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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은 최근 국내로의 IFDI가 감소하고 해외로의 OFDI가 급증

하고 있어 산업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과

FDI의 관계를 분석하는 유용한 틀로 평가받는 투자발전경로(IDP)

이론의 한국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이 실증적으로 검토되었고, 한국

의 투자발전경로의 단계와 IFDI의 감소의 원인을 IDP의 이론적

틀 안에서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IDP이론의 기본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25개

의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을 대상으로, 1980-2010년의 기간 동안

NOI와 GDP의 사이에 U자형의 발전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패널회귀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한국은 1996년에 이어 2008년에 IDP 단계상 4단계

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80-2010년의 기간 동안의 한국의 IFDI와 중국, 일본, 대

만,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의 IFDI와의 상관

관계를 구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IFDI 증가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일정하게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중국의 IFDI 증가율이 높아지면 한국의 IFDI 증가율이 낮아짐을

뜻한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IFDI의 입지

우위가 한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입지우위 증가보다 더 크게 증

가하고 이로 인해 거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IFDI가 감소했을 수

있다는 IDP 이론에 의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IDP 이론에 거리

와 관련된 요인을 추가할 때 더 풍부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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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셋째, OFDI가 증가하고 IFDI가 감소 내지 정체되는 현상이 하

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GDP

증가와 OFDI 및 IFDI의 증가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 있어서 IFDI의 증가는 OFDI의 증가보

다 한국의 GDP의 증가에 약 4배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즉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OFDI보다는 IFDI를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FDI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구로

IDP 이론이 유용하고, 한국은 IDP 4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며, 한국

의 IFDI의 감소는 인접한 중국의 IDP 3단계에서의 경제발전이 가

속화됨에 의한 것이며,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OFDI보다는 IFDI의 증가가 더 효율적이므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

은 IFDI의 유치를 늘리고 OFDI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

시키는 것을 이제까지 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주요어 : 투자발전경로(IDP : Investment Development Path), 해외

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순유출투자

(NOI : Net Outward Investment), 경제소득(GDP), 패널데

이타(Panel Data)

학 번 : 932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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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디폴트 위기에 처한 2012년 5월 아테네 거리에서는 “그리스는 빚이 없

다”, “빚이 있어도 갚지 않는다”, “돈은 정치인 은행가 자본가가 갖다 쓴

것이다”라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다고 한다1). 15년 전 IMF 경제위기에

처해 외환정책 실패와 금융기관의 부실, 외화자금 운용 미숙 등 위기의

원인이 정치인과 관료들의 잘못에 있음을 알면서도 남탓을 하기보다는

나라 빚을 갚으라고 장롱 속에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돌반지를 내놓던 서

울 거리의 풍경과는 꽤 대조적인 풍경이다.

한국의 국민들과 기업들, 그리고 정부는 1997년 IMF의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헤쳐나가 세계 경제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외의 경제환경에는 크고 작은 장

애물들과 만만치 않은 위기요인들이 산적해 있어 녹슬지 않는 긴장감과

위기의식으로 경계하고 관리와 대응을 준비함이 필요하다.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은 외신들에 의해서 흔히 작고 개방된 경제

(small and open economy)라고 일컬어진다. 경제규모에 비해 내수시장

이 작기 때문에 나라 밖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라 밖으로 돈이 빠져나가

는 국제수지의 영향에 민감하다는 이야기이다.

1) 송희영(2012), 한국, 그리스를 우습게 볼 처지 아니다, 조선일보, (5.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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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성되며 경상수지는 외국

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역함에 따라 돈을 주고 받는 것이고 자본수지는

물품이나 서비스와 상관없는 국제적 자본의 유출입으로 해외차입금, 증

시투자 외국자본, 외국인 직접투자, 그리고 국내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등을 말한다. 특히 경상수지는 한국과 같이 수출의 비중이 큰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환율상승과 함께

외환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외환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요하게 관찰되

고 흑자를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지고 있다2).

경상수지 외에 자본수지도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해 정기적으로 조사분

석되고 관리되고 있다. 이는 경상수지 보다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은 작을 수 있지만 자금의 입출입이란 면에서 적자의 폭이 커지

거나 적자상태가 지속될 경우 실물경제와 환율과 외환에 미치는 영향이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영향 못지 않게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3)를 보면 경상수지는 265∼

327억달러로 흑자이나 자본수지(금융계정)는 272∼34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표 1-1]을 보면 그중 상당한 부분이 직접투자 계정에

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직접투자에서의 국제수지 적자

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등 단기적인 외부 변인에 의한 준비자산이

나 기타투자(은행의 차입금이 큰 부분을 차지함)의 적자와는 달리 국가

가 소유한 유 무형의 자산이나 입지환경과 관련된 내적 변인들에 의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자에

서 이 부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위기의 신호가 울리고 있음을 의미한다4).

2) 이성철(2006), “2040 경제학 스트레칭”, 플루토북

3) 한국은행의 신규 국제수지분류체계(BPM6)에 따라 기존의 자본계정이 자본

금융계정으로 바뀌고 투자계정(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은 금융계정으로 기타

자본수지(국내외 이주비, 재산반출입 등)는 자본수지로 명칭이 바뀜. 본문의

자본수지는 한국은행 통계표의 ‘금융계정’ 수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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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달러
구분 2009 2010 2011

1. 경상수지 327.9 293.9 265.1

상품수지 378.7 400.8 309.5

서비스 수지 -66.4 -86.3 -43.8

본원소득수지 22.8 10.2 24.6

이전소득수지 -7.1 -30.8 -25.2

2. 금융계정 -349.4 -272.6 -321.1

직접투자 -149.5 -221.8 -156.9

증권투자 497.3 424.8 103.1

파생금융상품 -30.9 8.3 -17.4

기타투자 20.4 -214.1 -110.8

준비자산 -686.7 -269.7 -139.1

3. 자본수지 2.9 -2.2 1.5

4. 오차 및 누락 18.6 -19.2 54.6

[표 1-1] 한국의 최근 국제수지 동향 (2009-2011년)

출처: 한국은행, 2011년중 국제수지 동향, 2012. 04

그런데 최근 20년간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의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이하 IFDI)와 내국인의 해외직접투

자(Outward FDI, 이하 OFDI)의 추이를 보면 FDI의 순유출(Net

Outward Investment, 이하 NOI)이 2006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급증하는 하나의 추세로 자

리잡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그림 1-1]을 보면 국내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IFDI)는 90

년부터 99년까지는 증가추세였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하락추세에 접어

들었으며 2004년에 일년간 상승했다가 2010년까지 보합을 유지하고 있

4) 그러나 직접투자에서의 위험신호는 정부나 언론에 의하여 크게 주목받거나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상수지의

후광효과에 가려져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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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반하여 국내의 외국으로의 직접투자(OFDI)는 90년부터 96년까

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가 97년 IMF 이후 99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였

고, 2002년부터는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서서 2005년 연 100억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2006년부터는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기였던 2008년에는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9년

부터 다시 늘어나서 2010년에는 450억불 수준까지 5년간 약 4.5배로 급

증하였다.

[그림 1-1] 한국의 FDI 순유출 증가추이 (1990-2010년)

주: 1. 신고기준

:2. 해외직접투자2 = 해외직접투자 - 자원개발투자

: 3. 순유출2 = 순유출(해외직접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 자원개발투자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2), “FDI 순유출 급증과 ‘U턴 특구’ 전략”, 경제주평, 486호

이에 따라 OFDI에서 IFDI를 뺀 해외투자순유출액5)(NOI)는 1990년부

터 2005년 사이에는 완만하게 순유출(1991~1996년)과 순유입(1997~2005

5) [그림 1-1]에서는 순유출의 부정적 영향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NOI

의 공식인 OFDI- IFDI가 아닌 IFDI-OFDI를 이용하여 NOI가 순유출(+)인

경우 시각적으로 음의 수로 나타나게 하고 있음. NOI는 양의 수로 나타나고

본 연구에서는 이후 NOI 개념으로 순유출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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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보이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순유출의 추세6)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 한해 동안의 NOI는 신고액 기준으로 308억불에 달하고

있다.

FDI의 순유출은 국내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시장 공략(특히 현지화

전략) 등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국내로의 IFDI가 정체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국내의 외국인투자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입

지우위가 매력적이지 않고, 경제가 발전해도(GDP가 성장해도) 투자를

유인할 만큼 기업의 소유우위 혹은 국가의 입지우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IFDI가 정체되고 OFDI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DI의 순유출이 점점 늘

어나는 추세가 계속되면 결국 “국내 산업기반의 침식을 가져와 성장, 고

용 및 수출 확대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7)”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IFDI의 정체 내지는 보합과 OFDI의 급증은 분석에 사

용된 data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OFDI의 경우, 2006년부터 급증한 OFDI는 석유 등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급증에도 원인이 있기에 이러한 자원개발투자를 제외한 통

상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제활동의 OFDI를 살펴보면([그림 1-1]의

해외직접투자2) 자원개발투자를 포함한 전체 OFDI보다 훨씬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2010년 말 현재 투자금액도 전체투자액의 약 절반수준인 220

억불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국내기업들의 성

장에 따른 공격적인 해외진출과 적극적인 현지화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므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

6) 기재부의 발표에 의하면 OFDI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4%가 증가하는 데에

비해 IFDI는 연평균 3%가 증가하고 있음 (기재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특징 및 시사점, 2012. 4. 2)

7) 삼성경제연구소(2010), “산업 및 지역발전 연계형 FDI 유치전략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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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불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OFDI(신고액) 300 368 307 344 445

IFDI(도착액) 79 84 67 54 64

IFDI(신고액) 105 117 115 131 137

NOI(도착액) 221 284 240 290 381

NOI(신고액) 195 251 192 213 308

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림 1-1]에서 IFDI의 분석에 사용된 금액은 정부에서 IFDI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국내에 도착한 금액(도착액) 기준이 아닌 국내로 투

자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신고액)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것8)에 유의해

야 한다. 실제로 국내에 투자된 도착액은 신고액의 약 절반 수준에도 불

과하며, 정체 내지는 완만한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고액 기준과

는 달리 도착액은 2011년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완만한

하락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2는 IFDI의 도착액과 신고액 기준에 따라 NOI를 재구성한 것이

다9). 그런데 표를 보면 2011년 신고액 기준 IFDI는 137억달러이지만 실

제 도착한 IFDI는 64억불로 신고액의 46.8% 수준에 불과하며 2007년부

터 2011년까지 5년간 도착한 IFDI는 신고액 기준 IFDI의 57.6%였다.

[표 1-2] 한국의 신고액과 도착액 기준 FDI 비교 (2007-2011년)

출처: 기재부, 지경부 자료취합 정리, 2012년 4.

8) IFDI의 경우는 투자유치 관련 정부기관(한국은행, 지경부, 지자체, 경제자유

구역청 등) 해당부서의 년간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로 관리되며, 법적 구

속력이 없는 MOI의 투자금액도 신고액 통계에 반영되는데,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고액이 부풀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음

9) OFDI의 경우는 정부의 성과관리 지표로 사용되지 않고 국내기업 등의 해외

투자활동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신고액 기준 OFDI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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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그래프화한 [그림 1-2]을 보면 IFDI 도착액은 2008년 84억불

에서 2011년 64억불로 전반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NOI

역시 신고액 기준으로는 2011년 현재 308억 달러이지만 도착액 기준으로

는 381억 달러이고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년간을 합산하면 신고액 기

준을 1,160억 달러이지만 도착액 기준으로는 1416억 달러로 크게 늘어나

게 된다.

