)， 협회 둥이 집적해 있는 지역 

@ 유사업종이 집적한 지역 (동종업체의 각종 정보수집이 용이) 

@ 도심과의 근접성 

@ 쾌적한 사무실 조건 (생활환경， 공해 동) 

@ 기타 

l 정보연계I 교육에 관한 부분 

28. 귀사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t공개된 정보l를 주로 어디에서 마련하십니까? ( 

@ 신문I 잡지 @ 방송 @ PC 통신/ 인터넷 @ 관련 서적， 학술논문 @ 박람회l 전시회 

@ 특허정보 @ 전문가 모임I 전문학회 @ 기타 

29. 귀사는 다소 I비공식적이며 노하우에 해당하는 정보，1)를 내부에서 얻을 때 로록 관련되 

는 곳은 어디입니까? 해닷되는 곳에 -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훌훌 CEO 
λ，l-~ 개 였방구후셔 외용국7쭈l업자 찌 성인i용훌차쩨 7￥ E￥ 

71~얄썰 

판매시장 정보 

업계동향 

고객 정보 

타회사 운영정보 

경영전략 

신기술 정보 

신제품 정보 

1) 학습과 체험등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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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의 질문과 관련y 다소 t비공식적이고 노하우에 해당하는 정보，1)를 외부에서 들여온다고 

할 때 주로 관련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해탕되는 곳에 -퓨름 해주시기 바합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고때잭껴/ ;엉 풍쟁엽훌irl 포 협합펴 l예앙를터팎넷응 펴 ~생렁?책츠iifil*= 갱 ?훌쭈짧#￥형쩌1생↓용; μ ‘ 
판매시장 정보 

업계동향 

고객 정보 

타회사 운영정보 

경영전략 

신기술정보 

신제품정보 

1) 학습과 체험등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지식 

31. 외부정보원천 이용시 내부이용과 비교l 상대적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비용이 저렴 @ 기업이 보유못한 정보를 전문적인 곳에서 구득 

@ 내부보다 양질의 다양한 정보 선택 용이 @ 새로운 정보획득 용이 

@ 기 타 ( 

32. 취득한 정보(공개 비공개 정보 모두)는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 모두 모아 회사 운영에 바로 반영 @ 중요한 것만 모아 반영 

@ 단지 참조 @ 기타( 

、

33. 지역단위 (단위적으로 같은 구)로 정보의 결집 기회(자유로운 분위기의 회합)가 있습니 

까? 해탕되는 곳에 빼표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종 / 경쟁업체 

고객 / 거래처 

관심사가 비슷한 이들의 
포럼， 세미나 

대학， 연구기관 

관련공공기관，단체 

- 173 -



34. 귀사는 교육훈련비에 매출액의 몇%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CD 1% 미만 (2) 1-3% 미만 @ 3-5% 미만 @ 5-10% 미만 (5) 10% 이상 @ 투자 없음 

35. 교육 훈련에 대해 해당되는 곳 모두에 톨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 외국투자 모기업으로의 교육 프로그램이 었다 

@ 거래업체I 협력업체 둥과 공동작업，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참가( 

@ 대학교 및 전문학교 교육 지원( ) 

@ 민간 교육 기관 위탁교육 시행 ( ) 

@ 일반 타기업체 교육 프로그랩 참가 ( 

@ 중소기업 진흥공단 둥 관련지원기관 교육훈련 참가 ( 

@ 사업과 관련된 각종 박람회 참가 

@ 각종 워크삽 / 학술대회 참가 ( ) 

@ 공식적인 훈련 없이 현장에서 습득 ( 

@ 기타 ( 

l 기 타 

36. 지역사회행사l 지역경제에의 기여 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1999년 기준) 

T 용용 쳤 수 

한국내 지역을 위한 공익행사 
켜‘-

예) 자선 바자， 심장병어린이둡기 행사 둥 

상품， 제품， 서비스 기중 건 

장학금 수여 건 

복지사업 시행 건 

지역주민， 소비자를 위한 강좌 건 

지역， 학교， 단체를 위한 행사 후원 켜'-

기타( 건 

-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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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년 1993년 

-3 
• 4 -10 
• 11 - 20 
• 21- 30 

• 31 -

투자업체수 

1998년 1999년 

。 o t<I lom‘ .r. w냄뿜e 

<부록 그림 1>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분포 - 연도별 

rSIC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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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년 1993년 

-100 
• 101 - 600 
• 601 -1000 
• 1001-6000 

• 빼00-

투자금액(단위:천불) 

1998년 1999년 

@ o IQlom‘,,. w냄뿜E 

<부록 그림 2>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투자금액분포 - 연도별 

[SIC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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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년 1993년 

-3 
• 4 -10 
• 11 - 20 
• 21 - 30 
e 31-

투자업체수 

1998년 1999년 

0 O 얘lomet .... w해용E 

<부록 그림 3>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분포 - 연도별 

rSIC 722 소프트웨 어 자문， 개 발 및 공급엽 의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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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년 1993년 

