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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외국인 직 투자는 경제  산업발 에 기여하고 교역증가  고용창

출 등의 정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므로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직

투자유치에 심 을 기울인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들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투자환경과 투자경쟁력, 교육, 

노동  정치안정 등과 련된 사회  요인 그리고 행정조직, 인센티 , 

제도  법령 등 투자정책 등 세 범주로 구분하 다. 투자환경  투자

경쟁력은 경제자유도, 인 라, 융, 교역자유화  비즈니스 수월도 등 

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되거나 향상될 수 없는 장기

인 목표를 가지고 꾸 한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자유도, 제도, 인

라, 교역개방화  비즈니스 수월도 등은 국가운 형태, 기업경 방식 

 국민들의 삶의 방식 등 여러 가지 경제  요소나 기타 요소들과 결합

되어 결정되는 요인들이므로 보완 이고 포 인 정책을 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한국에 한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노사갈등  정치  불안 등이 투자를 축시킬 수 있으므로 

일 성 있는 안정화정책을 실행하고 외국인 투자와 련된 법, 제도  

규정 등을 재 검하여 불필요한 규제  요소들을 폭 제거하거나 축소

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투명

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불공정한 용이나 비리  부정을 최소화하고 정

당성을 갖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신뢰와 계가 있는 부패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암  요소와 같으므로 부패

를 없애려는 실효성 있는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법  권한을 갖는 

사법부, 감사원  각부터 감사실 등에서 부패방지에 한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범국가  차원에서 부패척결의 노력을 게을리 말아

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련된 사회  결정요인들 에 인력정

책이 요하므로 올바론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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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고도 지식 심 산업에서 살아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업종도 지

식 심산업, 고도 기술산업  서비스산업 등으로 변화하므로 이를 부응

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한 기술교육에 을 둔다. 기술이 이 

수반되는데 고도 지식산업에서 기술 수 능력이 없다면 진정한 외국인 

투자유치는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이를 비하기 한 과학  기술 교

육을 강화한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해고의 경직성과 노사갈등으로 

인해 투자 불안심리를 축시켜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를 꺼리게 되므

로 고용, 해고  노사분규 등과 련된 노사개 에 한 획기  개선방

안이 요구된다. 고용과 해고에서는 다국  기업에서는 고용과 해고를 보

다 자유롭게 허용하는 고용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한 

제도와 법령 등이 외국인 투자가들에 불리한 경우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

이 있다. 특히 의료기 과 교육기간 투자유치에서 리법인 설립  과

실송 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서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복잡한 행정 차에 있으므로 

행정 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행정기능을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 기

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투자를 하기 해 여러 가지 행

정 차들을 은행, 세무서, 시청, 구청  군청 등기소, 지식경제부 등 여

러 행정기 들을 거처야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입장에서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 청에 최  신청을 하면 유기 으

로 연동되어 련 행정 차 업무가 자동 으로 완료되는 자동 연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한 곳에서 일 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앙정부와 지자체간

의 업무연동을 한 력을 모색하고 지방자체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 체제 구축을 해 산  권한부여 함께 인력확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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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인센티 는 우선 으로 외국투자가들에게 쉽게 비교되는 법

인세율을 인하하여 생명과학, 첨단과학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엔지니

어링 부문을 확 하여 극 으로 다국  기업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선도기술이나 R&D  신 등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도 더 

많은 인센티 를 제공하며 다국  기업들 연구소나 학연구소들의 참여

를 유도한다.  다른 투자 정책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와 련된 제도와 

법령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들 들면, 행 의료법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투자는 불가능하므

로 개인병원을 투자개방형 리의료법인설립을 허용하여 국제 인 의료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구역 내에 의사와 약사 등의 의국의료 

면허를 인정하는 것처럼 간호사나 의료기사에도 용하는 등 내국인 의

료진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행 외국교육기  투자에서 단독법인

설립이나 국내학교와의 합작설립 시에 외국인 학교법인 출자비율을 50%

이상을 것을 완화시키고, 투자로 인해 발생된 이익 을 본국으로 송 하

는 과실송 을 허락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극 이고 개방 인 외국인 

투자유치 개선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투자경쟁력, 부패, 인센티 , 인력정책, 자동연동업무

학번: 2005-2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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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외국인 직 투자는 국내  국제수 에서 고려되며 외국인 직 투자는 

모든 국가들 에서 경제개발의 요한 요소로서 특히 개발 도상국가에

서 그러하다. 외국인 직 투자와 경제발  사이에 한 실험  연구결

과, 외국인 직 투자는 복잡하지만, 고용, 생산성, 경쟁력  기술증 의 

발 요인으로 간주된다. 특별히 최소한 선진국에서 외국인 직 투자는 

높은 수출, 국제시장과 국제통화에 손쉬운 근을 할 수 있다. 지 기

업들의 경쟁력을 진하는 연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 

Blomstom(1994)는 멕시코와 인도에서 외국산업의 참여로 정 인 생산

성 효과를 발견하 다고 하 고, Caves(1996)는 외국인 직 투자 유치하

는데 다양한 국가의 노력들은 경제에 미치는 정 인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외국인 직 투자는 생산성, 기술이 , 리기술, 노하우, 국

제생산 네트워크를 증가시키고, 실업  외부시장 근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에 한 기여와 더불어 기술이 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기도 한다. Findlay(1978)는 기술이 의 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 직

투자가 선진기술을 지회사로 이 시키는 것으로 설명하 다. 반면에 

Hanson(2001)는 정 인 효과가 매우 다고 생각하 으며 Green(2002)

는 부분의 효과가 부정 이라고 주장하 고 Lipsey(2002)는 정 인 

효과가 있지만 외국인 직 투자 잔액과 경제성장 사이에 일 된 련성

이 없다고 주장하 다. Moosa(2002)는 외국인 직 투자의 결과로서 자본

의 확충, 고용과 임 , 생산성, 기술, 생산과 성장  무역 등의 정  

측면의 효과를 설명하 다. 김 환(2009)은 외국인 직 투자는 기업의 입

장에서 생산성, 고용  투자 등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 다. 조 태 

외(2008)는 국가경쟁력으로서 생산능력이 증가한다고 하 고 김태훈

(2003)도 산업별이나 산업 내에서 생산성증가의 정  효과를 설명하

다. 다국  기업들이 투자함으로써 다국  기업들이 가진 문 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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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우 등을 이 하는 기술이 효과의 장 을 가지기도 한다. 이처럼 

외국인 직 투자는 반 으로 부정 인 효과보다는 정 인 효과가 우

세하여, 이익을 가져다 으로서 여러 국가들은 외국인 직 투자유치에 

상당한 심을 가지고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한국도 략 

1968년부터 제한 으로 외국인 직 투자가 도입되고 재에 와서는 외국

인 직 투자유치를 극 인 정책과 더불어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차 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건수와 투자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홍콩, 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들과 비

교할 때 아직은 미미한 수 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들의 정

책이나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 보다 략 인 제도와 정책들을 수립하

고 투자유치를 해야 필요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 에 싱가포르는 외국

인력 엄격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투자환경지수(Asia Pacific 

Investment Climate Index)에서 2011년에 2 를 차지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으로 1 를 차지함으로써 외국인 직 투자를 한 가

장 매력 인 장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동안 이민통제

가 엄격하며, 외국노동력의 진입을 해서는 재정  장애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선두를 차지한 이유는 국제무역과 비즈니스에 한 개방성, 정치

 안 성, 세 , 부패 그리고 재정  융행정 등에서 다른 국가들보

다 우수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공통 을 살펴보

면 첫째로 두 국가가 아시아에 치하여 지역  유사 을 갖으며, 둘째

로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인 자원에 많이 의존하며, 셋째로 작은 섬 국

가로서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말 시아  국 등으로 둘러싸여 있

고, 한국은 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약간 다

른 에서 보면 홍콩, 한국, 싱가포르  만은 4개의 아시아 사자

(Four Asian Tigers)로 불리며, 1960년 부터 1990년 까지 매우 높은 성

장률과 속한 산업화를 이룬 유명한 산업 국가들이지만, 싱가포르는 다

른 국가들보다 경제발 을 많이 이룬 국가이다. 근래에 와서는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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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높은 소득을 갖는 선진국가가 되었다. 국제 으로 국내  

다국  기업들이 기업하려는 국가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면, 

국가, 지역  이념에 큰 비 을 두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 즉 국제

화  개방화 흐름에 따라 국가 간의 사업경계가 무 지게 되고, 해당국 

기업의 성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자본유입은 물론 기술이  

등의 효과를 가지게 되어 국내의 경제성장이 진된다. 한 외국인 투

자유치는 국가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고용창출, 국내기업 기술경쟁력 강

화  수출증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싱가포르는 개방 인 무역

제도, 안정된 정치   법 인 환경, 신 한 거시경제정책, 경쟁 인 세

제도, 투명한 규제환경  효율 인 사법 인 틀 등에서 강 들을 가

지고 있으며 다국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한 가장 매력 인 기반을 지

니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자유 수는 2016년에는 홍콩, 리히텐슈타인 

 마카오와 더불어 90 으로 1 를 차지하 고 스 스가 2 , 조지아 

 모리셔스가 3 를 차지하 고, 한국은 97 로 일본 63 보다 뒤지며 

싱가포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외국인 직 투자유치를 하는데 기

업경 환경은 물론 규제, 인센티 , 조세, 기반시설, 지리  치  문

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싱가포르는 2016년 기업환경(Doing 

Business)에서도 1 를 차지하 고, 뉴질랜드 2 , 덴마크 3 , 한국은 4

를 차지하 다. 싱가포르는 세계의 가장 높은 경제자유도, 비즈니스 

환경  기타 요소 등에서 상당한 정 을 가지며  효율 , 비즈니스 친

화  제도  환경을 진하기 해 투자 유치국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선

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생기업들과 연구개발에 많은 인센티 를 제공하며, 기술의 략  분