[그림 1-2] 한국의 최근 FDI 유출입 동향 (2007-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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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의 실질적인 NOI, 즉 FDI 순유출의 증가 추세는 정부의 IFDI

신고액에 기준한 통계발표보다 좀더 심각한 상태이고 특히 IFDI의 도착

액이 실질적으로 감소 내지는 정체하고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OFDI의 경우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광업투자 지속 등

으로 한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척됨에 따른 자

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으나 IFDI의 경우는 한국의 비용경쟁력, 입

지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경제성장과 비례하

여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

고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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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적 경쟁력 요인 등은 단기간에 제고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IFDI가 OFDI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NOI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

다10).

따라서 이러한 NOI의 증가추세 따라서 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이 필

요한데 개방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인 OFDI를 통제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만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국내로의 투자를 활

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FDI의 증가를 제약하는 제반 환경적 요인들

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인하는 요인들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

2. 연구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OFDI의 증가와 IFDI의 감소 그리고 NOI의 증가가 국

제경기나 금융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

국경제를 둘러싼 내부 및 외부의 구조적 원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NOI의 변화가 한국의 경제발전의 과거와 미래의 전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향후의 전개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국가경제나 기업경영 차원

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이론

적 실용적 차원에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FDI의 유입 및 유입과 국가의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 하

나로 Dunning은 1981년 투자발전경로(Investment Development Path, 이

하 IDP) 이론을 제시하고 FDI의 패턴은 기업-특유의 자산축적의 결과에

의해 진화하고 발전하며, 국가들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일정한 형태를

10) 기획재정부(201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특징 및 시사점”, 보도

자료(201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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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며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IDP 이론은 그후 Dunning과 Narula를 비

롯하여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었는데 기존의 경제학, 무역이론, 국

제경영학의 연구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면서 보완되고 발전해 왔

다.

Dunning의 IDP이론은 이론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고, 국가경제의 거시

적 현상과 다국적기업의 미시적 현상을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며, 동태적

이론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식적 틀에 갇히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이론적

연구들과도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국가에서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FDI 흐름과 경제발

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학문적 관점에서나 시사적 관점

에서나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그러나 IDP 이론은 세계 FDI의 역사가 충분히 길지 않고 관련된 정확

한 통계자료를 얻기 힘들뿐더러, 각 국가들의 상이한 지리적, 역사적 환

경요인과 이에 기반한 경제발전의 수준과 경로가 개별적이고, 글로벌화

되고 연관되어 가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위기 등 역동적인 변인

들의 영향으로 이론적 실증적 정형화를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와 보완

이 필요한 이론이기도 하다.

기존에 국내외의 IDP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포함하여 몇몇 실증

적 IDP 이론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IDP이론의 확장을 위한 사례로 분

석되었거나(Dunning, Chang-Su Kim & Jyh-Der Lin 2001) 여러 국가

의 분석 중에 하나의 국가 사례로 포함되어 연구되었거나(Duran 2001,

2005, Fonseca 2007, 김주권, 엄기룡 2009), 혹은 시기적으로 오래전의

연구(황진성, 1994)여서 동태적으로 변하는 한국의 FDI와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최신의 통계자료들을 사용하고, 최근의 IDP 관련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분석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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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국의 FDI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세

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Dunning의 IDP 이론이 여전히 유용한지, 최근의 주요국가와 한

국의 FDI 관련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Dunning의 가설들을 검증하고,

IDP 이론의 틀로부터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이론적 현실적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한국의 IFDI가 감소 내지는 정체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IDP

이론에 의하여 설명이 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Dunning의 IDP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면 인건비와 물가 등

의 문제로 비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인력, 기술, 산업인프라, 시장, 생

활환경 등 기타 입지경쟁력들이 좋아지게 되므로 투자매력도 역시 늘어

나고 따라서 OFDI와 IFDI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

한다고 한다.

그런데 IFDI와 관련하여 한국의 IFDI가 OFDI의 증가와 반대로 감소

내지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의 입지경쟁력 혹은 FDI 투자매력

도가 IDP 이론과는 반대로 떨어지기만 하는 것인지, 투자매력도가 떨어

짐으로 인해서 IFDI 역시 감소 내지는 정체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 실증적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과연 OFDI 증가와 IFDI의 감소가 1조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인당 GDP가 2만불을 넘어선 한국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과 같은 작고 개방된 경제에서 FDI의 유입과 유출은 경제발전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IFDI는 산업

의 초창기에 선진 자본과 기술을 통해 산업 성장에 기여하였고, OFDI

는 해외진출과 기술확보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구조조정

에 기여하였다고 한다11). 즉 정부는 IFDI는 산업초창기에 OFDI는 산업



- 11 -

성장기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시점에서 OFDI도 단지 국내의 생산

기반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극적 부정적 인식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

라 해외의 기술, 인력, 판매망을 국내 산업기반과 네트워킹 한다는 적극

적이고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12). 따라서

OFDI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한국 경제의 질

적 고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IFDI는 산업초창기에만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의 한국경

제성장 단계에 있어서 OFDI가 IFDI에 비해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실증적인 검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1) 기획재정부(2012),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특징 및 시사점

12) 기재부에 따르면 OFDI의 양과 함께 질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해외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Greenfield형 FDI 뿐 아니라

tjswlsrnrdml 기술과 판매망을 M&A를 통해 확보하는 M&A 형 FDI도 적

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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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할 것이다.

먼저 문헌연구는 한 국가의 FDI의 순유출(NOI)이 국가의 경제발전 단

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Dunning의 IDP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까지 경제학과 국제경영학의 학자들에 의

해 진행되고 논의된 주요한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성과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연구과제에

대한 시사점들과 실증분석을 진행할 연구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얻어진 시사점들과 가설들에 대하여 통계분

석을 진행할 것이다.

사용된 데이타들은 우선 국가간의 비교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

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 수집한 주요국과 한국의 FDI Stock(저량13)) 데

이타14)와 인구 및 GDP 데이터 등의 횡단적(Cross-Sectional) 데이타와

13) 저량(Stock)은 비축, 존재량을 말하며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파악된 경

제조직 등에 존재하는(또는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재화 전체의 양을 말하

고, 유량(Flow)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 조직 속으로 흐르는 양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민소득은 일정기간(보통 1년)의 재화와 용역의 순생산물의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므로 유량 개념이다. 이에 반해 국부(國富)는 국민소득을 낳

는 원본이며 한 국가의 경제재의 존재량이므로 저량 개념이다(네이버 사

전).

14)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국가들의 FDI 데이타는 앞절에서 살펴본 1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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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Time Series) 데이타들이다.

통계분석은 STATA와 PASW(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널데이타

분석 등 통계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 연구범위

통계분석의 대상이 된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하여 모두 25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Dunning이 1981년에 IDP 이론을 발표하면서 분석한 67개

국, 2001년과 2005년에 J. J. Duran과 F. Úbeda에 의해 분석된 24개 국

가, 그리고 2007년에 M. Fonseca 등에 의해 분석된 26개 국가 중 공통

되는 국가를 선정하고15), 여기에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한국의

IFDI 유치에 있어서 강력한 아시아의 경쟁국가를 추가하여 36개 국가

pool을 구성하였는데, 이중에서 UNCTAD로부터 얻은 FDI Stock 통계

유입량과 유출량 데이타를 사용하지 않고 UNCTAD에서 매년 제공하는

연말시점의 IFDI와 OFDI의 누적총액인 FDI Stock(저량)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누적 유입액과 유출액에 의하여 NOI가 구해질 수 있

으며, 무엇보다도 각 국가에서 발표하는 FDI data는 개별국가에서는 가장

정확할이지 모르지만 데이타에 포함되는 투자항목들이 각기 다르고 신고액,

도착액 등 기준들도 각기 달라서 서로 일률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곤란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내외의 IDP의 실증연구에서는 대부

분 UNCTAD에서 발표하는 누적 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

된 NOI 데이터가 이용되어 왔다. 또한 국가의 크기에 따른 문제를 표준화

하기 위하여 모든 실증분석에는 그해 그 국가의 인구에 의하여 나누어진

인구당 FDI 데이터가 사용될 것이다.

15) 본 연구는 IDP 이론 전반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FDI와 경제발전

을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의 경제상황과 비교가 가능한 국가

들(IDP 발전단계상 4단계 이상 국가들을 위주로 하였으며 중국 등 일부 3

단계 국가들을 추가함, IDP 단계들은 뒤에서 설명됨)을 설정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 등 경제발전 수준이 낮아서 FDI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나라

들(IDP 1,2단계)은 모두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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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중에 기간별로 누락된 자료가 많은 국가들을 분석의 정확성을 위

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개 국가를 선정16)하였다.

분석기간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간의 통계데이터들인데 전체

기간을 분석하였고, 1980년∼1995년, 1996년∼2010년의 두 기간으로도 나

누어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Dunning의 IDP 이론이 한국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Duninng의 이론에서 도출된 IDP의 일반적인 가설들을 검증하고,

둘째, 한국의 OFDI의 증가와 IFDI의 정체 내지는 감소가 IDP의 이론으

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셋재 OFDI와 IFDI가 한국의 경제성

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실증

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로부터 한국의 IDP 단계

와 NOI의 현상에 대하여 얻어지는 이론적 실용적 시사점들에 대하여 논

의할 것이다.

16) 선정된 국가들은 알파벳 순으로 Australia, Austria, Canada, China, Hong

Kong, Taiwan,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taly, Japan, Korea, Norway, Poland, Portugal, Singapore,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의 25개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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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다.

제2장은 Dunning의 IDP 이론에 대한 소개와 IDP이론에 대한 여러 학

자들의 선행연구와 성과들, 그리고 FDI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연구들을 소개하였고. 이들로부터 한국의 현재의 FDI와 경제발전에

대해 얻어지는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은 앞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

자 하는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타의 수집과 기초적인 분석을 제시하

고 실증 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과 실증분석 결과에 대하여 상세하

게 살펴보았다.

제 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문헌분석과 실증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들

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연구의 배경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적 실용적 함의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본 연구

의 자료와 분석의 한계와 향후 추가 보완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성에 대

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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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투자발전경로 이론

1. IDP 기본이론 개요

FDI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발전중 하나는 IDP이론이다. 이 이

론은 Dunning에 의해 1981년 도입되었고, Narula, Duran과 Úbeda 등

의 학자들에 의해 발전적으로 정의된 이론으로 지난 30년간 다국적 기업

들과 FDI에 관련된 가장 영향력있는 분석적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평가

된다. IDP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FDI는 그 국가의 경제 발전수준과

그 국가의 NOI 사이의 역동적이고 동태적(intertemporal)17)인 관계에 따

른 경로를 통해 발전되는데, 여기서 경제의 발전수준은 GDP 혹은 1인당

GDP 로 대리되고, NOI는 OFDI(Outward FDI) Stock(저량)과

IFDI(Inward FDI) Stock 사이의 차이로 정의된다18).

IDP는 국제생산의 절충적 패러다임(Dunning 1979, 1988, 1993), 혹은

OLI(Ownership-Location -Internalization)19)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

17) ‘이시적’, '시차적'이라고도 함. 경제학 용어 중 intertemporal equilibrium(동태균

형, 이시적 균형)이 있는데, 동태균형은 여건이 변화하는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균형으로서, 시간의 함수로 생각한 경제량들의 사이에 성립하는 균형상태를 말한

다. 즉 동태균형 정태균형보다도 현실의 경제현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상이한 시점에서의 경제량들 사이에 성립하는 균형을

의미한다.

18) M. Fonseca, A.Mendoca and J. Passos, The Investment Development

Path Hypothesis: Evidence from the Portuguese Case -A Panel Data

Analysis, 2007

19) OLI의 기본가정은 기업이 3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국제적 생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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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되는데, 국가의 소유우위의 요소(Ownership specific

advantage)와 입지우위의 요소(Location specific advantage)의 구조적인

변화가 국제자본의 흐름과 기업의 해외 생산 활동 및 정부의 정책에 어

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이론적 접근방법이

다20).