"'100 
• 101 - 600 
• 601 -1000 
• 1001-6000 

• 훨00-

투자금액(단위:천불) 

1998년 1999년 

O 6O 씨lolMl." w뽑E 

<부록 그림 4>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투자금액분포 - 연도별 

[SIC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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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년 1993년 

-3 
• 4 -10 
• 11 - 20 
• 21 - 30 

• 31 -

투자업체수 

1998년 1999년 

0 。 에lornet.r. w율뿜E 

<부록 그림 5>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분포 - 연도별 

rSIC 72 기타 - 722 제외 업종의 경우」 

- 179 -



1991 년 1993년 

.... 1때 
• 101 .... 600 
• 601 -1000 
• 1001-6000 

• 빼00 .... 

투자금액(단위:천불) 

1998년 1999년 

o 6 ，。 씨lomtt.r. w웰용E 

<부록 그림 6>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투자금액분포 - 연도별 

[SIC 72 기타 - 722 제외업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엽의 경우] 

- 180 -



1991 년 1993년 

-3 
• 4 -10 
• 11 - 20 
• 21 - 30 

e 31-

투자업체수 

1998년 1999년 

0 O 애10m .... w해용E 

<부록 그림 7>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분포 - 연도별 

rSIC 74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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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8>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투자금액분포 - 연도별 

[SIC 74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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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9>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분포 - 연도별 

rSIC 741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시장경영상담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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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0>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투자금액분포 - 연도별 

[SIC 741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시장경영상담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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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1>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분포 - 연도별 

rSIC 742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엽의 경우」 

- 185 -



1991 년 1993년 

.... 100 
• 101 .... 500 
• 501 -1000 
• 1001 - 5000 

• 행00 ... 

투자금액(단위:천불) 

1998년 1999년 

o 6 W 애lomet.r. w뽑E 

<부록 그림 12>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투자금액분포 - 연도별 

[SIC 742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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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3>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분포 - 연도별 

rSIC 743 광고엽 의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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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4> 서울시 사업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업체 투자금액분포 - 연도별 

[SIC 743 광고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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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Characteristics of Foreign Firms' Corporate Networks 

in Korea the Case of Business Service 

Lee, Byung Min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rapid growth in business services since 1990s is caused by the recognition 

that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are the essential elements for regional 

development. During the last decade, intra-reg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service sector have increased considerably, especially in the 

Pacific Region with the progress of economic globaliz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ture of spatial patterns,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networks of foreign business service firms in Korea. Specifically, three 

dimensions of transnational organizations - intrafirm, interfirm 뻐d extrafirm 

networks - is addressed utilizing the network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foreign business services firms in Korea and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urveys were conducted for the 521 foreign firm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s are focused on the mechanisms by which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headquarters control and coordinate their 

foreign affiliates and subsidiaries in order to achieve investment purpose. 

Generally, foreign business services firms in Korea are endowed with a great deal 

of autonomy, but local counterpart firms need to report complex issues regarding 

aspects of power relations, important decision makings and bargaining relations, 
thus being in central control. 

Second, foreign business services firms are very active in forming interfirm 

networks with other firms in Korea.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firm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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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alliances with Korean firrns such as joint collaborations and research 

projects. But extrafirrn networks of foreign business services firrns in Korea do 

not appear to play an irnportant role in regional developrnent to date. A low 

proportion of foreign firrns is engaged in acadernics-industry linkages, and a low 

nurnber of foreign firrns is forrnally linked with governrnent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es, and trade associations. 

Third, arnong the types of foreign business service firrns classified by the 

investrnent ratio and knowledge networks reported by interviews, centrally 

organized firrns have rnore globalized intrafirrn networks and rnore forrnal 

networks with the parent firrns. Local network-centered firrns have rnore localized 

networks, which is associated with custorner, acadernic and research institutions, 
trade associations, and govemrnent organizations in Korea. 

To conclude, foreign direct investrnent firrns in business service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globalized intrafirrn networks and localized interfirrn and 

extrafirrn networks. The foreign business service firrns in Korea are shown to 

have rnore globalized corporate networks cornpared with local ones. 

This work hopefull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corporate networking 

and the study carries out an ernpirical analysis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networks of foreign business services firrns.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late 1997, the Korean govemrnent has started to prornote foreign direct 

investrnent. Thanks to this policy, FDI inflows have increased rernarkably in 

recent three years. It is understood that regional developrnent can be vitalized 

when korean local firrns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technologically advanced 

foreign firrns in tacit knowledge capacity. Foreign business services firrns are able 

to play an irnportant role in the developrnent of business services in Korea 

utilizing superior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acit knowledge. This study 

suggests that regional foreign direct investrnent policy should be targeted towards 

the incrernentation of the potential of foreign firrns as a knowledge-intensive 

industry. 

Key words Corporate network, Tacit knowledge, Foreign Direct Investrnent, 
Business services,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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