야에서 연구개발능력을 발 시키기 해서, 기업연구 인센티 제도

(Research Incentive Scheme for Companies)를 운 함으로써 정부하사

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직 투자 법을 제정하기 에 사  통

보와 더불어 규제기 들이 가능한 이해 계자 측과 논의를 하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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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정치  

환경은 안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정치 으로 커다

란 손상을 주는 사건들은 거의 없었으며,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극 으

로 시행하고 있어, 세계에서 부패가 은 10개 국가들의 순  안에 들

며, 아시아에서 부패가 가장 은 국가이기도 하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가들과 다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고 싶

은 비즈니스 환경과 기반구조가 상당히 잘 발달된 국가로서, 여 히 외

국인 투자유치를 해 극 이고 가시 인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투자환경  투자경쟁력 등의 주

요한 투자요인들을 거시  에서 한국과 비교  연구를 하고, 미시

 에 입각하여 외국인 투자에 향을 주는 교육, 노동  정치 등

의 사회  요인과 행정조직과 기능, 인센티   합작투자 등 정책  요

인 등을  비교분석  연구함으로써 외국인 직 투자유치에 한 개선방

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연구방법

본 논문을 연구하는 데에는 서, 논문, 법령   등을 통한 문헌연

구를 하며 OECD통계자료,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매년 발간되는 세계투자보고서 2015: 국제

투자 거버 스의 재편(World Investment Report 2015: Reforming 

International Investment Governance)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에 의존하여 분석  연구를 하게 된다. 그

리고 싱가포르와 한국의 직 투자에 한 비교연구를 하므로 싱가포르 

통계청, 경제개발청  기타 기  등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도표, 그리고 

한국의 통상산업자원부, 각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KOTRA  

련기 들이 공개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연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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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문제와 필요성, 연구방법과 내용을 기술하고, 제 

2장인 외국인 직 투자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 직 투자이론, 외국인 직

투자개념과 동기, 외국인 직 투자진입형태  이론  검토를 기술하

고, 제 3장인 투자결정요인변수와 분석틀에서는 투자결정요인 변수와 연

구 분석들을 제시하고, 제 4장인 싱가포르와 한국의 투자환경과 황에

서는 싱가포르 투자환경과 정책, 싱가포르 투자실태, 한국 외국인 투자

제한과 진  한국 외국인 투자 황과 실 을 서술하고, 제 5장인 싱

가포르와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비교에서는 로벌 투자경쟁력, 사회  

요인  투자정책 등을 비교분석하며, 제 6장인 한국 외국인 직 투자유

치문제와 개선방향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문제, 투자경쟁력 증진, 사회

 요인 개선  투자정책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제 7장인 결론에

서는 요약과 제언으로 본 논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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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외국인 투자 선행연구

제 1  외국인 투자 선행이론 

외국인 직 투자를 최 로 설명한 Hymer(1960)는 국제  상황에서 만약 

기업의 특정한 우 를 이용하는 이익이 해외에서 경 하는 상  비용

보다 요할 경우만 외국인 직 투자가 발생된다고 하 다. 한편 

Veron(1966)은 제조산업에서 세계 2차  이후 서부유럽에 미국이 한 

외국인 직 투자 형태들을 설명하기 해 생산주기(product life cycle 

theory)를 사용하 다. 그는 신, 성장, 성숙  쇠퇴 등 생산주기의 4단

계가 있다고 하 다. 그 이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처럼 제

조상품에 한 수요가 증 되었고 미국회사들은 국제 인 경쟁기업들보

다 기술우 를 가지므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다. Buckley and 

Casson(1976), Hennart(1982)  Casson(1983) 등의 학자들은 내재화이론

(internalisation theory)에서 외국인 직 투자를 이루기 해 다국  기업

들의 성장과 그들의 동기를 설명하 다. 한, Knickerbocker(1973)은 과

 경쟁자에 한 략  응으로서 외국인 직 투자를 설명하 는

데, 새로운 시장에 경쟁자가 투자하면, 경쟁자를 의식해서 다른 기업들 

역시 선도기업의 투자 패턴을 따라간다는 밴드웨곤 효과(bandwagon 

effect)를 주장하 다. 이밖에도 기업들이 외국시장에서 그들의 활동을 

차 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Johanson and Vahlne(1977)의 

Upsaala 모델에 의하면, 다국  기업은 기에 지리 , 문화 으로 가까

운 지역에 작은 규모의 투자를 하고, 이후 경험이 축 되면 먼 거리에 

규모 투자를 한다. 외국인 직 투자에 한 이러한 기존 이론들은 

1980년 Dunning의 충이론(Eclectic Theory)에 의해 통합되었는데

(Dunning, 1980: 11), 그의 이론은 따라서 가장 일반화된 이론으로 평가

되고 있다(Jensen, 2003: 590). 충이론은 외국인 직 투자의 혼합된 이

론으로서 기업우 (ownership advantage), 입지 우 (location advantage) 

 내재화 우 (internalization advantage)의 OLI를 제시하 다. 기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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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업의 독 인 소유형태로 무형의 자산을 나타내며 비용으로 

다국  기업들 내에서 이 될 수 있으며 높은 소득이나 비용 감을 일으

킬 수 있다. 이는 천연 일부자원, 특허  등록상표 등의 소유권을 통해 

시장 근의 특권을 갖는 형태의 독 우 를 지니고 모든 형태의 신활

동이 포함되도록 지식, 기술의 우 를 가지며 융자본에 근할 수 있

으며 지식경제, 규모와 범 의 경제 등과 같은 규모 경제의 우 를 갖

는다. 둘째로 입지우 는 다국  기업들의 활동에 한 주체국이 가되

는 지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들이다. 이것들은 생산, 운송비, 통신  

시장규모 등에 한 양   질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  이익

과 외국인 직 투자흐름에 향을 주는 일반 이고 특별한 정책들인 정

치  우  그리고 본국, 문화  다양성  낮선 사람들에 한 태도 등 

사회  우 로 구분된다. OLI의 세 번째 특징은 재화와 용역의 규모에서 

다양한 계약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기업의 힘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들

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Dunning(1977)의 충이론의 3요소 

 기업소유 우 와 내재화 요인은 기업차원에서의 결정요인이나 입지우

는 외국인 직 투자를 유치하기 한 국가의 지역  요인이다

(UNCTAD, 1998: 89). 모든 실험  결과들은 외국인 직 투자에 해 동

합된 이론  설명이 없으며 그러한 통합된 이론이 생길가능성이 매우 희

박하다. 신고 주의 교역이론에서 다국  기업의 존재에 한 설명을 하

지 못하 다. 국가들 사이에서 이익률의 차이에 의한 설명은 포토폴리오 

투자를 설명할 수 있지만 외국인 직 투자는 할 수 없다.   

1) 생산 주기이론

1966년 Vernon이 개발한 생산주기이론은 제조업에서 세계 2차  후 

유럽에서 미국기업들의 외국인 직 투자를 설명하기 해 사용되었다. 

Vernon은 신, 성장, 성숙  쇠퇴의 4단계 생산주기가 있다고 믿었다. 

Vernon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에서 미국의 다국  기업들은 지방소비를 



- 8 -

해 새로운 신 인 상품들을 생산하고 외국시장에 공 하기 해 여분

의 상품들을 수출한다. 생산주기이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조 

상품처럼 세계 2차  후 유럽에서 제조상품에 한 많은 수요가 있었

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수출을 시작했고, 국제경쟁에서 기술우 를 

가지게 되었다. 만약 생산주기론의 첫 번째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소

유함으로써 우 를 갖는다면, 상품이 발 되면, 기술도 발 되어 알려지

게 된다. 제조업자들은  상품을 표 화하지만 그 상품을 모방하는 기업

들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기업들이 이러한 국가들로 수출하는 미국

상품들을 모방하게 시작하 다. 미국기업들은 그 지역에서 그들의 시장

유를 하기 해 지방시장에서 생산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1950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기업들이 유럽에 투자형태들을 본 이론으로 설명하게 되

며, 미국인들이 기술 인 우 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지역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외국인 직 투자가 이루어졌다.

2) 내재화이론

본 이론은 외국인 직 투자를 해 다국  기업들의 성장과 동기를 설명

한다. 본 이론은 Buckley and Casson(1976), Hennart(1982)  

Casson(1983)에 의해 발 되었다. 기에 본 이론은 국내 상황에서 1937

년에 Coase에 의해 그리고 국제상황에서 1976년에 Hymer에 의해 시작

되었다. 해외직 투자란 독 우 에 한 내부화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Hymer 1960, Buckley and Casson 1976). Buckley and Casson는 다

국  기업들이 이용할 특별한 우 를 개발하기 해서 내부활동을 조직

하는 것을 입증하 다. 내재화이론은 기업이 비용으로 거래를 할 때마

다 기업들이 그들 자신의 내부시장을 발 시키려는 욕구를 갖는다는 개

념에 을 두고 있다. 내재화는 기업의 소유와 거버 스 하에서 간

시장들에 의해 이 에 수행된 새로운 운 과 활동들을 가져오는 수직  

통합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들은 분석단 로 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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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선택하 지만, 그러한 수 의 국제 인 발 이 에 진행된 과

정을 제외시켰다. 기업의 다 국 화(multi-nationalization) 상을 설명하기 

해 제시된 이론으로 간재 시장, 특히 지식시장의 불안 성을 회피하

기 해 기업은 거래를 내부화하게 되고 거래의 내부화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질 때, 외국인 직 투자라는 진입방식이 선택된다는 것을 설명한

다. 경제  근법의 기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화 이론은 시장거

래에서 시장실패로 인한 시장거래비용의 증가에 을 맞춰, 외국인 직

투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을 두고 있다. 내부화이론은 

Dunning이 요하게 생각하 고 충이론(Eclectic Theory)에서 이용하

지만 이것은 단지 외국인 직 투자흐름의 일부만을 설명한다고 주장하

다. Hennart(1982)는 수평   수직  두 형태의 통합들 사이에서 모델

들을 개발함으로써 내부화 개념을 개발시켰다. Hymer는 특수한 기업의 

우  개념의 자로서 특수한 기업 우 를 이용하는 이익이 해외에서 운

의 상  비용보다 더욱 큰 경우만, 외국인 직 투자가 발생된다. 