Dunning과 학자들에 의하면 IDP 이론은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한다. 하

나는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자국과 외국기업들이 마주한 조건

들 속에서 암암리에 일련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구조적 변화들과 국가들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FDI의 유형과

양에 영향을 주는 동태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첫째, 투자기업들은 어떤 특정한 우위(Ownership advantages)를 가져야 하

는데, 현지 기업들의 우위와 해외에서 운영하는 높은 비용들과 미지의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들 우위들은 대개 무형적이고 회사에 의해 해외

로 개척가능해야 하는데, 시장들에 대한 특권적 접근, 원자재들 혹은 다른

투입들, 그들의 인적자원들의 높은 지식, 혹은 금융시장들에 대한 더 넓은

접근과 같은 것들이다.

둘째, 유치국가가 특정한 입지우위(Locational advantages)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임금 시장

에의 접근, 낮은 운송비와 통신비, 자국에서는 드문 요인들의 큰 보조(금),

혹은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같은 것이다. 이들은 자국와 잠재적 유치

국 간에 상대적인 우위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면, 회사는 그들의 활동을 자국에서 개발하기로 선택하고, 외부시장들로 제

품들을 수출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셋째, OLI 패러다임에 의하면 불완전한 외부시장의 경우, 다국적기업은, 해

외의 기업들에 라이센싱하여 그들의 고유자산들을 배분하거나 혹은 외부시

장에 자기제품들을 단순히 수출하는 것보다는, 해외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 규모의 경제, 위기와 불확실한 감축, 혹은 외부성의 존재로

인한 거래의 감소와 조정비용 등은 기업들이 활동들을 국제화하게 하는 이

유들이다(M. Fonseca외 2인, 2007).

20) 김주권, 엄기룡(2009), "해외직접투자 환경 변화와 투자발전경로 이론의 재

조명", 국제경영리뷰, 제13권 제2호, pp. 19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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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투자발전경로의 패턴

출처: Dunning and Narula, 1996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FDI 사이의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5개

의 발전 단계에 따라 국가들을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5단계를 GDP

의 발전에 따른 NOI의 그래프로 시각화 하면 앞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2-1]에서 FDI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IFDI가 조금씩 일

어나서 NOI가 급격하게 음의 하향곡선을 보이는 국가들은 1단계에 속하

고 IFDI가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하는 국가들은 하향곡선의 기울기가 완

만해지는 2단계에 속하게 된다. 3단계의 국가들은 해외로 본격적으로 투

자하기 시작하여 OFDI의 증가율이 IFDI의 증가율보다 커져서 곡선의

기울기가 최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순 FDI 유입국(음의

NOI)을 유지한다. 4단계 국가들은 선진국 초입의 국가들로 경제발전으로

해외로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국내기업들의 OFDI가

IFDI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여 양의 NOI가 시작되는 국가들이고다. 마지

막으로 5단계 국가들은 더 선진화된 국가들로 OFDI와 IFDI가 다 같이

활성화 되어 NOI가 0 주위에서 불안정한 평형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

는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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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P 5단계

Dunning이 발표한 1981년 초기 이론에서는 IDP는 4단계(선진국)까지

만 있었는데 1996년 Narula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에서는 4단계를 둘

로 나누어 선진국 진입초기의 4단계와 발전이 더 진전된 선진국의 5단계

로 구분이 되었다. Dunnung와 Narula, 그리고 Fonceca 등에 의하면 각

각의 5단계 국가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단계 국가

IDP의 1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발국들로, 해외투자를 유인한 입지

우위요소가 불충분하므로 IFDI와 OFDI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로

FDI의 순유입국으로 음의 NOI 포지션을 보인다.

즉 IFDI는 대개 그 나라의 자연자원을 추구하는 자원추구형(Resource

Seeking) 투자가 발생하며 유출 FDI는 무시할 정도이거나 없다. 1단계

국가들은 입지우위가 낮은데, 제한된 국내 시장(낮은 1인당 GDP), 낮은

교육수준의 노동력, 부적절한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불안

정 등의 특징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유입 유출 투자들 둘다 극도로 제한

적이고 다국적기업들은 이들 국가들에 교역을 통해 접근하거나, 현지 기

업들과의 비지분 관계로 진출한다.

이 산업화 이전 단계의 국가는 창조적 자산들21)(created assets)이 거

의 없고 오직 자연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만이 일정정도의 자연자

원 추구형(natural-resource-seeking) FDI를 유치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국가의 역할은 주로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고

21) 창조적 자산들(created assets)은 자연자원들과 구별되는데, 자연자원들은 자연

자원들, 기후 혹은 지리적 상황들 같은 국가의 물질적 자산들을 의미하는 반면,

창조적 자산들는 국가의 개발정도의 향상을 위해 자원들의 사전적인 사용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형적이고, 기술적 혹은 인적 자본 자원들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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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인적자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또

한 수입품을 대체하고 수출을 진흥하는 정책들을 이행하며, 이 정책들은

현지 시장과 산업들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2단계 국가

2단계에서는 1단계가 자연적으로 발전하여 IFDI가 서서히 늘어나지만

OFDI는 여전히 미미한 단계이다. NOI는 IFDI의 증가로 여전히 음의 포

지션으로 점점 더 감소되는데, GDP가 성장하는 정도보다 빠르고 이 단

계에서의 OFDI는 낮거나 무시할 정도이다.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입지우위가 좋아지고 이는 자연적으로

IFDI의 증가로 연결되는데, 특히 원자재들과 자연자원들의 개발, 그리고

물적 자본과 낮은 품질의 작업에 집약적인 산업들(수입대체산업들로 아

직 창조적 자산들이 아직 많지 않은 부문들)로 유입된다.

이 단계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자국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더 많고 더

좋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현지 노동력의 훈련과

품질의 향상, 그리고 자원들에 있어 좀더 집적된 국가산업의 출현에 도

움이 되게 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생산사슬 속에 국내기업들의 통합이

일어나고 현지기업의 실행에 의한 학습과 노하우의 전파 또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국내기업들이 자신들의 소유우위를 창출

하고 향상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근시장으로의 시장추구형

(Market Seeking) OFDI의 출현을 이끌고, 약한 정도이지만 고소득 국가

로의 전략적 자산추구형(Strategic Asset Seeking) FDI가 나타날 수 있

다.

정부정책은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해외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들과 관세혜택 등을 통해서이다. 이 단계에서 현지 기업들

의 경쟁력은 아직 매우 낮고, OFDI는 앞의 단계보다는 늘어나지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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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정도를 유지한다.

3단계 국가

IDP의 3단계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NOI가 아직 음의 값을 갖기는 하

지만 최저점을 찍고 증가하는 포지션을 나타내는데, OFDI의 증가율이

점차 커지고 IFDI의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산업화가

촉진되며,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한

다. 동시에 노동집약적 행위들에서의 비교우위의 감소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IFDI가 시장접근와 효율성 고려들이 결합된 수

평적 FDI22)로 전환되도록 이끈다.

또한 노동자의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에 대한 증가된 비용지출 결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지식의 전이와 관련된 국가의 창조적 자산들이 증가

하게 되는데, 이는 국내기업들의 지식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력의 증

대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국내기업들이 자신들의 소유우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OFDI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외국기업

의 소유우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국내 인건비의 상승이로 인해 외국

기업의 IFDI 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기 시작한다.

22) 수평적 FDI(Horizontal FDI)는 동일한 재화를 여러 국가에서 생산, 판매하

기 위한 투자이다. 예를 들면 청량음료 회사가 다른 나라에 청량음료 공장을

세우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직적 FDI(Vertical FDI)는 수직적 FDI는 부품

조달, 조립 등 생산단계의 일부를 다른 국가에서 수행하는 투자형태를 의미

한다. 수평적 FDI는 주로 국민소득, 산업구조, 교역규모가 비슷한 국가간에

발생하기 쉬운 데 반하여, 수직적 FDI는 국가간 요소부존량, 생산기술, 시장

규모의 격차가 큰 경우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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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들은 아직 직접투자의 순유입국이지만 소유우위를 획득한 국

내기업들에 의하여 OFDI가 상당한 규모로 일어나는데, 이들 국가보다

더 낮은 IDP 단계의 국가들로 시장을 개척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플

랫폼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가 많다. 그러나 한편 선진국으로의 OFDI도

발생하는데 이는 선진국의 창조적 자산들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에서이

다. 한편 국내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인한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외국기

업으로부터의 IFDI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3단계에서의 국가의 정책은 정부에 의해 주어진 재정 및 세제 인센티

브들은 크게 두가지 방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다. 하나는 국

내 기업들이 아직 경쟁우위를 갖지 못한 산업분야들로 이미 소유우위를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IFDI를 유도하는 것인데 국내기업과 외국기

업들의 통합을 촉진시켜 국내기업들의 소유우위가 형성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신 시장들에서 그들의 우

위를 개발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

으로 재정적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이 단계의 국가들은 소위 이머징 국가(emerging nation)들이라 일컬어

지는 국가들을 포함하는데, 이들 국가에서 국내기업들의 소유우위가 점

차 무형자산들의 축적으로 연결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게 되면서 국가정책들에 의존하는 정도도 앞의 단계보다 점차 줄어들

게 된다.

4단계 국가

4단계에서는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OFDI가 IFDI를 초과하여 NOI도

양의 수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소유우위를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소유우위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외국기업들과 경쟁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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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이러한 소유우위를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

이다. 또 한편으로 국내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하락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

기 위한 필요에서 OFDI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해외로의 투자

증가의 목적은 주로 더 낮은 단계에 위치한 국가들로의 새로운 시장과

싼 노동력의 탐구(dfficieny-seeking FDI)에 있다. 또 한편 더 높은 단계

의 국가들로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M&A, 전략적 제휴 혹은

유치국에 위치한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계약 등을 통하여 전략적 자산의

획득을 추구하는 활동(strategic-asset-seekeing FDI)도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전통적으로 싼 노동력과 자연자원의 국가 입지우위에 변

화가 일어나서 창조적 자산들에 기반한 입지우위가 향상되기 시작한다.

즉 더 정교화된 시장(sophisticated markets), 높은 수준의 노동력, 기술

적 역량 등의 입지우위로 이 단계에서는 생산과정들이 좀더 자본집약적

으로 된다.

4단계에서의 IFDI는 더 높은 발전 단계의 외국 기업들에 의해 일어나

는 것이 많으며 합리화 프로젝트와 전략적 자산의 탐구를 추구하는 투자

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3단계의 낮은 발전 단계의 국가

들로부터의 일정한 IFDI도 일어나는데 이는 낮은 단계 해외국가 기업들

이 조금씩 소유우위를 갖추게 되면서 국내에서의 시장추구, 무역기지 확

보, 창조적 자산 획득 등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국내로 투자가 유입되게

된다.

4단계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주로 국내와 외국기업 사이에서 경쟁을 보

장하고,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기존시장의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발생단계의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간섭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특히 같은 산업적 구조를 가진 국가 간의 경

쟁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해당 기업들을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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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국가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하향곡선을 나

타내게 되며 점차 NOI가 0 근처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여전히, 높은 수

준의 OFDI와 IFDI가 활발히 일어나는 단계이다. NOI가 양과 음의 포지

션 사이에서 변화하는데, 환율과 경제사이클, 그리고 기업의 개별전략들

의 진화 등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FDI는 자국과 유치국의 성격에 점점 더 덜 의존하게 되고, 다국

적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직접투자를 국내로 유

치하고 해외로 투자하는 국가의 역량은 최종적으로 창조적 자산의 형성

에 의존하고, 따라서 유입과 유출되는 FDI흐름은 각국의 기술적 조직적

역량에 따라 바뀐다.

이 단계에서 다국적기업내부에서는 시장을 통한 거래 대신에, 국가간

에 걸친 다국적기업 내에서의 거래비용의 거의 완전한 내부화 경향이 나

타나게 되어 지역적으로 분산된 자산 구조를 한곳으로 집중하게 하는 국

제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국가는 자산 창출의 절대적인 중

요성을 상실하고 기업의 국적은 점차적으로 희미해지며, 다국적기업의

소유우위가 그들 국가의 자원에 종속적이지 않고 자산을 획득하는 그들

의 능력과 그들이 보유한 우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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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DP 이론의 선행연구들

본연구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IDP이론 적용의 타당

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 방법을 찾기 위하여 IDP 이론의 선행

연구들을 실증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들23)

IDP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진행된 계량경제학적, 기술적 연구들은 크게

횡단적 분석(cross-section analysis)과 종단적 분석(longitudinal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횡단적 분석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군

의 국가들에서의 OFDI와 IFDI의 양과 경제적 발전의 수준의 관계를 결

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태적 본성인 IDP 이론과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 종단적 분석은 한 국가의 NOI 포지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주요

한 FDI 파트너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여러 개의 국가들의 동일 시간

에 걸친 동일기준의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Dunning은 1981년 1967-1975년의 8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67개의 국가

들의 자료를 분석한 데에 이어, 1986년에 25개의 개발도상국가들의 NOI

를 분석하였는데, 개발도상국 다국적기업들의 소유우위들은 기업의 개별

적인 혹은 특유한 자산들의 소유로부터 파생하고, 이는 시장 거래비용

회피 목적으로 분리된 해외활동들을 내부화하는 선진국 다국적기업들과

구분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Pichl은 1989년에 18개국의 FDI의 흐름에 대한 연구에서 작고 고도로

발전한 국가들은 큰 국가들보다 GDP에 있어 IFDI의 비중이 크다는 것

23) 여기서의 여러 가지 실증적 분석방법의 시도에 대한 정리는 Fonseca(2007)

연구에서의 방법론적 요약정리를 상당부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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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반면 OFDI는 국가 크기에 의존적이지 않고 기업특유의 특징

과 경제발전 수준에 의해 설명된다.

한편 1993년 Tolentino의 연구는 30개국의 NOI를 1960-1975년,

1976-1984년, 그리고 1960-1984년의 기간동안으로 나뉘어 테스트했는데

횡단적, 그리고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된 데이터는 FDI flow

데이터였다. Tolentino의 연구에서는 더닝에 의해 제안된

NOIi = a + αGDPi + βGDP
2

i + μi

의 방정식이 사용되었는데 1960-1984년, 1960-1975년의 기간에 대하여

NPI에 대하여 GDP는 음, GDP2는 양으로 “U” 혹은 “J”자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Dunning의 가설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1976-1984년의 기간

에 대하여는 역의 U 혹은 J자형의 형태가 얻어졌다.

이에 대하여 Narula는 1996년 40개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대해 1975

년과 1988년 2개의 기간에 대해 FDI 데이터를 Tolentino와 같은 이차방

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IDP 이론에 의해 예상된 U 혹은 J

형태의 관계를 확인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Durran 은 Tolentino는 흐름(flow) 데이터를

Narula는 저량(stock) 데이터를 사용한 차이에 기인할 것이라고 분석하

였다.

1996년 Dunning와 Narula의 공동연구에서 앞서의 Narula의 방식을 사용

하여 88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1980년과 1992년의 기간에 대 하여

조사하였고 횡단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IDP의 기본 가설이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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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ly와 Castor의 1988년 포르투갈에 대항 IDP 연구에서는 1943-1996

년의 시계열 데이터가 사용되었는데 기존의 이차 방정식에 더하여 GDP3

과 GDP5에 대하여 NOI 회귀분석의 모형 NOI = α + β GDP
3

t + γ 

GDP
5

t + μt 가 분석되였다. 이 방정식이 이용된 것은 초기단계에서의

IDP결과를 이 모형이 더 잘 반영하였기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포르투갈

의 IDP 단계적 이행을 지지하였다.

2. Durran과 Úbeda의 연구

Durran와 Úbeda는 2001년과 2005년의 IDP에 대한 연구에서 IDP 이론

의 실증적 연구방법의 체계화에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Dunning과 Narula는 1996년 발표한 논문24)을 통하여 증가하는 글로발

화된 세계 경제 속에서 그리고 기업의 국가적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IDP의 이상적 패턴이 1980년부터 상당히 변화했다고 결론내리며 기존의

IDP 연구방법의 문제점과 대안적 모색을 시도하였는데 방법론적으로 3

가지 측면에서 한계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데이터에 사용된 계량경제적 모델들은 IDP를 테스트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일련의 국가들에 대해 IDP를 실증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 더닝(1981)에 의해 제안된 2차방정식인 NOI i = α

GDPi + βGDP2
i, 에서 종속 변수는 국가의 NOI였고, 독립변수는 국가

의 GDP였는데 이 두 변수들은 상응하는 인구에 대해 표준화되었다. 그

러나 Dunning(1981)과 Narula(1996)는 국가들의 샘플이 변함에 따라 이

이차 방정식이 다른 형태25)로 나타나고, 그 모델들은 이분산성26)

24) Dunning, J. H. & Narula, R. (1996), “"The Investment Development Path

Revisited: Some emerging issues”", pp.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overnments

25) Dunning과 Narula는 J 형태의 이차방정식을 제시했는데, 1993년 Tolentino

가 국가샘플을 달리 하여 회귀분석하였을 때는 역의 J 형태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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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skedasticity)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둘째, 인당 FDI의 순유출 투자 스톡(NOI = OFDI - IFDI)은 유입과

유출 FDI의 구조적 변화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불완전한 지표라는 것으

로 두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하나는 양의 NOI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증가된 경쟁력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그 국가의 투

자환경 악화로 인한 투자철회과정(IFDI 스톡의 감소로 인한 양의 NOI

증가)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0" 주의의 NOI의

불완전한 평형은 5단계 뿐 아니라 FDI가 일어나지 않는 1단계에서도 관

찰된다는 것이다.

셋째, 인당 GDP 하나로는 한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점이었다(Dunning, Narula, 1996,

Durran, Úbeda, 2001, Fonseca 2007). Dunning과 Narula(1996)는 인당

총자본형성, 이차 학교와 대학의 총 등록비율, R&D 종사 과학자 및 엔

지니어의 수, 건강에 대한 지출 등 구조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경제적 발

전의 수준을 측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는 또한 각 국가의

특유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Durran과 Úbeda(2001) 는 [그림 2-2]

와 같이 정리하였고 이 방향성의 연장선상에서 5가지 가설을 세우고 54

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Durran, 2001)

26) 오차들이 정규분포를 갖지 않는 것. Narula(1996)의 의하면 개발도상국들이

큰 오차분산(variance of errors)을 보인다고 한다. 샘플의 크기가 작을 경

우 2개의 그룹으로의 분리가 되지 않았고. 또한 오차들과 NOI 사이의 함수

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함(Durr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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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IDP에 대한 새 방법론적 접근

전통적 접근법 새 접근법

-계량경제적 모델은

IDP를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모델이 아님

- 다변량 요인을 사용

(1) 요인분석

(2) 군집분석

(3) 비모수 테스트

- NOI는 불완전한 지표
- 유입과 유출 FDI 스톡을 사용

(상대적, 절대적 두가지 의미에서)

-1인당 GDP는 한 경

제의 발전 수준에 대

한 불완전한 지표

- 모델에 구조적 변인을 추가로 포함

(1) 경제발전의 정도

(2) 국가들의 독특함

(3) 국제적 교역의 본질

출처: Durran and Úbeda, 2001

Durran의 2001년 연구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l 가설①: 유입과 유출 FDI 스톡들은 경제발전의 수준과 양의 상관관

계가 있다.

l 가설②: 선진국에 대해서 IFDI 스톡과 OFDI 스톡은 양의 상관관계

l 가설③: 선진국의 경우 구조적 변인들은 유입과 유츨 FDI 스톡에

대해 설명력을 잃는다.

l 가설④: 개발도상국의 IFDI 스톡은 경제적 발전 수준과 양의 상관

관계

l 가설⑤: 개발도상국의 OFDI 스톡은 경제적 발전와 IFDI 스톡들과

관련이 있다

그 결과 가설 ①에서 ④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고 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Durran의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선진국에

대한 가설 ②와 ③에서 OFDI의 증가는 창조적 자산과 양의 관계가 있음

이 발견되었지만 5단계 국가에 대한 “0”에서의 불완전한 평형의 증거를



- 30 -

찾지 못하였다.

한편 Durran과 Úbeda는 1단계와 5단계 국가의 NOI가 “0” 주위에서

나타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2-3]과 같이 IFDI와 OFDI

스톡의 새로운 IDP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그림 2-3] 투자발전경로의 새로운 국가 포지셔닝

출처: Durran and Úbeda, 1999, 2001

그리고 2001년 Durran 등의 연구에서는 2차 방정식에 의한 방식이 아

니라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상이한 단계들의 국가들을 그루핑하였다. 그

러나 2001년 연구에 대해 Durran 등은 IDP는 본질적으로 동태적인 과정

인데 일련의 국가들의 특징에 대하여 군집분석 등을 실시한 것은 시간에

걸친 횡단면 분석(cross-section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하엿고 시간에

걸친 진화의 적절한 평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한계를 분석했다.

Durran과 Úbeda의 2005년 연구는 2001년의 연구의 결과와 방법을 바

런시켜 선진국 특히 4단계 국가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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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에 의하여 선진국으로 분류된 24개의 국

가들에서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을 제외한 20개 국

가들을 대상으로 횡단면 분석과 패널분석(panel analysis)를 병행하였다.

20개국의 횡단면 자료들을 사용하여 1인당 GDP 외에 1인당 총자본형

성, 건강지출, R&D(GDP대비 %), 과학자의 수, 특허등록수 등 구조적

요인들에 대해 진행된 분석에서 4,5단계 국가들 사이의 구조적 차이는

OFDI를 발생시키는 능력과 지식집약자산들의 부존량에 의해 설명됨을

발견하였는데 5단계 국가들이 이들 부존량이 더 많았다. 그러나 IFDI를

유치하는 능력과 발전의 수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결과를 얻었다. 즉 선진국의 OFDI의 발생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유일하

게 의미있는 변인이 지식집약 자산들의 부존량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도

한 가장 발전된 경제들에 있어서 구조적 요인들은 설명력을 잃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에 대하여 구조적 요인들보다는 기업 수준에서의 요인들이

FDI의 발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Durran 등은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등 4단계로 분류된 국가들에 대하여 1980~2000년까지 패널 분석

을 수행하였는데 [그림 2-3]의 모델로 OFDI와 IFDI, NOI를 각각 종속변

수로 하고 GDP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이분산성과 비선형적 관

계를 얻었는데 다시 로그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27).

27) 여기서는 Hassman 테스트를 통해 고정효과(fixed effect. 국가요소가 불변

의 고정적 특유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가 아닌 확률효과(random

effect) 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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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회귀분석 결과 4단계 국가들의 구조적 전환에서의 근본적인 경제

성장은 IFDI와 OFDI의 지수적 성장을 발생시키고 이는 지식집약적 자

산의 축적이 FDI의 유입과 유출 증가를 일으킨다는 이론과 일치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Durran 등은 몇가지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하였는데, 첫

째 3단계에서 4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우호적인 직접투자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들이 4단계에 들어서면 기업들은 지식집약적 자산

의 발전과정에서 그들의 흡수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기술

과 과학적 시스템 을 이롭게 하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 이는 그 다

음으로 5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더 높은 자원의 할당을 필요로 하게 된

다.