Hymer(1976)에 따르면, 최종 생산시장에서 완 한 경쟁의 이탈을 야기하

는 시장불완  때문에 다국  기업들이 나타난다. Hymer는 지방기업들

에 존 받는 외국기업들에 한 정보비용의 문제, 정보 다양한 처리, 통

화 험 등을 거론하 다. 그 결과는 동일한 결론을 의미하며, 다국  기

업들이 투자가 해외에서 이루어질 때, 일부 응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Hymer는 외국인 직 투자가 자본시정 개정 결정보다는 기업수  략결

정임을 인식하 다. 기업 간 거래비용이 큰 경우에 시장을 통한 다른 기

업과의 거래보다는 내부화함으로써 간재 등의 거래비용을 일 수 있

다. 거래의 내부화란 자회사 등의 설립을 통해 기업내부거래를 하며 시

장이 불완 한 경우에 내부거래를 하게 된다. 거래비용이 높은 경우에, 

기회를 탐색하고, 거래상품과 서비스가 명료하지 않고, 거래에서 의무기

간이 길어질 때, 거래 상 측에 한 거래비용이 상승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외국인 직 투자를 통해 거래내부화를 이루면, 거래 상비용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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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감소되고, 이 가격을 통해 높은 세 을 부과하는 국가에서 세 을 

감할 수 있다. 

3) 충이론

Dunning의 충이론(Electric theory)이란 외국인 직 투자 이론의 세 가

지 요한 과제에 답하기 하여 독  우 이론과 내부화 이론, 그리

고 입지이론을 가미하여 외국인 직 투자를 종합 이고 포 으로 설명

하고자 한 이론이다. Dunning에 따르면 다국  기업의 외국인 직 투자

는 그 기업이 다른 기업에 개 갖고 있는 기업 특유의 소유권 우

(Ownership advantage), 내부화 우 (internalization advantage), 장소 특

유의 우 (Location-specific advantage) 등의 요건에 의해 결정된다. 

➀ 소유권 우 (Ownership advantage)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역량으로서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배타 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서 인력, 자본, 자원과 같이 물리 인 자산뿐

만 아니라, 기술, 정보, 경 기술, 마  기술, 조직 시스템 등 비가시  

자산도 포함된다. 외국시장에 성공 으로 진입하기 해서는, 외국시장

에서 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특성들을 갖는 우 들은 기업의 

재산능력이나 기업의 특별한 이익이 되는 것이다. 기업은 특별한 우 에 

한 독 을 가지며 해외에서 그 우 들을 이용할 때, 다른 경쟁기업들 

보다 높은 수익성을 가지게 된다. 특허, 상표권 등 무형재  련 능력, 

생산기술, 조직, 마  시스템, R&D 능력, 인 자본,  각종 자원 등이 

포함된다.

➁ 입지특정우 (Location-Specific Advantage) 

입지특정 우 는 직 투자를 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특정 지역에 투자

함으로써 보다 큰 이 을 갖는 우 를 의미한다. 지생산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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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 쿼터 등 각종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고 수송비와 기타 생산요소 

비용을 감하는 경우가 있다. 즉 특정지역에서 원료공 이 용이하고, 

생산요소비용을 이고, 특별세제나 세인하의 특혜를 받으며, 낮은 노

동임 , 양질의 투자환경, 유리한 경제 인 라  정치  안정성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직 투자를 하게 

되는 된다. 

③ 내부화 우 (Internalization Advantage) 

해외에 사무소나 지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 해당 국가의 지 정보 수집, 

사업 추진  이행 련 상, 법규  사징 동향 악이 용이한 이 이 

있다는 가정이다. 기업들은 인수 합병을 통하여 수직 , 수평  기능의 

통합을 추구하며 문 분야의 다각화를 추구함으로써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하여 우 를 가지게 된다(Han et al., 2010). 기업이 기업 특유의 우  

요소를 지기업에 임  혹은 매하는 것보다 이를 직  기업에서 내부

화 하여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간 

거래비용이 큰 경우에는 시장을 통한 다른 기업과의 외부거래 신 내부

에서 거래를 함으로써 간재 등의 거래비용을 일 수 있다는 것이 내

부화이론이다. 거래의 내부화란 자회사 등의 설립을 통해 기업내부에서 

거래를 하며, 시장이 불완 하거나 시장실패일 경우에 내부화의 동기는 

증가한다. 거래비용이 높은 경우는 기회주의  행동 가능성이 높을 때,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명확하지 않을 때, 거래와 련된 의무기간

이 길어질 때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거래상 방에 한 감시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 투자를 통해 거래의 내부화를 이루는 

경우, 거래에 따르는 상비용을 이고 시간 인 지연을 막을 수 있다. 

거래당사자 탐색, 상, 조정비용, 내부시장 능력, 제품품질 유지, 거래 

 공 의 안정성 유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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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비용이론 

앤더슨과 개티그논(Anderson and Gatignon, 1986)이 주장한 이론으로 내

부화 이론과 동일한 이론  상황을 유지하면서 진입방식을 확 시켜 설

명한다. 즉 기업이 어떤 거래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진입방식 는 

리구조의 비용과 능력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약하는 진입방식을 선택한다. 따라서 기업은 개별 진입방식에 수반되

는 거래비용을 분석하기 해 거래형성 시 소요되는 각 진입방식의 계

획, 응  감시에 소요되는 상  비용을 비교하게 된다. 앤더슨과 

개티그논은 진입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인은 통제권

(control)의 확보에 있으며 통제권은 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와 비

례한다고 본다. 따라서 각 진입방식은 소유구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므

로 높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변수(자산특유성, 외부불확실성, 내부불

확실성, 무임승차가능성)와 각 진입방식이 허용하는 통제권 확보수 간

의 계를 가설화함으로써 진입방식의 선택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5) 독  우 이론 

하이머(S. H. Hymer)등이 주장한 독  우 를(monopolistic advantage 

theory)은 국제시장에서 외국기업이 지기업에 비해 유리하지 못한 환

경에도 불구하고 지시장에 해외직 투자를 하게 된다. 어떤 기업이 다

른 국가시장에 진입할 경우에 경제, 법률, 언어, 사회  습, 행정  

련기업이나 공공기 과의 계 등이 모두 익숙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 다국  기업들은 별도의 외국비용을 지불하

게 된다.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서 기

술이나 상표 등에서 지기업이 갖지 못하는 독  우 를 가져야 한

다. 이러한 독  우 는 제품의 차별화를 가져오고, 차별화된 제품은 

지기업이 만든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 지기업이 만든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서 이익을 취하게 된다. 즉 독  우 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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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독  우  요소란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기업내부에 

축 되어 있는 우수한 지식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기술, 마  노하우, 

경 리 능력 등이 있다. 기술이란 장기간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서 형

성된 지식이며, 마  노하우는 고나 유통경로 등에 한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 상표나 지식이고, 경 리 능력은 인력과 경 시

스템 개발을 한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형성된 지식이다. 이러한 것들

은 외국인 투자를 하는데 결정 인 요소가 되고, 우수할 때 외국인 투자

가 활발하게 된다. 독  우 이론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

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다.

제 2  외국인 직 투자 개념과 동기

1) 외국인 직 투자 개념

국내에서 자본이 조달되는 경우 내자 는 내국인 투자라고 하고 자본이 

외국에서 조달되는 경우 외자 는 외국인 투자로 정의된다. 외국인투자

는 일반 으로 외국인의 직 투자, 차 , 증권투자  기술이  등이 포

함되는데 투자목 과 형식에 따라 외국인 직 투자와 간 투자로 나 어

진다. 외국인 직 투자의 개념을 살펴보면 투자기업이 외국의 투자 상

기업에 한 경 참여를 목 으로 자본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 자원인 

기술, 특허, 상표권, 경  는 마 노하우 등 기업의 제반자원을 패키

지형태로 해외에 이 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외국인 직 투자를 해외

에서 경 지배 는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직 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 한다. 외국인 직 투자는 기업 경 상의 지배를 목

으로 하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 시켜 해외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  매하는 기업 활동으로 

외국에 지법인을 설립하고 지법인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 형태로서 

사업용 실물자산을 취득한다. 이에 반하여 외국인 간 투자(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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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investment)는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을 목 으로 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국인 직 투자는 외국인이 한민국 법인 

는 한민국 국민이 하는 기업과 지속 인 경제 계를 수립할 목

으로 그 기업의 주식 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

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 을 부하거나, 외국인이 비 리법인

에 해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 직 투자의 유형

외국인투자 진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직 투자에는 외국인이 내국법인

이나 기업의 주식 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

을 제공하는 것, 비 리법인에 해 출연하는 것 등이 있다.