이 단계에서 정부들은 연구개발과 혁신시스템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몇가지 단기적 정책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들 정책들은 기업간

기술연합(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인센티브, 기업들과 과학공동체(대

학, 연구센터 등)의 연합, 그리고 혁신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재무적 도구

들의 발전들을 기반으로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육과 건강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 등에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들 모든 정책들은 제

도적 프레임워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펀딩의 노력과

수단을 포함한다.

Durran과 Úbeda의 연구는 NOI와 GDP의 2차방정식에 의한 실증적

방법 외에 경제구조적 변인들(자본형성, R&D 지출, 과학자 및 엔지니어

수 등)의 횡단적 자료들을 이용한 요인 및 군집분석을 시도하였고, 또한

횡단적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하는 등 IDP에

대한 체계적 실증방법론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패널 자료분석에 있어서 국가샘플 수가 적었고 특히 1997년



- 33 -

IMF 로 인하여 국가 특유의 요인이 급변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자료

가 끼어있어서 일반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못하였고 또한

로그회귀분석에서도 Haussman 검정에서 고정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샘플의 수를 늘

리고 10년 혹은 15년 단위로 시기를 나누는 등의 방법의 시도가 필요하

다.

3. Fonseca의 실증적 접근방법

2007년 Fonseca 등은 횡단적 및 종단적 분석의 두 가지 방법 모두 통

계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6개 국

가들에 대하여 횡단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패널데이타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국

가에 대해서도 IFDI와 OFDI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테스트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방법은 전통적인 횡단적 혹은 시계열 모델들보다 몇가지

장점들이 있다. 시계열 모델들은 5단계에 걸친 IDP의 패턴을 포착하기

위해 많은 수의 관찰치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이들 모든 단계의 국

가들의 자료들을 갖고 있다면 횡단면 모델들로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델들로부터의 측정치들은 GDP 와 상관된 관찰불가능 변

인들의 누락 대문에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

그에 비해서 패널데이타를 사용한 방법은 관찰불가능변인들을 분석에 포

함하면서 일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Fonseca가 사용한 모델은 Dunning에 의하여 제안된 최초의 2차 방정식

을 패널데이타에 맞게 수정하여 일련의 기간동안, 일단의 국가들에 대하

여 인당 NOI와 인당 GDP의 패널데이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여기서의 가설분석도 Fonseca가 사용한 모델과 더닝의 모델을 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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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한다

NOIi = αGDPi + βGDPi
2  

Fonseca 등의 연구에서 위와 같은 최초의 Dunning의 2차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

NOIit = g(GDPit) + γdt + ηI + εit 

여기에서 NOIit 와 GDPit는 NOI와 GDP 의 국가 I=1-25 에 대하여 시간

t = 1980....2010 이고 g(GDPit)는 다음에 의하여 정의된다.

g(GDPit) = β0 + β1GDPit + β2GDPit
2 + β3GDPit

3 

여기에서 dt 는 임시더미이고 ηi 는 국가 특유의 효과, εit 는

disturbance term이다. 1990년에서 2005년 기간에 걸쳐 26개 국가의

샘플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상이한 g(GDPit)에 대하여 임시

더미 di 에 따라 4개의 모델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NOI에 대하여 GDP는 음, GDP
2
는 양의 관계로 U자형태의

IDP 가설이 입증되었고 GDP
3
역시 이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Fonseca 등의 실증적 분석방법의 의의는 모형의 단순화에 있다.

기존에 횡단적 분석 혹은 종단적 분석 어느 하나의 분석만으로 접근할

경우의 한계와 온전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 그리고 “0” 주변의 NOI값이

1단계와 5단계 모두에서 나타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Dunning의 최초

이차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Durran의 [그림 2-3] 모형과 같이

좀더 복잡한 모형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Fonseca는 횡단적



- 35 -

분석을 시계열 분석을 함께 수행하는 패널데이타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시 Dunning의 모형으로 분석모형을 단순화하였다.

4. 그 외의 연구성과들

최근의 IDP에 대한 연구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IDP 모형에 지리적

거리의 요인을 추가한 Alexandros Ragoussis의 연구(2011)와 김주권,

엄기룡(2009)의 지역경제통합 등 글로벌화가 FDI의 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Ragoussis는 한 국가의 FDI 패턴의 한 결정요인으로서 IDP의 상이한

단계에서 주변국 시장과의 근접성-거리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주요한 공헌은 FDI의 유입과 유출의 발생을 위한

공간적 결정요인의 중요성의 실증적 측정에 있는데 그에 의하면, FDI

네트워크에 더 잘 통합되어 있는 IDP의 높은 단계의 국가들과의 거리가

멀리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의 차이에 따라 IDP의 모든 단계에

다음단계로의 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Ragoussis는 UNCTAD의 통계 DB를 이용하여 196개 경제체에

대하여 1970-2006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패널모형분석을 하였는데

OFDI를 발생시키는 시장에의 가까움(근접성)은 IFDI 유치국가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IFDI를 받는 국가들에의 가까움 역시

IFDI를 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Ragoussis는 인당 FDI를 인당 GDP로 나눈 값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1-2단계, 2-3단계, 3-4단계, 4-5단계 등 각 단계별로 이행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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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권과 엄기룡(2009)은 지역경제통합의 확장이 국가들의 FDI에

미치는 영향을 UNCTAD의 DB를 이용하여 선진국 23개국, 개발도상국

67개국 등 총 90개 국의 자료를 대상으로 1080-2006년까지의 FDI

스톡자료를 토대로 NOI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풍부한 자원 및 저렴한

생산비용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인식되었던

국가들의 입지우위가 생산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입지우위가 떨어져

UFDI가 줄어들고,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시장 및 지식 추구의 OFDI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입과 선진국들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이 감소될 것이라는 Dunning의 예상과는 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의 IFDI와 선진국들의 OFDI가 함께 증가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주권 등은 1990년 중반 이후 심화되는 선진국 간의

지역경제통합으로 인한 선진국 간의 North to North FDI의 증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North to South FDI) 의 시장 또는

효율성 추구형 FDI의 지속으로 설명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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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가설

1. 한국사례에의 IDP 이론 적용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례의 IDP 이론의 적용타당성을 위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Fonseca와 같이 Dunning의 최초 이차방정식 모형에 기반한 패

널데이타 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NOIit = g(GDPit) + γdt + ηI + εit 

여기에서 NOIit 와 GDPit는 NOI와 GDP 의 국가 I=1-25 에 대하여 시간

t = 1980....2010 이고 g(GDPit)는 다음에 의하여 정의된다.

g(GDPit) = β0 + β1GDPit + β2GDPit
2  

여기에서 dt 는 임시더미이고 ηi 는 국가 특유의 효과, εit 는

disturbance term이다. 1980년에서 2010년 기간에 걸쳐 25개 국가의

샘플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가설은 이들 국가들의 NOI와 GDP 사이에 IDP 이론이

타당하다면 GDP에 대한 계수는 음이고 GDP 제곱에 대한 계수는 양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Dunning에 의해 제안된 NOI와 GDP 사이의 U

혹은 J 형태의 증거를 제공한다.

NOI에 대하여 GDP는 음의 관계 GDP2에 대하여 양의 관계를 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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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면 NOI= a(GDP-p)2 + q 의 관계를 의미하며 아래 그래프에서 왼

쪽처럼 밑으로 볼록한 컵 모양을 갖게 된다. 반대로 GDP가 양이고

GDP2가 음이면 a가 음수가 되어 아래 그래프의 오른쪽 같이 위로 볼록

한 종 모양을 갖게 된다.

[그림 3-1] 2차방정식의 그래프

IDP 1,2,3,4 단계에서는 NOI와 GDP의 관계가 아래 왼쪽 같이 컵모

양의 형태를 띠게 되고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면서 오른쪽과 같은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 고도로 발전한 단계에서는 NOI가 0 의 주변을 점

점 작아진 컵과 종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IDP

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4단계의 모양은 검증이 되었으나 5단계와

같은 모양을 뚜렷하게 갖는 국가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었기에 IDP

를 증명하기 위해서 컵모양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5단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하더라도 IFDI와 OFDI

의 양이 둘다 많으면서 -|a|(GDP-p)2 의 형태이라는 것 혹은 NOI가 0의

주위에서 +|a|(GDP-p)2 와 -|a|(GDP-p)2 의 형태를 반복함을 증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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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에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1

- H1: 25개국에 IDP 이론이 성립한다면, NOI와 GDP는 음의 관계

이고 GDP2 은 양의 관계이다

- H0: 25개국의 NOI와 GDP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 가설 1-2

- H1: 한국에 대하여 IDP 이론이 성립한다면 NOI와 GDP는 음의

관계이고 GDP2 은 양의 관계이다

- H0: 한국의 NOI와 GDP는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또한 Durran과 Úbeda의 2001년 연구에서 선진국에 있어서 OFDI와

IFDI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4단계와 5단계 국가에 있어

서 경제수준이 발전함에 따라서 OFDI와 IFDI는 함께 증가하며 특히

IFDI와 관련된 유입의 매력도의 증가는 4단계와 5단계 국가 사이에 차

이가 없다는 것이다.

* 가설 1-3

- H1: IDP 가설이 맞고 한국이 4단계 이상이라면 IFDI와 OFDI 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H0: 한국의 IFDI와 OFDI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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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IFDI의 停滯와 중국 IFDI 증가의 관계

한국의 투자매력도와 관련하여 최근 A.T. Kerney에 의해 발표되는

FDI Confidence Index에 의하면 2012년 한국의 FDI 매력도는 25개 국가

중 19위로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나 2007년에 조사된 24위

에 비하면 5단계나 상승하여 투자 매력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28).

[그림 3-2] 2012년 FDI 매력도 지수(Confidence Index)

출처: ATkerney, 2012 A.T. Kearney FDI Confidence Index

28) ATkerney, 2012 A.T. Kearney FDI Confiden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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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나온 표를 보면 한국의 IFDI 도착액은 2007년 79억 달

러였는데 2010년에는 54억불, 2011년에는 64억불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FDI 매력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한국과 지리적

으로 인접한 아시아의 신흥개발도상국들이 대거 진입해 있는 것으로 특

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이 2007년 이래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FDI는 기본적으로 다국적기업 등 외국기업들의 해외진출 활동에 의한

것으로 외국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할 때 진출대상 후보국들의 long list를

작성하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FDI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후보대상국을

short list로 압축하고 CEO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투자국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한국이 FDI 대상지로 일정하게 매력을 지니

고 있어 long list에 오른다 하여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중에서 더

매력적인 나라, 즉 중국이 있으면 한국이 최종적으로 short list에서 제외

되고, FDI 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이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FDI의 매력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여도 지리적으로 인접

해 있는 중국에 비해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한 FDI의 대상국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인당 GDP로 대표)이 높아짐에 따라 FDI의

입지매력도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인접한 중국의 FDI에 대한 매력

도 증대가 한국의 매력도 증가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

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설을 실증하고자 한다.

* 가설2

- H1: 중국의 IFDI 증가율과 한국의 IFDI 증가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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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0: 중국의 IFDI 증가율과 한국의 IFDI 증가율 사이에는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3. 한국의 경제발전과 OFID와 IFDI의 기여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IFDI는 산업초창기

에 OFDI는 산업성장기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시점에서 OFDI는 해

외의 기술, 인력, 판매망을 국내 산업기반과 네트워킹 한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29). 따라서 OFDI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한국 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필요하고

IFDI와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과연 IFDI는 산업초창기에만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의 한

국경제성장 단계에 있어서 OFDI가 IFDI에 비해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실증적인 검증을 해보고자 한다.

[표 3-1] OECD 국 GDP 증가율에 대한 IFDI 및 OFDI의 증가율

이에 대한 검증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30)([표 3-1] 참조)에

서도 진행된 바가 있는 방법으로 OECD 32개국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9) 기재부에 따르면 OFDI의 양과 함께 질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해외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Greenfield형 FDI 뿐 아니라

tjswlsrnrdml 기술과 판매망을 M&A를 통해 확보하는 M&A 형 FDI도 적

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음

30) 삼성경제연구소(2010), 산업 및 지역발전 연계형 FDI 유치전략과 정책과제,

(정부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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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증가율에 대해 IFDI와 OFDI의 증가율을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이 되었다.

분석결과 1인당 GDP의 증가율에 대하여 IFDI의 증가율이 OFDI 증가

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위의 방법을 응용하여 25개국와 한국에 대하여 IFDI와

OFDI 중 어느 항목이 GDP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증가율 뿐

아니라 Stock 증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분석하고 재검

증해 볼 것이다.

* 가설 3

- H1: 한국에 있어서 인당 IFDI의 증가가 인당 OIFDI의 증가보다

인당 GDP 증가에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

- H0: 한국에 있어서 GDP의 증가와 OFDI의 증가과 IFDI의 증가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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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분석결과

1. 한국사례에의 IDP 이론 적용의 타당성 분석

* 가설 1-1

- H1: 25개국에 IDP 이론이 성립한다면, NOI와 GDP는 음의 관계

이고 GDP2 은 양의 관계이다

- H0: 25개국의 NOI와 GDP와 GDP2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

을 것이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1980년에서 2010년 기간에 걸쳐 25개 국가의

샘플에 대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분석을 하였는데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NOIit = g(GDPit) + γdt + ηI + εit 

여기에서 NOIit 와 GDPit는 NOI와 GDP 의 국가 I=1 ~ 25 에 대하여

기간은 t = 1980 ~ 2010 이고 g(GDPit)는 다음에 의하여 정의된다.

g(GDPit) = β0 + β1GDPit + β2GDPit
2 

여기에서 dt 는 임시더미이고 ηi 는 국가 특유의 효과, εit 는

오차(disturbance ter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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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석결과, 1980 ~ 2010년까지 31년간의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국가별 IDP 단계 수준이 다르고 25개국

가의 국가 특유의 효과가 31년에 달하는 긴 기간 동안 달라졌을 가능성

이 있기에 이를 1980년 ~ 1995년, 그리고 1996년 ~ 2010년까지의 좀더

짧은 기간 단위로 동일한 모형에 대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하였다.

가. 1980-2010년 분석 (25개국)

[표 4-1] 가설 1-1 통계분석 결과(가)

         noi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gdp  |   .0143525   .0371734     0.39   0.700    -.0586242    .0873292
        gdp2 |   2.14e-06   5.46e-07     3.91   0.000     1.07e-06    3.21e-06
       _cons |  -1781.495    477.786    -3.73   0.000    -2719.456   -843.5342

No. of obs. = 775 No. of groups = 25(국가) Obs. per group = 31(년)

GDP2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값이 나왔지만, GDP가 음이 아

니라 양이 나왔는데, GDP 독립변인에 대한 P값이 0.7로 0.05를 넘었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1980년에서 2010년

까지 31년간의 기간 동안에 25개국에 대하여 영가설이 완전히 기각되지

는 못하였고 따라서 IDP 가설이 타당하다고도 타당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간을 16년과 15년으로 두 개로 쪼개어 분석하였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나. 1980-1995년 분석 (25개국)

[표 4-2] 가설 1-1 통계분석 결과(나)

         noi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gdp |  -.1787789   .0290896    -6.15   0.000    -.2359791   -.1215788
        gdp2 |   6.71e-06   7.15e-07     9.39   0.000     5.31e-06    8.12e-06
       _cons |  -713.0375   220.2002    -3.24   0.001    -1146.027   -280.0481

No. of obs. = 400 No. of groups = 25(국가) Obs. per group =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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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서 1995년까지 16년간에 대하여 분석을 한 결과 GDP의 계수

는 음의 값이 나왔고, GDP2 는 양의 값이 나왔는데 둘다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영가설은 기각이 되고 1980년에서 1995년까지 16년간에 대

하여 분석대상이 된 25개국의 NOI와 국가의 경제발전(GDP로 대리) 사

이에는 U자 혹은 J 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IDP 가설의 적용이 타당함

이 증명되었다.

다. 1996-2010년 분석 (25개국)

[표 4-3] 가설 1-1 통계분석 결과(다)

         noi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gdp |  -.1670818   .0648142    -2.58   0.010    -.2945588   -.0396049
        gdp2 |   3.19e-06   7.36e-07     4.34   0.000     1.75e-06    4.64e-06
       _cons |   2423.705   1119.457     2.17   0.031     221.9521    4625.458

No. of obs. = 375 No. of groups = 25(국가) Obs. per group = 15(년)

이번에는 1996년에서 2010년까지 15년간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역시 GDP의 계수는 음의 값이 나왔고, GDP2 는 양의 값이 나왔고 둘다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므로 영가설은 기각이 되고 1996년에서 2010까지 15년간에 대하

여 분석대상이 된 25개국의 NOI와 국가의 경제발전(GDP로 대리) 사이

에는 U자 혹은 J 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IDP 가설의 적용이 타당함이

증명되었다.

라. 가설1-1의 검증 (25개국)

나와 다의 결과에 의하여 25개국에 대하여 NOI와 GDP는 음의 관계이

고 GDP2 은 양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영가설이 기각되고 연구가설이 채

택되었으며 따라서 25개국에 대하여 IDP 이론의 적용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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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5개국의 NOI와 GDP 추세 (1980-2010년)

[그림 4-2] 국가별 NOI와 GDP 추세 (국가별 상대척도, 198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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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국가별 NOI와 GDP 추세 (국가별 고정척도, 198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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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연도별 NOI와 GDP 추세 (연도별 고정척도, 198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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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IDP 3단계 주요국의 NOI와 GDP 추세 (198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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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IDP 4-5단계 주요국의 NOI와 GDP 추세 (198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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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홍콩과 싱가폴의 NOI와 GDP 추세 (198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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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2

- H1: 한국에 대하여 IDP 이론이 성립한다면 NOI와 GDP는 음의

관계이고 GDP2 은 양의 관계이다

- H0: 한국의 NOI와 GDP는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가. 한국 NOI와 GDP 패널분석 결과

(1) 1980-2010년 (한국)

[표 4-4] 가설 1-2 통계분석 결과(가-(1))

         noi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gdp |  -.0440385   .0469584    -0.94   0.356    -.1402284    .0521514
        gdp2 |   3.02e-07   2.06e-06     0.15   0.884    -3.92e-06    4.52e-06
       _cons |   112.0653   218.9216     0.51   0.613    -336.3752    560.5058

No. of obs. = 31 No. of groups = 1(국가) Obs. per group = 31(년)

(2) 1980-1995년 (한국)

[표 4-5] 가설 1-2 통계분석 결과(가-(2))

         noi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gdp |  -.0286482   .0019073   -15.02   0.000    -.0327688   -.0245277
        gdp2 |   2.42e-06   1.52e-07    15.93   0.000     2.09e-06    2.75e-06
       _cons |   19.87237   4.744736     4.19   0.001     9.621994    30.12275

No. of obs. = 16 No. of groups = 1(국가) Obs. per group = 16(년)

(3) 1996-2010년 (한국)

[표 4-6] 가설 1-2 통계분석 결과(가-(3))

         noi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gdp |  -.2275043   .3081831    -0.74   0.475    -.8989775    .4439689
        gdp2 |   6.63e-06   9.96e-06     0.67   0.518    -.0000151    .0000283
       _cons |   1260.083   2238.402     0.56   0.584    -3616.976    6137.143

No. of obs. = 15 No. of groups = 1(국가) Obs. per group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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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설1-2의 검증 (한국)

1980-2010년, 1980-1995년, 1996-2010년의 3기간의 분석결과, 3기간 모

두 NOI와 GDP는 음의 관계이고 GDP2 은 양의 관계가 성립하였다. 그

러나 1980-1995년의 기간동안은 GDP와 GDP2 둘 다에 대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나 1996-2010년과 1980-2010년의 기간에 대

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1996-2010년 사이의 15년간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두차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외생변수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FDI의 흐름이 급변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NOI와 GDP가 비정상적으로 분포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80-2010

년 기간 동안 통계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 역시 1996-2010년 기간 동

안의 NOI와 GDP의 영향 때문이다.

한국의 1980-1995년과 1996-2010년 두 기간 모두에 대하여 NOI와

GDP는 음의 관계이고 GDP2 은 양의 관계가 성립하였으나 1996-2010년

한 기간에 대하여 NOI와 GDP의 통계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

난 데에 대하여 가설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뒤의 15년

간에 대해서는 2차례의 금융위기로 인한 왜곡을 이유로 예외의 경우로

간주하고 앞의 16년의 유의미한 결과치로 한국에 대하여 IDP이론을 적

용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OI와 GDP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보았

다. 뒤의 1980-2010년까지 31년간의 추세를 보면 한국은 1980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도별로 GDP가 성장하면서 NOI도 완만하게 밑으로 볼록

한 U자형의 곡선을 그리며 1989-1991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1996년에는 NOI가 우상향하며 0을 넘어

양수가 되었으며 따라서 1996년부터 한국은 IDP이론상 경제발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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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8] 한국의 NOI와 GDP 추세 (1980-2010년)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 1997년부터 GDP가 마이너스 성장

을 하였고 기업체의 OFDI가 줄어들고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이 많아졌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1999년부터는 M&A형 IFDI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

면서 인당 NOI도 급격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까지 NOI의 급감 추세가 지속되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우하향 곡선이

완만해지고 2006년을 최저점으로 기업들의 그린필드형 OFDI와 에너지자

원추구형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OFDI가 활발해 지면서 우상향 곡선으로

바뀌어 다시 IDP 3단계가 되었고 2008년을 기점으로 NOI가 양의 포지

션으로 전환되어 다시 IDP 4단계를 회복하였다. 2008년의 경제위기는 환

율상승의 영향으로 GDP가 줄어들긴 하였으나 NOI의 상승추세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2010년 현재는 인당 NOI가 250 달러 수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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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1980-1995년 한국의 NOI와 GDP 추세

[그림 4-10] 1996-2010년 한국의 NOI와 GDP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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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는 앞의 1980-1995년과 1996-2010년의 두기간 동안의 추

세그래프를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다만 두 기간의 곡선의 기울기는 뒤

의 15년이 앞의 16년보다 약 20배 정도 컸다.

두 기간의 그래프를 보고 다시 앞의 1980-2010년의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IDP의 경향은 좀더 분명해진다. 1996년과 2009년 사이의 13년 동안

아래로 볼록한 NOI의 그래프는 한국의 정상적인 경제발전의 예외적 기

간으로 1997년부터의 외생변수로 인하여 왜곡되어 강제적으로 우하향된

경제발전의 곡선을 한국의 경제주체들, 즉 국민들, 기업들, 그리고 정부

가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프링처럼 점프하여 회복하였고 다시 2009

년과 2010년의 완만한 그러나 1996년 이전보다는 가파르고 정도가 큰

NOI의 증가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한국의 회복된 IDP 곡선 (NOI와 GDP 추세, 198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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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FDI_pc Korea OFDI_pc

Korea IFDI_pc

Pearson 상관계수 1 .865
**

유의확률 (양쪽) 　 .000

N 31 31

Korea OFDI_pc

Pearson 상관계수 .865 1

유의확률 (양쪽) .000 　

N 31 31

* 가설 1-3

- H1: IDP 가설이 맞고 한국이 4단계 이상이라면 IFDI와 OFDI 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H0: 한국의 IFDI와 OFDI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

이다.