(1) 국내기업의 주식 는 지분의 취득

  외국인이 한민국 법인(설립 인 법인 포함) 는 한민국 국민이 

하는 기업의 경 활동에 참여하는 등 법인 는 기업과 지속 인 경

제 계를 수립할 목 으로 법인 는 기업의 주식 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해서는 투자 액이 1억원 이상이

어야 하고, 외국인이 한민국 법인(설립 인 법인을 포함) 는 한민

국 국민이 경 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는 출자총액

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외국인투자 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외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

투자비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후의 비율로 산출한다. 투자 액이

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 비 을 자본에 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외국인투자 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다

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액이나 비율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3항, 2010.10.6 시행). 투자 액에 한 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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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출자 계가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인투자비율은 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외국인 투자 액은 1억 

원 이상이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 

 하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 으로 외국인직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원의 견 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도입 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2) 장기차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과 자본출자 계가 있

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개인),

④ 외국투자가(개인)와 자본출자 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

업에 5년 이상의 차 을 부하는 경우(최  부계약 시 정해진 부기

간 기 ) 외국인직 투자로 인정한다(외국인투자 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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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개인)가 발행주식총수 는 출자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비 리법인에 한 출연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

학기술 분야 석사학  이상의 학 를 가진 연구 담인력의 상시 고용규

모가 5명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그 밖에 비 리법인에 한 출연으로 출연 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학술, 술, 의료  교육진흥 등을 목 으로 설립된 비 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문인력 양성  국제간 교류 확 를 한 사업을 지속 으

로 하는 경우 

∙민간 는 정부 간 국제 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지역본부인 경우

3) 외국인 직 투자동기

외국인 직 투자 동기는 경제  동기  기타 동기 등이 포함될 수 있으

며 체로 다음과 같이 6가지 형태로 나 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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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지향

기업들이 오일, 물, 숲  해상 자원 등과 같은 천연자원들을 개발하

기 해 해당국가에 기업들을 설립하고 원자재를 렴하고 안정 으로 

본국  다른 기업에 매하기 한 동기를 갖는다. 

(2) 시장지향형

수출시장이 어느 정도 발달될 때, 다음 단계에서 직 생산과 매를 

해 시장에 기업들의 설립이 유리한 경우이다. 즉 기업이 독 , 배타

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율 으로 활용하며 지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동기를 갖는다. 

(3) 노동지향형

외국의 노동비용이 렴할 때 노동력을 이용하기 해 해외시장에 진입

하는 동기를 갖는다.

(4) 무역지향형

열등한 산업을 해외로 이 하여 지국의 비교우 와 결합하여 생산된 

제품을 본국이나 제 3국으로 수출함으로써 투자국과 지국은 상호보완

 계를 유지하며 해외직 투자로서 수출동기를 갖는다.

(5) 기술지향형

고 기술이나 경 노하우를 습득하기 해 해외시장에 진출동기를 갖는

다. 

(6) 정치안 지향

정치  험이나 정부간섭이 없는 국가에 진입하기 해 해외 진출동기

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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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외국인 투자 진입형태 

외국인 직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은 진입시장, 시기, 규모  진입방법 

등을 고려한다. 진입결정은 궁극 으로 장기 인 성장과 이윤가능성의 

평가에 기반을 두며, 국제비지니스를 한 시장으로서 이윤, 비용  

험 등을 비교  평가하게 된다. 이윤은 기술  리 노하우, 지역경제

인식  경험효과 등 상품과 역량들을 투자하는 능력이 포함되며, 비용

은 무역장벽, 운송비, 수입할당  세 등이 포함되며, 험은 정치  

험  경제  험들을 포함된다. 시장규모, 소비자들의 재의 재력 

 미래 재력 등과 같은 기타 요소들은 경제성장률에 의존한다. 비교  

낮은 인 이션과 낮은 민간분야 부채를 갖는 선진국들은 그 지 않는 

국가들보다 장 을 지닌다. 일단 기업들이 외국시장에 진입을 결정하면, 

최상의 진입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기업들은 외국시장에 진입하기 한 

6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1) 수출

수출은 기업이 해외활동을 시작하는 기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기업의 

해외활동유형  가장 험도가 낮은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라이센싱

이나 직 투자에 비해 기술유출의 험이 낮고 상 으로 은 자본의 

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험정도도 상 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1) 간 수출

제조기업 자체 내의 특수 활동에 의해 해외시장에 제품이 매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는 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이는 사실상 제

조기업의 입장에서 국제 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형태이다. 제조기업

의 입장에서는 다른 수출업자나 수출 리인을 통해 상품수출을 하기 때

문에 투자비용과 험이 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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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 수출

제조 기업이 수출업무를 직  수행하는 형태이다. 여기에서 수출업무는 

해외시장의 선정, 목표시장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선정, 거래 상 방에 

한 통제 그리고 물  유통  수출서류 작성 등을 포함한다.

2) 턴키방식 

로젝트국내기업이 해외의 발주자를 해 생산설비를 건설하고 가동 직

에 발주자에게 넘겨주는 계약방식으로 규모 설비가 필요한 공업에 

주로 활용하며 일 수주방식에 의한 생산설비의 수출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공자는 외국고객을 해 시간 약과 자원집약 인 로젝트를 처리하

는 동안 기업들은 정상 인 비즈니스운 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인기가 

있다. 

3) 라이센싱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상표, 노하우 등과 같은 독  

자산을 외국에 있는 기업으로 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사용권을 제공하는 신에 로열티 는 기타의 형태로 가를 지 받

기로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 은 은 비용

으로 신속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지국의 정치  험으로부

터 비교  안정성이 보장된다. 단 으로는 수익성이 높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에 한 통제의 어려움이 따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외국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방식은 해외 직 투자를 

시행할 만한 자본력이나 경 능력이 없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라이센싱은 

기술에 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비 유지가 힘들어지는 등의 험이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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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랜차이징

기업이 업을 하기 해 해외의 가맹사와 총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

며, 랜차이 (Franchiser)가 랜차이지(Franchisee)에게 상표의 사용권

을 허가해 주고 사업체의 조직과 경 방법을 지속 으로 제공한다. 기업

의 제품이 완제품 형태로 해외에 수출될 수 없는 경우에, 생산공정 는 

리 시스템이 쉽게 상  업체에게 이 되며 종종 합작투자나 단독투자

로서 진입되기도 한다. 장 으로는 정치  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단 으로는 수익성이 낮고 가맹사에 한 통제가 어렵고, 계약기간 종료 

후 가맹사가 경쟁자가 될 수 있다.      

5) 합작투자

해외투자는 일반 으로 융자산에 한 투자와 직 투자로 구분되며, 

합작투자는 직 투자의 한 형태로서 지자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업

을 경 하는 것을 말한다. 차 이나 유가증권의 투자와 같은 융자산에 

한 투자는 기업경 에 한 참여 없이 단순히 과실수입 만을 목 으로 

하는데 비하여 직 투자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 에 직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개국 이상의 기업, 개인  정부기 이 어떤 기업운 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속 인 공동경 방식을 지니며, 체 참여자가 공

동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공동소유의 상은 주식자본  채무 그리고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이 있으며, 경   

기술노하우 그리고 기계, 설비  투자 등의 유형고정자산 등이 있다. 

6) 자회사 설립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차가 따르는 진출방법으로 기업으로서

는 가장 완 한 리가 가능하고, 진출국가에 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기업에게 종종 복잡하고 큰 비용이 들 수 있

지만 잘 비하여 설립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업은 강한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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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산과 능력을 가지고 신설투자를 통해 차입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할 

수 있고, 신설투자로 반 인 운 이 요구된다. 기업이 독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진입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이다. 자회사와 지의 직원은 

고객과의 한 , 높은 수 의 문  기술, 특별한 노하우, 주문생

산 등이 요구되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인 자본이 충분

할 때 자회사설립이 쉬울 수 있다. 

제 4  이론  검토

Rattiya Ratiphokhin(2011)는 태국에서 ‘FDI의 결정요인의 실험  분석: 

싱가포르 외국인 직 사례 연구(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DI in Thailand: A Case Study of FDI from Singapore)’에서 1981년

부터 2009년까지 싱가포르 외국인 직 투자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여 연

구하 고, Ananda Jayawickrama and Shandre M. Thangavelu(2010)는 

1975년부터 2004년까지 30년 동안 14개 제조업체들을 상으로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FDI의 정 인 향을 찰하 다. Locknie Hsu(2012)는 

‘싱가포르 FDI  정책상황(Inward FDI in Singapore and its policy 

context)’에서 투자정책들이 생명의학, 물류  R&D 등이 포함된 클러

스터 활동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단계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 다. 오수균(2003)은 ‘외국인직 투자의 활성화 방안에 한 연

구’에서는 외국인직 투자를 활성화하기 한 방안으로 법과 제도에 기

한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기업 용단지공 , 획일 인 

조세 감면제도 탈피, 기업 환경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국내에서 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국내외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운 방안에 을 두고 연구하 다. 김경연(2007)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직 투자와 경쟁력간의 계: 1980-2000년 한국의 기술집약  

제조업 심으로’에서 기술집약 인 제조업을 심으로 외국인 직 투

자에 유리한 비교우  지수 등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연구하 다. 주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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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는‘우리나의 외국인 직 투자 환경개선에 한 연구: 주요경쟁국

과의 비교분석을 심으로’에서 외국인 직 투자에 유리한 환경  요인

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연구를 하 다. 조계권(2008)은‘외국인에 의

한 M&A 한 연구 : 법  규제와 활성화를 심으로’에서 인수합병 형

태의 외국인 직 투자유치를 법과 제도  측면에서 다루었다. 김신(2010)

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한 규제 개  방안 연구에서 외국인 직 투

자유치를 해서 주로 법과 제도에 한 규제를 심으로 연구를 하

다. 김 종‧김수연(2014)은 싱가포르와의 외국인 직 투자 련 법제도  

서비스분야 규제분석에서 싱가포르의 제도  요건과 규제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외국인 직 투자유치를 한 개 과제를 제시하 고, 변재웅