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의 인당 IFDI와 OFDI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1% 수준에서 유의미한 0.865의 계수를 얻었다.

[표 4-7] 가설 1-3 통계분석 결과

(** 상관관계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이로써 1980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한국에 대하여 IDP의 가설

중 하나인 4,5단계의 선진국에서 OFDI와 IFDI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정이 성립함이 검증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인당 NOI와 경제발전수준(인당 GDP) 사이

에 U자형의 관계가 형성되고 IFDI와 OFDI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검증되었고 따라서 한국에 대하여 IDP의 가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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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IFDI의 停滯와 중국 IFDI 증가의 관계 분석

* 가설2

- H1: 중국의 IFDI 증가율과 한국의 IFDI 증가율 사이에는 음의 상

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H0: 중국의 IFDI 증가율과 한국의 IFDI 증가율 사이에는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앞의 가설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하여 IDP의 이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면 IDP가정에 따라 한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한국의 입지우위와 투자매력도 역시 증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앞에서 살펴본 한국의 IFDI와 OFDI를 보면 한국에 도착

하는 외국으로부터의 IFDI는 2007년 79억 달러에서 2010년 54억 달러,

2011년 64억 달러로 오히려 줄어들거나 정체하고 있다.

[그림 4-12] 한국의 IFDI와 OFDI 추세 (2007-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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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한국에 인접해 있는 중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중국의 투자

매력도가 한국보다 더욱 커져서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커지는 효과를 상

쇄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해 보았다.

한국의 인접해 있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중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서 경쟁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국, 홍콩, 타이완, 일본,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의 31년간의 IFDI 증가율과 한국의 IFDI 증가율의 추세를 상관분

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8] 가설 2 통계분석 결과

Korea_IFDI_gr China_IFDI_gr HK_IFDI_gr TW_IFDI_gr JP_IFDI_gr ML_IFDI_gr SG_IFDI_gr

Pearson 상관계수 1.00 -0.25 0.45 0.39 0.18 -0.13 0.09

유의확률 (한쪽) 0.09 0.01 0.02 0.17 0.25 0.33

N 30 30 30 27 30 30 30

 
Korea_IFDI_gr

분석결과 여러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의 IFDI 증가율과 중국의 IFDI

증가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유의확률이 0.09로 통계적으

로 10%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비록 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

으나 아래의 한국과 중국의 비교 그래프를 보면 두 국가의 IFDI의 증가

율 사이에 비교적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3] 한국과 중국의 IFDI 증가율 추세 (198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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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경제발전과 OFID와 IFDI의 기여도 분석

* 가설 3

- H1: 한국에 있어서 IFDI의 증가가 OFDI의 증가보다 인당 GDP

증가에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

- H0: 한국에 있어서 GDP의 증가에 대하여 OFDI와 IFDI의 증가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경제발전에 OFDI와 IFDI 중 어느 것이 더 기여를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25개국에 대하여 GDP의 증가율에 대한 OFDI와 IFDI 증가율의

기여도의 패널데이타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 25개국의 GDP 증가율에 대한 OFDI와 IFDI의 증가율 기여도

(1) 1980-2010년 (25개국)

[표 4-9] 가설 3 통계분석결과 가-(1)

      gdp_gr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gr  |   .1113276   .0171637     6.49   0.000     .0776277    .1450275
     ofdi_gr |   .0529771   .0155567     3.41   0.001     .0224326    .0835217
       _cons |   .0364811   .0054156     6.74   0.000     .0258479    .0471142

No. of obs. = 712 No. of groups = 25(국가) Obs. per group = 20-30(년)

우선 1980-2010년의 기간 동안 25개국에 대하여 IFDI가 1% 증가할

때 GDP는 0.11% 증가하였고 OFDI가 0.05% 증가할 때 GDP는 0.53%

증가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성립하였다. 즉

1980-2010년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IFDI의 증가율이 OFDI의 증가율

보다 약 2배 정도 GDP 증가율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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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1995년 (25개국)

[표 4-10] 가설 3 통계분석결과 가-(2)

      gdp_gr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gr  |   .1675885   .0269425     6.22   0.000     .1145772    .2205999
     ofdi_gr |   .0608728   .0209899     2.90   0.004     .0195738    .1021719
       _cons |   .0377327   .0087173     4.33   0.000     .0205808    .0548846

No. of obs. = 16 No. of groups = 1(국가) Obs. per group = 16(년)

1980-1995년까지 16년의 기간 동안 25개국에 대하여 IFDI가 1% 증가

할 때 GDP는 0.17% 증가하였고 OFDI가 1% 증가할 때 GDP는 0.06%

증가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성립하였다.

즉 1980-2010년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IFDI의 증가율이 OFDI의 증

가율 보다 약 3배 정도 GDP증가율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1996-2010년 (25개국)

[표 4-11] 가설 3 통계분석결과 가-(3)

      gdp_gr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gr  |   .1636474   .0316816     5.17   0.000      .101334    .2259608
     ofdi_gr |   .0651021   .0292991     2.22   0.027     .0074748    .1227295
       _cons |   .0127632   .0073804     1.73   0.085    -.0017531    .0272795

No. of obs. = 372 No. of groups = 25(국가) Obs. per group = 12-15(년)

1996-2010년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25개국에 대하여 IFDI가 1% 증가

할 때 GDP는 0.16% 증가하였고 OFDI가 1% 증가할 때 GDP는 0.07%

증가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성립하였다. 즉

1980-2010년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IFDI의 증가율이 OFDI의 증가율

보다 약 2.5배 정도 GDP증가율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65 -

나. 25개국의 인당 GDP에 대한 인당 OFDI와 IFDI의 기여도

(1) 1980-2010년 (25개국)

[표 4-12] 가설 3 통계분석결과 나-(1)

         gdp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pc  |   .0594176   .0821899     0.72   0.470    -.1019391    .2207743
     ofdi_pc |   .4623855   .0696775     6.64   0.000     .3255934    .5991777
       _cons |   16320.61   372.5915    43.80   0.000     15589.13    17052.09

No. of obs. = 757 No. of groups = 25(국가) Obs. per group = 25-31(년)

1980-2010년의 기간 동안 25개국에 대하여 인당 IFDI의 인당 GDP에

대한 기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OFDI는 1달러 증가할 때 GDP 0.46달러가 증가함이 통계적으로 0.01 수

준에서 유의미 하였다.

(2) 1980-1995년 (25개국)

[표 4-13] 가설 3 통계분석결과 나-(2)

         gdp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pc  |   .8310165   .2190643     3.79   0.000     .4001895    1.261843
     ofdi_pc |   1.884735   .1654908    11.39   0.000     1.559269      2.2102
       _cons |   8177.706    517.387    15.81   0.000     7160.177    9195.235

No. of obs. = 16 No. of groups = 1(국가) Obs. per group = 16(년)

1980-1995년의 기간 동안 25개국에 대하여 인당 IFDI가 1달러 증가할

때 GDP는 0.83 달러 증가했고 OFDI가 1달러 증가할 때 GDP는 1.88 달

러 증가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의미있게 성립하였다.

즉 1980년에서 1995년까지의 기간에는 25개국에 있어서 GDP의 증가

에 대하여 OFDI가 IFDI보다 2.2배 정도 더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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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6-2010년 (25개국)

[표 4-14] 가설 3 통계분석결과 나-(3)

         gdp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pc  |  -.2511431   .1050556    -2.39   0.017    -.4577669   -.0445192
     ofdi_pc |   .6402008    .102527     6.24   0.000     .4385502    .8418514
       _cons |   21600.69   532.3482    40.58   0.000     20553.66    22647.71

No. of obs. = 375 No. of groups = 25(국가) Obs. per group = 15(년)

1996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 사이에는 IFDI가 1달러 증가할 때

GDP는 오히려 0.25 달러 줄어들고 OFDI가 1달러 증가할 때는 GDP가

0.64달러 증가하는 관계가 통계수준에서 유의미(IFDI는 5% 수준, OFDI

는 1% 수준)하게 성립하였다.

즉 25개국에 대해서 1996년에서 2010년 사이의 기간에는 OFDI가

IFDI보다 GDP의 성장에 더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 한국의 GDP 증가율에 대한 OFDI와 IFDI의 증가율 기여도

(1) 1980-2010년 (한국)

[표 4-15] 가설 3 통계분석결과 다-(1)

      gdp_gr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gr  |   .0953028   .1429795     0.67   0.511    -.1980669    .3886724
     ofdi_gr |   .1434482   .1620338     0.89   0.384    -.1890177    .4759142
       _cons |   .0417404    .060945     0.68   0.499    -.0833085    .1667893

No. of obs. = 30 No. of groups = 1(국가) Obs. per group = 30(년)

1980-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한국에 있어서 GDP의 증가율과

OFDI와 IFDI 증가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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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 1980-1995년 (한국)

[표 4-16] 가설 3 통계분석결과 다-(2)

      gdp_gr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gr  |   .8674036   .1843696     4.70   0.001     .4656967     1.26911
     ofdi_gr |   .0049319   .0908421     0.05   0.958    -.1929961    .2028599
       _cons |   .0165309   .0415599     0.40   0.698    -.0740205    .1070822

No. of obs. = 15 No. of groups = 1(국가) Obs. per group = 15(년)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동안 한국에 있어서 IFDI가 1% 증가하

면 GDP가 0.87% 증가한다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

하게 성립하였다. 그러나 OFDI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찾이 못하였으므로 OFDI와 IFDI 사이의 비교가 불가능했다.

(3) 1996-2010년 (한국)

[표 4-17] 가설 3 통계분석결과 다-(3)

      gdp_gr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gr |    .0222388   .2031696     0.11   0.915    -.4204297    .4649073
     ofdi_gr |  -.0331919   .3493581    -0.10   0.926    -.7943778     .727994
       _cons |   .0532781    .103282     0.52   0.615    -.1717542    .2783103

No. of obs. = 15 No. of groups = 1(국가) Obs. per group = 15(년)

1996-2010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서도 한국의 GDP 증가율과 OFDI 및

IFDI의 증가율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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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의 인당 GDP에 대한 인당 OFDI와 IFDI의 기여도

(1) 1980-2010년 (한국)

[표 4-18] 가설 3 통계분석결과 라-(1)

         gdp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pc |   5.608595   1.055653     5.31   0.000     3.446187    7.771003
     ofdi_pc |   .8057997    1.30557     0.62   0.542    -1.868538    3.480138
       _cons |   4988.045   643.3656     7.75   0.000      3670.17    6305.919

No. of obs. = 31 No. of groups = 1(국가) Obs. per group = 31(년)

1980-20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 있어서 인당 IFDI가 1 달러 증가할

때 GDP는 5.6 달러가 증가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

미하게 성립하였다. 그러나 OFDI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를 찾을 수 없었지만 OFDI가 1달러 증가할 때 GDP는 0.8 달러가 증가

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198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IFDI가 OFDI보다 GDP의 성장에 훨

씬 더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말 할 수 있다.