(2014)은 싱가포르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사례연구에서 싱가포르의 외국

인 투자유치에서 성공한 사례를 들어 연구를 하 다. 외국인 직 투자와 

련한 고  이론들은 앞서 언 된 생산주기이론, 내재화이론 충이

론, 거래비용이론  과 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 에서 본 논

문에서 는 Dunning의 충이론과 련된 우 이론을 가지고 분석연구를 

하게 된다. Dunning의 충이론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정 소유권 우 (Ownership-specific advantage), 내부화 우

(Internalization advantage)  특정 입지 우 (Location-specific 

advantage) 등의 요건에 의해 외국기업의 외국인 직 투자가 결정된다고 

하 다. 소유권 우 는 특허, 상표권 등 무형재  련 능력, 생산기술, 

조직, 마  시스템, R&D 능력, 인 자본,  각종 자원 등이 포함되며, 

내부화 우 는 거래당사자 탐색, 상, 조정비용, 내부시장 능력, 제품품

질 유지, 거래  공 의 안정성 유지 등이 포함되고, 특정 입지 우 는 

원료공 , 생산요소비용, 특별세제나 세, 낮은 임 , 규제, 투자환경, 

경제 인 라  정치  안정성 등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동  교육의 사회인 요인은 충이론의 소유권 우 와 련이 

있고, 거래비용을 이기 한 신규투자, 합작투자  라이센싱 등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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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 우 와 련이 있으며, 투자경쟁력과 련된 투자환경, 인센티  

 정책 등은 특정 입지우 와 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소

들을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외국인 직 투자의 문제 을 살펴보고 분석

을 하게 된다. 들 들면, 노동의 경우는 인건비가 렴한 국이나 인

도 등을 선택하고, 노사갈등이 없는 국가를 선택하여 외국인 투자를 결

정하게 된다. 한 내부화 우 이론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 국제경 을 

하는 데 필요한 지 자산과 원자재 등의 거래를 할 경우에, 지에서 시

장을 이용하는 것 보다 기업 내부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원활한 공

이 가능하고, 거래비용도 일 수 있으므로 더욱 효율 이다. 따라서 

외국 투자가들은 자회사나 계열사를 설립하는 신설투자(Greenfield 

Investment)나 지 기업과의 인수합병(M&A)의 형태로 지에 외국인 직

투자를 하게 된다. 즉 시장실패의 불완 성에서 오는 비효율 인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 화하기 해 기업은 보유한 독  우

를 외부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기보다 신설투자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지에서 자체 내부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 해외직 투자를 

하게 된다. 한 특정 입지 우 에 속하는 투자경쟁력의 징표가 되는 

로벌지수, 경제자유도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비즈니스 환경 등 

경제  하부구조 요소들이 있으며, 다국  기업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유

리한 양질의 조건들을 가지는 국가를 선호하고 략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향상된 

입장을 갖는 싱가포르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과 비교  분석연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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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투자 결정요인 변수와 연구 분석틀 

제 1  투자요인 변수 

외국인 직 투자 체 신고액은 2014년에 190억 달러이고 2015년에는 

10.0% 증가한 20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에 외국인 직 투자 

도착액은 159억 5000만 달러이고 2015년에는 120억 6000만 달러로 

32.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신고  도착기  모두 

사상 최고 실 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4억 8000만 달러로 년 비 

51.8% 증가했으며, 국이 19억 8000만 달러로, 66.3%증가하 으며, 동

이 13억 8000만 달러로, 514.1% 크게 증가하여,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2014년 16억 2800달러에서 2015년에는 22억 

8600달러로 40.4%증가하 다. 한국은 외국인 직 투자 신고 액이 2014

년도에 12억 560달러이고 2015년에는 15억 9530달러이며 10%증가하

고, 도착 액은 2014년도에 12억 560달러이고 2015년에는 15억 9530달러

로 32.3%증가하 다. 외국인 직 투자유치의 경우에, 체로 미국, 국 

 EU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부유한 국가들이 선도하고 주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싱가포르는 외국인 직 투자유치에 지 않는 실 을 올리는 국가

이므로 한국이 주시하고 본받아야할 국가인 것이다. 국가 경제규모가 외

국인 직 투자 유치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데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법과 

제도 등에서 규제완화, 감세정책  인력자원 등의 요인들 때문이다. 싱

가포르의 투자유치정책에서 명료한 투자 계 법규를  용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 조세감면의 인센티  제공하며, 외국 자본을 자국과 동

등하게 취 함으로써 차별을 두지 않으며, 청렴하고 효율성이 있으며, 

비즈니스 친화 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자본  외환시장 자본

이동에 한 규제가 없으며, 외국인투자가의 과실송 은 물론 배당 , 

이자, 로열티, 서비스 등의 수수료를 자유롭게 송 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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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ning 충이론에 설명되는 입지 우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싱가포르

는 세계 수 의 항만, 공항시설,  탁월한 통신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

며, 아시아, 동, 아 리카, 유럽을 잇는 해상  항공의 심지로서 산

업기반시설이 완 히 구비된 다양한 형태의 공장시설과 융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정권의 변동이 없고, 

정치가 안정되어 있으며 정책의 일 성이 유지되며 노사갈등이 거의 발

생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투자유치국으로서 극 이고 선

도 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가 축시키거나 

기피를 하지 않도록 한다. 세계경쟁력보고서(2014-2015)에 따르면 세계경

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싱가포르는 연속 5년 동안 2

를 차지하고, 주요 국가 10 권 안에 들며, 시장효율성, 노동  융

시장 효율성 등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싱가포르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 75 로 낮지만, 최상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지니고 있

다. 고등교육과 직무교육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최고로서, 핀란드를 앞서

고 있으며, 기술선택, 비즈니스 성숙도  신 등도 증가하 다. 한 

최고의 기반구조, 투명하고 효율 인 제도, 안정된 거시경제 등이 잘 발

달되어 있고 청렴성, 신뢰성  법원칙 등을 바탕으로 지식경제를 형성

한다. 싱가포르는 2016년 비즈니스 수월도(Ease of Doing Business)에서 

87.34로서 1 를 차지하 고 한국은 4 를 차지하 다. 이처럼 싱가포르

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많은 외국인 

기업가들이 투자하기를 선호하는 매력 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고 있다. 

투자환경요소가 되는 투자경쟁력에서는 각종 로벌 기회, 비즈니스 수

월성, 경제자유도  외국인 직 투자 신뢰 등은 외국인 직 투자를 결

정짓는 변수들이며, 사회  요인에서는 교육, 노동  정치안정 등의 변

수들이 작용한다. 외국인 직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기술수

을 업그 이드할 수 있는 높은 문화된 양질의 교육이 요하므로 싱

가포르는 인 자본을 구축하기 해 요한 교육  투자를 해왔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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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인  자원개발 노력은 외국인 직 투자를 하기 한 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노사 계는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우호  

계를 지니며, 노동인구의 약 23%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고용

이나 해고 등에서 한국보다 자유롭고, 우수한 인재의 고용이나 임 결정

의 유연성 등 노동 련 조건들이 우수한 편이므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에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정치  안정성과 미래지향

인 비 을 가지고 극 인 성장 략의 목표를 가지고 투자유치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치  안정은 한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사회  요소이

다. 그리고 정책  요인에서는 세분화된 행정조직과 기능, 세제  R&D 

등에 한 각종 인센티  그리고 합작투자 등의 요소들도 외국인 직 투

자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요인 변수들이 된다. 

                       

제 2  연구 분석틀

본 논문에서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 투자 환경과 경쟁력, 황  정

책 그리고 한국의 외국인 직 투자를 한 경쟁력, 투자 황과 실태  

투자유치의 문제 을 논의한 후,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 모범

인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 투자 유치를 한 투자경쟁력, 사회  요인 

 정책요인 등을 한국이 가진 요인들과 비교분석하며 연구하게 된다. 

본 논문의 연구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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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요인 변수

투자경쟁력

로벌기회

경제자유도

투자신뢰도

사회 요인

교육정책

노동정책
정치안정

정책 요인
행정조직
인센티

제도와 법령

싱가포르

벤치마킹

  한국

문제요소

<그림 3-1> 연구분석 틀

  

                    ⇘       비교 분석     ⇙              

                        

                                       

                         

                  

              

외국인 직 투자유치에 상당한 계가 있는 로벌 기회지수는 경제기

, 비즈니스 수월성, 규제의 질  법치 등 4개 범주에서 61개 변수로 

산출되며, 각 범주들은 외국인 직 투자 유치를 한 경제   제도  

요인들의 힘을 측정한다. 경제기 는 한 국가의 거시경제 환경이 외국인 

직 투자에 유리한 정도를 측정하며, 무역과 외국인 직 투자에 한 개

방성, 노동력의 질과 구조  물리  기반구조 등의 요소들이 있다. 비

즈니스 수월성은 비즈니스 운 과 련된 암묵   명시  비용을 측정

하며, 테러와 범죄비용, 세 부담, 창업비용, 계약이행 비용  산해결 

비용 등의 요소들이 있다. 규제의 질에서는 한 국가에서 정책입안의 효

과성과 시행을 평가하고, 한 국가의 법과 규제들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

결론  제언(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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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흐름을 방지하는 정도를 반 하며 부패, 투명성, 자본에 한 통제

정도 등의 요소들이 있다. 법의 지배는 한 국가의 법제도에서 비즈니스 

투자를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해 투자가들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도를 

반 하며 법 인 기반구조, 재산권 보호  투자가의 권리보호 등의 요

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로벌 기회 지수를 산정하

며,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싱가포르와 한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이 개선해야 할 요소들을 검한다. 경제자유도 지수는 총 10개의 요소

들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법의 지배는 지 재산권과 

부패로부터 자유 등의 요소들이 있고, 정부제한은 정부지출과 재정자유 

등의 요소들이 있으며, 규제효율성은 비즈니스 자유, 노동 자유  융

자유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고, 시장개방성은 교역 자유성, 투자 자유성 

 재정 자유성 등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처럼 총 10개의 요소들을 가

지고 0에서 100 까지 등 을 부과하며, 합산된 총 평균 수는 경제자유

도 지수가 되며 외국인 투자와 계가 있다. 외국인 직 투자 신뢰지수

는 주로 세계 인 주요 기업들의 고 간부들에 한 응답조사를 이용하

여 만들어지며, 응답자들은 고 직이 아닌 간부, 지역의  비즈니스 수

장들도 포함된다. 본 지수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기 인 경제  망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한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본 지수는 정치

, 경제   규제의 변화가 향후에 외국인 직 투자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며, 투자신뢰 지수와 외국인 직 투자와의 강한 상

계가 존재한다. 투자에 한 신뢰는 정치  요소인 부패와도 한 

계가 있다. 부패들은 정의  경제  발 을 해하고 정부와 지도자

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부패인식지수는 각 국가들의 공공분야가 얼마

나 부패한가를 인식하는데 기 하여 계산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이

러한 요소들이 미치는 향이 하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특별

히 싱가포르는 부패가 거의 없는 국가로서 세계에서 10 권 안에 포함되

는 청렴도가 높은 주요 국가들에 포함되므로 싱가포르와 한국의 부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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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  노선을 제시한다. 

한 외국인 투자에 향을  수 있는 결정요인들은 교육, 노동  정치

 안 성 등이 있으며,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정을 갖

지 못하므로 장기 인 안목에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며 임 , 노사

문제나 노사갈등 등의 노동문제들은 어느 정도 단기  처방이 가능한 요

인들이므로 문제 이 있는 경우에 빠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

치안 성은 정치제도나 정부의 정책신뢰 등과 계가 있다. 이러한 요소

들도 외국인 직 투자와 상당한 계가 있으므로, 싱가포르에서 재 어

떻게 그와 련된 정책들을 펴고 있고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

게 된다. 그리고 정책  요인들로서 투자기 의 행정조직, 기능  역할

을 한국 련 기 과 비교하여 한국이 배워야 할 정책과 교훈들이 무엇인

지를 연구하며, 싱가포르 정부나 경제개발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

와 외국인 투자와 련된 의료기 과 교육기 을 유치하는데 제도와 

법령 등에 한 싱가포르와 한국의 차이에 기 하여 한국이 추진해야할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탐구, 비교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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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싱가포르와 한국의 투자환경과 황

제 1  싱가포르 투자환경과 정책   

1) 투자환경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심장부에 치하며, 주요 바다와 항공항로 가

운데에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무역 심지로서, 외국기업들의 수출입활동

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항공, 해상운송  통신은 싱가포르와 

세계를 연결시켜주며, 국내 육상운송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잘 

발달된 공항과 항구로 비즈니스  융지구로 연결된다. 정보통신기술

(ICT)도 세계 인 수 이며 력과 수도공 도 신뢰할 만하다. 산업용 부

동산, 비즈니스공원  과학단지 등에서 토지, 공장  사무실 그리고 

산업용, 상업용  연구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 투자가들의 자본투자 필수비용을 감소시켜, 신생기업들을 쉽게 설

립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태평양의 주요한 융 심지로서, 

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많은 자본이 유입되며 국가경제발 에 

기여한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 투자 정책은 한 인센티 에 기 하여 수립

되며, 자유로운 진입과 소유권 조건, 국외기술에 한 손쉬운 근에 

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 정책이행을 해 설립되었

으며, 외국 투자가들에게 투자 인센티 를 제공하고, 산업단지를 제공함

으로써 다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목표를 갖는다. 싱가포르는 효율성, 

효과성  정부의 융통성 등의 장 을 지닌 가운데, 외국인 직 투자는 

경제발 을 가속화시키는데 수십 년 동안 요한 역할을 해왔다. 싱가포

르는 천연자원이 없는 작은 국가이므로, 선도 인 다국  기업들에 의존

하여, 경제  기반확장을 한 자본증가와 산업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어

왔다. 싱가포르의 호의 인 투자분 기와 략 인 지리  치는 외국

인 직 투자유치를 하기 한 유리한 수단이 되며, 부분의 수입품에 

무 세를 용하며, 다국  기업들의 투자의 요한 결정요소가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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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가 낮은 편이므로 다국  기업들은 낮은 법인세율을 갖는 싱가포르

를 선호한다. 외국인 투자와 련한 싱가포르 정부규정은 환율제도, 주

식소유권, 성과필수조건  인력자본 등 4가지가 있다. 첫째로, 환율제도

는 매우 자유롭고, 소비, 투자  생산목 을 한 상품과 서비스의 자

유로운 수입뿐만 아니라 자본의 본국송환, 이익 의 송, 배당 , 이자, 

로열티  기술 라이센싱 비용 지불 등도 자유롭게 허용한다. 둘째로 외

국인 참여는 융 분야와 숙련된 인력 등의 일부 제한이외에는 부분의 

경제 분야에서 허용되며, 100% 외국인 주식소유권도 허용된다. 셋째로, 

국내 부가가치와 생산의 지 해외구매 등에 해 성과필수조건은 없으

며, 국내자본시장에서 차용에 한 제한과 기술이  규정과 제한도 없

다. 넷째로, 정부는 외국인력 채용은 최소로 제한하며, 고용허가증을 자

유롭게 발행하고,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지 리  기술 인력들에 

한 고용을 권장한다. 싱가포르 인  자원정책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을 두고, 고등교육수 에서는 기술 

 직업 교육을 강조하여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컴퓨터과학 교육이 

속히 확 되었고, 기술 으로 유능한 근로자들이 존재한다. 외국인 투

자가들에게  다른 장 은 사회   정치  안정성과 훌륭한 거버 스 

등이 이루어져 있고, 외국인 투자에 한 정치  피해에 한 례가 없

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국가로서, 강력하고 

확고한 반부패방지법을 시행한다. 한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정치

 안 성과 정직하고 효과 인 정치  리더십을 지니며, 문 인 비즈

니스 정부정책과 시민에 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무원들에게 

비교  높은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근무만족도를 높이며, 재능이 있는 

공무원들을 정부에 끌어들인다. 싱가포르는 세계 인 기반구조와 비즈니

스를 한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세계 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

는 국가들 에 선두 서열을 갖는다. 2015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5)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주요 국가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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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 를 하 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 재정, 비즈니스, , 통신 

 컨설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에서 자유롭게 사업경 을 할 

수 있는 정책과 개방 인 문호정책을 펼치며 미국, 네덜란드, 국  

일본 등이 싱가포르에 한 외국인 직 투자의 주요 국가들이다. 

  

2) 투자정책 방향

경제  략을 지원하기 해 외국인 직 투자유치를 한 정부의 극

 노력으로 다국  기업들을 한 기반으로 발 시킬 수 있었다. 싱가

포르 투자증진기 인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은 고부

가가치 서비스와 제조업 활동에 한 투자에 을 두고, 산업  수출

구조를 심화시키고,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집약  기

술에서 자본기술  기술집약  활동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제 2  싱가포르 투자 황

1) 외국인 투자동향

  싱가포르는 70년 부터 이미 외국자본 유입과 유출이 자유롭게 허용되

어 로벌 기업의 재무본부  아시아 융 심지로 활용되며, 제조업

분야의 경우도 석유정제업  제약제조업이 발달하여 로벌 기업의 기

반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  유럽 북미지역 등을 통하는 지리  장

을 가진다. 싱가포르는 강한 재정  운송 기반구조뿐만 아니라 통신이 

우수하며, 해상항로가 교차하며 형시장이 가까운 것은 략  장 을 

지난다. 싱가포르는 투자인센티  일환으로서 세제혜택과 손쉬운 부조

건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행정 인센티 에서 투명성 부재와 싱가포르 달

러의 비국제화 통화는 투자방해요인이 된다. 자유항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산업체들의 세보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고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하면 기

업들에게 세 인센티 를 제공한다. 그러나 재정서비스, 문직종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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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미디어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계속 독과 을 유지한다. 정부출

자회사(Government-linked Corporation)은 국내경제와 상당히 투자에서 

지배 인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는 40개 이상의 국가들과 양방 투자 약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 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0년  

들어 바이오메디컬, 에 지  석유화학, 그리고 항공우주 등 새로운 산

업의 발 을 해 산업단지를 건립하고, R&D를 지원하며,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로 세계 인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인 바이오폴리스와 제조단지인 Tuas 

바이오메디컬 크에 GSK, Novatis, Illumina, Abbott 등 세계 인 제약회

사의 R&D 센터  제조설비 공장이 건립되었고, 1980년 에 세계 인 

제약회사인 GSK가 싱가포르에 진출 후, 제조  R&D 부분에 한 투자

를 지속 으로 증가시켰으며, 2010년 싱가포르 연구기 과 함께 백신  

로세스를 개발하는데 13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 다. 미국의 제

약제조기업인 Pfizer사는 제조시설을 확장하기 해, 2010년 7월에 1억 

싱가포르달러를 추가로 투자하 고, 총 3억 7천만 싱가포르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싱가포르의 제조시설을 세계 인 규모로 확장하 다.  다른 

미국제약회사인 Abbott사는 기존 제조시설 투자를 한 후에, 2011년 1월

에 R&D센터를 추가로 설립하는 등 기 진출한 기업들의 제조시설 확충 

 R&D 분야에서의 추가 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바티스도 2012

년 10월에 5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테크놀로지센터 건립을 결정하 고, 

2016년에 운 될 정이다. 일본 최 의 컨택트 즈 제조회사인 Menicon

는 싱가포르에 제조시설  R&D센터를 최 로 설립하고자 약 1억 싱가

포르 달러를 투자하여 2011년 3월에 제조시설이 설립되었다. 2011년 3월

에는 미국 의료기기 문기업인 Medtronic사는 싱가포르에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동시에 싱가포르 지 을 국제비즈니스  아시아지역 본부로 

활용하며, 증가하는 아시아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기 해 싱가포르 제조

시설을 확장하고 지속 인 투자를 하 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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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한 무 세   법인세율 등은 투자유치의 요한 정 인 

요소로 작용하며 경제  성장, 이윤  략  발 을 극 화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우수한 다국  기업들과 투자가들이 많은 심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계속 투자를 증 시키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싱가포르

는 비즈니스를 하기 한 가장 쉬운 국가로서, 외국 투자가들에 한 호

의 인 출, 간단한 규제제도, 세 인센티 , 고품질의 산업용 부동산 

공원, 정치  안 성  낮은 부패 등의 이유로 싱가포르를 투자의 매력

인 장소로 꼽고 있다. 