(2) 1980-1995년 (한국)

[표 4-19] 가설 3 통계분석결과 라-(2)

         gdp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pc  |   41.34812   2.594449    15.94   0.000     35.74316    46.95309
     ofdi_pc |   10.15269   2.386645     4.25   0.001     4.996661    15.30873
       _cons |   516.1581   139.4269     3.70   0.003     214.9446    817.3716

No. of obs. = 16 No. of groups = 1(국가) Obs. per group = 16(년)

1980년에서 1995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IFDI가 1달러 증가할

때 GDP는 41.3 달러 증가했으며 OFDI가 1달러 증가할 때 GDP는 10.2

달러가 증가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

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IFDI는 OFDI보다 약 4배 정도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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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1996-2010년 (한국)

[표 4-20] 가설 3 통계분석결과 라-(3)

         gdp |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ifdi_pc |   3.948429   1.024809     3.85   0.002     1.715563    6.181295
     ofdi_pc |   .9823272   1.016154     0.97   0.353    -1.231682    3.196336
       _cons |   7939.438   1162.081     6.83   0.000     5407.481     10471.4

No. of obs. = 15 No. of groups = 1(국가) Obs. per group = 15(년)

1996년에서 2010년 사이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IFDI가 1달러 증가할

때 GDP는 3.95 달러 증가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

하게 관찰되었다. OFDI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약하긴 하나 OFDI가 1달러 증

가할 때 GDP는 0.98 달러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도 그 앞서의 15년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한국에 있어서

IFDI는 OFDI보다 GDP의 성장에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 가설 3의 검증

1980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동안 25개국에서는 IFDI의 증가율이

OFDI의 증가율보다 GDP의 증가율에 약 2배 정도 공헌하는 관계가 성

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증가율이 아닌 인당 GDP의 성장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을 때는 오히려 인당 OFDI의 증가가가 IFDI의 증가보다

GDP의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이렇게 상반되

는 경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 있어서는 1980-2010년의 기간동안 OFDI 및 IFDI의 증가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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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증가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증가율이 아닌 인당 GDP와 인당 OFDI와 IFDI 사이의 관계에

서는 OFDI보다 IFDI가 약 4배 정도 공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

가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어서 IFDI의 증가가 OFDI의 증가보다 인당 GDP

증가에의 영향력이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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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작고 개방된 경제라 일컬어지는 한국의 경제는 국제수지의 영향에 민

감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 국내로의 IFDI가 정체 내지는 감소하

고 있고 해외로의 OFDI가 급증하고 있어 산업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순유출 현

상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학문적, 정책적으로 좀더 주의깊

은 관찰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DI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유용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 데에도 활용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

려져 있는 Dunning의 투자발전경로 이론의 프레임워크가 한국의 사례에

도 적용이 가능한지, 한국의 IFDI의 停滯와 OFDI의 증가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고 시사점을 얻고

자 하였다.

우선 투자경로이론이 한국의 FDI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IDP의 몇가지 가설들을 한국과 서구 및 아

시아의 주요 국가들의 최근 31년간의 FDI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결과 한국의 NOI와 GDP사이에 U자형의 발

전적 관계가 존재하며 IFDI와 OFDI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하고 IDP이론의 한국사례에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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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DP 초기이론의 정의에 의하면 한국이 1996년에 NOI가 양의 포

지션으로 전환되어 IDP 4단계에 진입하였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NOI가 음의 포지션으로 다시 전환되어 3단계로 퇴보 내지는 왜곡된 4단

계의 과정을 겪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NOI가 양의 포지션으로 전환

되어 다시 IDP 이론상 4단계로 재진입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둘째,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입지우위가 확보되고 따라서 외국기

업으로부터 한국으로의 IFDI가 증가할 것이라는 IDP의 가정이 최근 한

국의 IFDI의 정체현상이 충돌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IDP의

분석틀 안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IFDI와 아시아의 주요 외국기업 투자유치의 경쟁

국들의 IFDI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최근 31년간의 한국과 중국의 IFDI

증가율 통계자료를 분석결과, FDI 투자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선

정되는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입지우위 향상과 투자매력도의 증가로

인한 IFDI의 증가율이 한국의 IFDI 증가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얻었다.

셋째, OFDI가 증가하고 IFDI가 정체되는 현상이 가지는 의미가 한국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GDP

의 증가와 OFDI와 IFDI의 증가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 있어서 IFDI와 OFDI 그리고 GDP사이에는 IFDI가 1

달러 증가할 때 GDP는 약 4달러가 증가하고 OFDI가 1달러 증가할 때

GDP는 약 1달러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

었다. 따라서 OFID를 장려하는 것보다는 IFDI의 유치를 장려하는 것이

아직도 한국의 경제성장에 4배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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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1996년 1달러에 800원대 중반 정도였던 환율이 IMF 경제위기가 찾

아온 1997년 12월 24일 1,965원까지 치솟았고, 1996년 1만 2,748 달러였

던 한국의 1인당 GDP는 1998년 7,858 달러까지 떨어졌다.

본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아래의 IDP 곡선을 보고 있노라니 마치 당

시의 충격, 혼란, 그리고 극복의 고통스런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듯 하다. 회복된 IDP 곡선이라 할 수 있는 굵은 선은 깊은 상처를 단단

히 봉합하는 듯 1996년과 2009년을 잇고 있어 보이고, 한국경제는 이제

다시 제 갈 길을 찾아 씩씩하게 잘 가고 있는 듯도 하다. 하지만 움푹

파인 골짜기와 그 깊은 공간은 마치 없었던 것인 양 메워질 수 있는 성

격의 것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안고 갈 무거운 짐들의 보자기를

걸머지고 전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림 5-1] 한국의 회복된 IDP 곡선 (NOI와 GDP 추세, 198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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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의 1인당 GDP는 2011년 2만 2,778 달러31) 가 되었고 환율

은 1100원 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외로부터는

IMF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도 최단기간에 극복한 모범사례로 칭찬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1998년 말 80조 4천억 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0년 392조 2천억 원으로 약 4배 수준으로 증가32)하였는

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 상

당한 부분이 기인하고, 따라서 회복된 IDP 곡선의 주머니 모양의 공간에

는 한국경제가 끌고 가야 하는 엄청난 부피와 무게의 짐 또한 담겨져 있

다고 볼 수도 있다.

요컨대 앞의 그래프가 시사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이제 다시 제 길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험난하며 끌고 갈 무거운 짐도 있기

에 한국의 경제성장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추어서도 안되며 끊임없이 나아

가는 관성을 유지한 채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가설검증의 결과들은 FDI의 유입과 유출과 경

제발전에 대한 IDP 이론이 한국의 경우에도 타당하며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도구로서

유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문과 실용의 관점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되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FDI의 순유출과 IFDI의 정체

의 문제들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이론적, 정책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분석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몇가지 정책적인 시사점 또한 얻어 낼 수 있었다.

우선 이미 정부기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신고

액 기준의 IFDI 통계와 실적 관리 같은 거품을 제거하고 보다 실질적인

31)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32) LG경제연구원(2011), 국가채무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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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분석과 대응, 그리고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관리와 정책의 기

준을 신속히 도착액 혹은 순유입액 기준으로 수정하고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 MOU 등에 기반한 IFDI 신고액 기준으

로는 IFDI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도착액

기준으로 IFDI가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사실과 문제의 심각성이

감추어지게 되고, 따라서 잘못된 통계자료와 인식에 근거한 불충분한 정

책이 수립될 수 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거나 늦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지 위기의 관리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관점에

서 IFDI의 유치에 좀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가설 2의

검증에서 보았듯이 인접해 있는 FDI 투자매력도 1위인 중국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더 관심과 역량의 집중이 이 분야에 기울여지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심과 역량의 집중이 필요한 이유는 가설 3의 검

증에서 분석되었듯이 IFDI의 증가가 OFDI의 증가보다 GDP 등 경제성

장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 4배 정도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IFDI의 유치를 위한 투자매력도와 입지우위를 개선하는 것은 단지 경

제적인 문제 차원이 아니라 국내외 정치, 문화, 사회, 생활 등 복합적이

고 구조적인 문제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도 외국인투자 3개

년 계획33) 등 정부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계

획이 진행 중이지만 장기적 운영의 권한있는 추진주체, 자원배분, 법제도

의 정비, 부족한 투자유치 역량,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전국

적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충돌과 낭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시사점의 연장선 상에서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

의식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체

33)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는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이

2011-2013년 기간에 대해 수립되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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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OFDI와 IFDI의 흐름을 살펴보는 정도로는 불충분하고, 업종별,

지역별 FDI의 흐름과 내용이 분석되고 연구되어야 하며, GDP 등 경제

발전에 미치는 OFDI와 IFDI 각각의 공헌도와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보

다 엄밀한 방법과 분석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의 기반이 된 데이터에 있어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Stock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나 한국을 비롯한 개별국가의 Flow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분석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주제 면에서 개별국가별 NOI와 GDP의 추세선에 따라 국가별

로 몇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5단계에서 0을 중심으로 IDP

곡선이 불균형한 평형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좀더 연구가 필요

하다.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가장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국가들의

IDP 곡선을 보면 일부에서는 0 부근에서 진동하는 모습이 잠시 나타나

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NOI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가 더 강력했

다. 5단계에 대한 가설이 수정되거나 후속연구가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 등 도시국가의 경우에는 IDP의 일반적인 단계

적 발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고, 또 중국 등 주변 환경 등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의하여 영향받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가설 1의 검증에서 25

개국의 연도별 추세곡선을 보면 1980년대에는 홍콩이 월등하게 IFDI가

높았으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1997년을 중심으로 싱가포르가 홍콩의

자리를 대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 그래프의 척도들을 고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1980년부

터 2010년까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정도 혹은 FDI의 확산 정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글로벌화 정도 또는 FDI의 확산의 정도를

국가별 GDP와 NOI의 수치를 이용하여 지수화시킬 가능성도 연구 숙제

로 남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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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ustrial hollowing-out phenomenon has been a concern in

Korea, as OFDI has been increasing rapidly while IFDI has been

decreasing in Korea recently. In this sense, this research empirically

tests the applicability of IDP theory, which is considered as an useful

frame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FDI, to Korean cases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IDP status of

Korean economy and explain why OFDI has been decreasing in

Korea, based on the IDP theory framework.

First, this research tested the basic hypothesis of IDP theory,

which predicts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NOI,

using the GDP and NOI data of 25 countries, including Korea,

collected between 1980 and 2010. The results of panel regression

analysi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y showed that Korea had

entered the 4th stage of IDP again in 2008 after its first entry i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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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is research tested the pair-wise correlations between the

IFDI in Korea and the IFDI’s in China, Japan, Taiwan, Singapore,

Hong Kong and Malaysia.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crease rate of IDFI in Korea and

that in China. That is, the increase rate of IDFI in Korea decreases

when the increase rate of IDFI in China increases. This result

enables an IDP theory-based explanation such that IDFI in Korea has

been decreasing because the degree of increase in China’s

attractiveness as an IDFI location based on its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much greater than that of Korea,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China. Moreover, this explanation implies that IDP theory

may have greater explanatory power when a distance factor is

incorporated into it.

Thir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creasing OFDI and

the decreasing OFDI in Korea on its economy, this research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DP growth and the

increases in OFDI and IFDI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it

could be said that the increase in IFDI contributes to the GDP

growth four times more than the increase in OFDI does. This

indicates that attracting more IFDI will be more desirable than

increasing OFDI for the sake of continue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In conclusion, IDP theory is a useful tool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FDI in Korea, Korea has

re-entered the 4th stage of IDP, the decrease in IFDI in Korea is a

result of the acceler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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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3rd stage of IDP, and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change their policies in the direction of attracting more IFDI

and controlling OFDI, because increase in IFDI is more instrumental

than increase in OFDI to the continue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Key Words : IDP (Investment Development Path),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NOI (Net Outward Investment,

GDP,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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