2) 외국인 투자 황

다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싱가포르 외국인 직 투자 순수 유입액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 싱가포르 외국인 직 투자 유입액

출처: 싱가포르 통계청

  

  싱가포르 외국인 직 투자 2015년도 3분기에 23718.70 SGD Million로 

증가되었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10556.91 SGD Million이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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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 4분기에 최고인 24489 SGD Million를 기록하고 2003년 제 2분기에

는 최 인 -4441.60 SGD Million을 기록하 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의 2015년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5

번째 수취국이고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2번째로 큰 수취국이다. 

2014년에, 외국인 직 투자유입은 2013년이 비해 27%증가하여 810억 달

러가 되었다. 다음은 2010년에서 2014까지 싱가포르의 해외 직 투자 잔

액(Stock)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 투자 잔액(Stock)을 나타낸다.  

<그림 4-2> 싱가포르 외국인 직 투자 잔액        단 : 10억 달러

출처: 싱가포르 통계청

싱가포르의 해외 직 투자는 2010년부터 차 으로 상승하여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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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042억 달러를 투자하 고, 싱가포르에 외국인 직 투자는 마찬가지

로 2010년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8639억 달러를 투자하 고, 

2014년에서는 1조 54억 달러를 투자하 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4년까

지 싱가포르의 기업들의 매년 말에 해외 직 투자 잔액을 나타낸다.

<그림 4-3> 싱가포르 해외직 투자 잔액 상승률(2010-2014)

출처: 싱가포르 통계청

싱가포르의 해외 직 투자 잔액은 2010년에 4257억 달러이며 매년 일정

하게 상승하여 2013년에는 5355억 달러이며 2014년에는 년도 비 

12.8%상승하여 6042억 달러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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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표 산업분류)              허용기

곡물  기타 식량작물 재

배업(01110)
벼 재배  보리 재배 제외

육우 사육법(012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연근해 어업(03112)

기타 기  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원자력발  연료의 제조·공 사업은 제외하

고 허용기타 비철 속 제련, 정련 

 합  제조업(24219)

원자력 발 업(35111) < 미개방 >

수력 발 업(35112) 외국인이 한 으로부터 매입하는 발 설비 합

제 3  외국인 투자 제한과 진  

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외국인투자는 원칙 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제

한이 있는 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술도입에 한 규정」별표 2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의 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제한업종

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

할 수 있다(「외국인투자 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개방된 산업분야의 수는 OECD평균보다 아

주 높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한민국 안에서 외국투자가

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업에 해 내국민과 동일한 우를 받으나, 일정

한 업종에 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가 지되는 업종  부분 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하는 기업에 

해서는 투자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를 부분 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과할 수 없습니다. 

<표 4-01>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허용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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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발 업(35113)

기타 발 업(35119)

계는 국내 체 발 설비의 30%를 

과하지 않아야 함

송   배 업(35120)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38240)

방사성 폐기물 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 리사업은 제외

육류 도매업(4631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내항 여객운송업(50121)

내항 화물운송업(50122)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허용 상: 남북한간 여객 는 화물운송

‧ 한민국 선사와 합작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국제 항공운송사업(51)

국내 항공운송사업(51)

소형 항공운송사업(5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 국토부 기 . 

주) 통계청 한국표 분류표상 분류(2자리)는 

항공운송업(51)으로만 구분 

세세분류(5자리)는 정기항공운송업(51100), 부

정기항공운송업(51200)으로 구분

신문 발행업(58121)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허용

잡지  정기간행물 발행

업(58122)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라디오 방송업(60100) < 미개방 >

지상  방송업(60210) < 미개방 >

로그램 공 업(60221)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방송채 사용사업자는 20% 이

하, 보도 문편성 방송채 허용사업은 

10%이하)

유선방송업(60222)

종합유선방송업에 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계유선방송사업은 20%이하인 경우 허

용)

성  기타 방송업

(60229)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허용

(단, 종합편성 는 보도 문편성을 행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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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덴츠 사업자는 20%이

하)

유선통신업(61210) ‧외국정부 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

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주식에 한하며, DR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등가물  출자지분 포

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49%이하인 경

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KT는 외국인 등이 최

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소유가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 의제법인: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

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9조 1항 1호

에 의한 특수 계인 포함)이 최 주주인 법인

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5%이상인 법인

- 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무선통신업(61220)

성통신업(61230)

그 외 기타 기통신업

(61299)

뉴스 제공업(63910)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 허용

국내은행(64121)
시 은행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특수은

행, 농수축 은 미개방)

출처: 외국인 투자가이드 Doing Business in Korea(Kotra) 

2)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 진법」을 용하기 어려운 공공성

격의 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 상 업종에서 배제되는 다음 업종을 말하

며, 이에 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술도입에 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95호, 2012. 5. 2. 발령·시행)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① 우편업, 앙은행, 개인·사업공제업, 연 업, 증권  선물거래소업, 

기타 융시장 리업, 어음교환업 등

② 입법기 , 기타 일반 공공행정, 법원, 검찰, 경찰, 기타 사법  공공

질서 행정, 사회보장행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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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아교육기 , 등학교, 학교, 일반고등학교, 학교, 학원, 특수

학교 등

④ 공연 술가, 비공연 술가, 산업단체, 문가 단체, 노동조합, 각종 

종교단체, 정치단체 등

⑤ 주한 외국공 , 기타 국제  외국기  등

3) 외국인투자 진과 규정

외환 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 투자를 진하기 해 1998년 외국인투

자 유치  진을 한 「외국인투자 진법」을 제정하여 획기 인 개

방과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 다. 2014년 1월 국내투자활성화  해외

로벌기업의 투자유치를 하여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에

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증손회사 외

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증손회사에 한 지분제한(100%지분 

소유)의 외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 진법」이 개정(법률 제12225호, 

2014.01.10 공포, 03.11시행)되었다. 즉,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하면서 외국인은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개별형 외국인투자)

(1) 외국인투자 진법의 이해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를 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에 이바지하기 해 외국인투자

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 진법은 외국인투자와 련 기본

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하  법령으로 외국인투자 진법에서 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투자 진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기술도입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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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 진법 련 법령

외국인투자와 련한 외국환  외거래에 한 사항에 하여는 외국

인투자 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환거래법이 용되며, 외국

인투자에 한 조세감면에 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시

행규칙 그리고 외국인투자 등에 한 조세감면 규정이 용된다. 한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

진법에 따른 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 법 상 순수 내국 법인에게 

용되는 법률을 동일하게 용 받는다. 그러므로 각 개별 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

업의 가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투자 련법령>

∙외국인투자 진법의 이해

∙외국인투자 진법 련 법령

※ 기본법령

∙외국인투자 진법·시행령·시행규칙

∙외국인투자  기술도입에 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 등에 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한 조세특례)·시행령·시행

규칙

※ 기타법령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와 련한 외국환  외거래에 한 사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 에 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 에 한 특별법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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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투자 진  규제

해외투자에 따르는 통상 인 사업상의 험 외에도 지 국가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외국투자가의 입장

에서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한 제도를 두

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에 해서는 「외

국인 투자  기술 도입에 한 규정」  「외국인투자통합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의 안 과 공

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 생 는 환경보 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히 어 나는 경우, 한민국의 법령을 

반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②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진법을 통해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와 같

은 간 투자보다 투자보호수 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 외송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 외

국인투자 진법 규정에 따른 차 계약에 의하여 지 되는 원리   수

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 되는 가는 송  당시 외국인투자·

기술도입계약의 허가 는 신고내용에 따라 그 외송 이 보장된다.

◾외국환거래의 정지(Safeguard) 조항 외 용

기획재정부장 은 천재지변· 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하고도 

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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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외국환

거래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외국인투자 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

자에 하여는 외국환거래법의 동 조항의 용이 배제된다(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내국민 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외에

는 업에 해 한민국국민 는 한민국법인과 같은 우를 받는다.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지

◾ 조세감면 규정 등의 차별 용배제

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용되는 조세에 한 법률  감면에 한 규

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진법의 규정에 의한 차 의 주  기술을 제공

한 자에 하여 동일하게 용됩니다.

4) 투자인센티 와 이행필수요건

  한국정부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해 다음과 같은 일반 인 인센티 를 

허용한다.

∙고도기술 비즈니스 랜트  R&D 센터를 한 장소마련과 확장에 

한  보조

∙외국인 투자가를 한 토지  장소에 한 임 료 감액

∙외국인들에 한 편의시설구축에 한 보조

∙국가 는 공공 부동산에 한 임 료 감액

∙주요 기반시설 투자에 한 재정  특혜지원    



- 44 -

  한국은 1989년에 외국인 투자에 한 이행필수조건들을 폐지하 고 

1992년에 모든 지 까지 존재하는 이행필수조건들을 제거하 다. 한국정

부는 투자가들이 지에서 구매를 하거나 생산품의 일정량을 수출해야하

는 필수조건이 없다. 외국인 투자에 주식을 보유하거나 어떠한 조건으로 

기술을 양도해야하는 한국정부의 필수조건이 없다. 한국정부는 특수한 

제조, R&D, 는 서비스시설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에 한 상쇄 필수조

건들도 부과하지 않는다. 한 투자허가에 한 정부가 부과하는 조건들

도 없다. 외국인 토지 취득법(Alien Land Acquisition Act)에서는 토지를 

구매  사용에 있어서 비거주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에게 한국인과 동일

한 권한을 부여한다. 부동산 투자 신탁법(Real Estate Investment Trust 

Act)에서는 부동산에 한 건 한 간 투자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

한다. 부동산 투자 신탁법에서는 투자가들이 자산 리회사를 통해 자

을 투자하고, 사무용빌딩, 비즈니스공원, 쇼핑몰, 호텔  갖추어진 아

트 등과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 4  한국 투자유치 황과 실태

1) 업종별 동향

  2015년 외국인 직 투자(외국인 직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인의 국내투자 신고 액은 209억1000만 달러로 년 비 10.0% 증가

했다. 실제 투자가 이 진 도착 액은 159억5000만 달러 년도 비 

32.3% 증가로 역시 사상 최고치 다. 외국인 직 투자에 한 2014년  

2025년 분기  업종별 신고 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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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2> 한국 외국인 직 투자 신고 액(2014-2015) (단 : 백만불, %)

구분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증감률

제조업 2,463 994 2,608 1,584 7,649 387 711 1,854 1,612 4,564 -40.3 

부품소재 2,282 723 445 1,161 4,611 300 605 1,345 1,156 3,406 -26.1 

서비스업 2,562 4,165 1,870 2,591 11,188 2,969 3,397 2,529 5,834 14,729 31.7 

기  타 37 113 6 10 166 198 1,208 16 193 1,615 871.7 

  체 5,062 5,273 4,484 4,185 19,003 3,555 5,316 4,399 7,639 20,909 1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기타는 1차 산업  기‧가스‧수도‧건설을 포함

  제조업분야와 부품소재 분야의 신고 액이 2014년 비 2015년에는 각

각 -40.3%, -26.1%로 크게 감소하지만, 서비스업분야와 기타분야에서는 

각각 33.7%, 871.7%로 상승되어서, 기타분야에서 8억 7170 달러로 크게 

상승하 다. 체신고 액은 2014년 비 2015년에는 190억 달러에서 

209억 1000만 달러로 약 10%증가하 다. 한 외국인 직 투자에 한 

2014년  2015년 분기  업종별 도착 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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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3> 외국인 직 투자 도착 액(2014~2015)   단  : 백만불 %

구분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증감율

제조업 2,515 861 631 944 4,951 2,173 300 1,557 886 4,916 -0.7 

부품

소재 
2,331 632 399 562 3,925 240 277 1,034 550 2,101 -46.5 

서비스 1,221 2,928 1,727 1,174 7,050 845 2,710 2,205 3,962 9,723 37.9 

기  타 33 1 6 15 55 192 6 1,081 36 1,314 2286.8 

  체 3,769 3,790 2,364 2,133 12,056 3,210 3,016 4,843 4,885 15,953 32.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타는 1차 산업  기‧가스‧수도‧건설을 포함

  제조업분야와 부품소재 분야의 도착 액이 2014년 비 2015년에는 각

각 -0.7%, -26.1%로 감소하지만 서비스업분야와 기타분야에서는 각각 

37.9%, 2286.8%로 증가하여 97억 2300만 달러, 13억 1400만 달러로 크게 

상승하 다. 체신고 액은 2014년 비 2015년에는 120억 5600만 달러

에서 159억 5300만 달러로 32.3%증가하 다. 

2) 국가별 동향과 투자실

  한국에 한 미국, 일본, EU  국 등 외국인 직 투자 2014년  

2015년 신고 액은 다음과 같다.   



- 47 -

<표 4-04> 주요국가 외국인 직 투자 신고 액(2014~2015)  

                                                 (단  : 백만불, %)

구분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증감률

미 국 820 1,689 353 747 3,609 1,253 848 876 2,501 5,479 51.8 

일 본 746 402 489 850 2,488 289 684 222 470 1,665 -33.1 

E U 2,259 999 2,672 574 6,504 348 962 494 691 2,495 -61.6 

 국 227 549 257 156 1,189 53 341 1,136 448 1,978 66.3 

기 타 1,010 1,634 713 1,858 5,213 1,612 2,481 1,671 3,529 9,292 78.2 

 체 5,062 5,273 4,484 4,185 19,003 3,555 5,316 4,399 7,639 20,909 1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비 2015년에 미국은 36억 900만 달러에서 54억 7900만 달러

로 51.8%증가하 고 국도 11억8900만 달러에서 19억 7800만 달러로 

66.3% 크게 상승하 다. 그러나 일본은 24억 8800만 달러에서 16억 6500

만 달러로 -33.1%로 감소하 다. 2015년도에 가장 큰 액은 54억 7900

만 달러로 미국임을 알 수 있으며 국은 19억 7800만 달러로 미국과 많

은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한국에 한 미국, 일본, EU  국 등 외국

인 직 투자 2014년  2015년 도착 액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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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5> 한국 주요국가 외국인 직 투자 도착 액((2014~2015) 

                                                 (단  : 백만불, %)

구분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증감률

미국 75 1,168 197 360 1,800 113 663 655 815 2,247 24.8 

일본 782 439 576 317 2,114 282 356 215 360 1,214 -42.6 

EU 2,219 1,028 744 608 4,599 2,229 826 397 962 4,415 -4.0 

국 58 121 65 71 315 79 228 1,112 301 1,720 445.4 

기타 635 1,034 782 777 3,228 507 943 2,464 2,447 6,357 97.0 

체 3,769 3,790 2,364 2,133 12,056 3,210 3,016 4,843 4,885 15,953 32.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비 2015년에 미국은 18억 달러에서 22억 4700만 달러로 

24.8% 상승하 지만 일본은 21억 1400만 달러에서 12억 1400만 달러로 

-42.6%크게 감소하 다. 그러나 국은 3억 1500만 달러에서 17억 2000

만 달러로 445.4% 큰 폭으로 증가하 다. 체 외국인 직 투자액은 

년도 비 2015년도는 159억 5300만 달러로 32.3% 증가하 다. 미주지

역, 아주지역, EU  기타 지역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1962년～2015년까지 외국인 직 투자 국가별 도착업체 수와 도착 액에 

한 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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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62～`15년

도착
업체수

액
도착
업체수

액
도착
업체수

액
도착
업체수

액

미주지역 283 2,288 282 2,501 298 3,864 6,436 39,047 

 미  국 181 1,599 201 1,800 202 2,247 5,094 27,916 

 캐나다 31 307 22 28 23 902 448 3,105 

 이만군도 38 202 31 118 32 319 344 3,471 

 기  타 36 179 31 555 44 396 664 4,555 

아주지역 1,061 3,899 967 4,714 957 6,235 20,292 56,095 

 일  본 361 2,885 263 2,114 220 1,214 6,657 29,515 

   국 234 226 301 315 373 1,720 6,002 4,555 

   만 17 12 20 56 24 200 388 682 

 홍  콩 76 128 120 405 145 657 1,082 3,160 

 싱가포르 84 454 110 1,628 105 2,286 937 9,592 

 말 이시아 14 54 14 47 9 3 442 6,432 

 기  타 277 140 145 149 87 155 5,070 2,158 

E  U 263 3,529 260 4,599 248 4,415 3,522 68,670 

 독  일 65 248 54 284 47 291 867 9,658 

   국 46 98 61 369 45 197 656 10,678 

 랑스 23 300 30 229 23 87 399 6,003 

 벨기에 3 24 4 3 2 32 105 3,023 

 네덜란드 47 761 43 557 59 2,295 688 22,818 

 아일랜드 4 77 5 444 3 19 145 3,302 

 기  타 76 2,020 68 2,713 69 1,494 780 13,188 

 기타지역 234 137 160 242 104 1,440 3,145 5,003 

  체 1,828 9,854 1,658 12,056 1,593 15,953 32,336 168,814 

<표 4-06> 외국인 직 투자 도착업체수  도착 액(2013~2015)  

                                             (단  : 건, 백만불)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50 -

  2015년도 외국인 직 투자 도착업체 수와 도착 액은 미주지역은 298

업체, 38억 6400만 달러이고, 아주지역은 957업체, 62억 3500만 달러이

며, EU지역은 248업체, 44억 1500억 달러이다. 2015년도 국가별 최  도

착업체 수는 국이 373업체로서 1 이며, 일본이 220업체로 2 , 미국

이 202업체로서 3 를 차지하지만, 도착 액은 네덜란드가 22억 9500만 

달러로 1 , 싱가포르가 22억 8600만 달러로 2 , 미국이 22억 4700만 

달러로 3 , 국이 17억 2000만 달러로 4 , 그 다음이 일본으로 12억 

1400만 달러이다. 이처럼 EU국가  네덜란드와 싱가포르가 많은 도착

액을 차지하고 있음은 투자에 의한 교류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3) 유형별  자 별 동향

외국인 직 투자의 종류는 인수·합병(M&A)형과 신규투자(Green Field)

형으로 나  수 있습니다.  M&A형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인수, 합

병에 의해 들어오는 외국자본을 뜻하며 Green Field형 은 외국인 투자자

들이 우리나라에 새로 시설을 만들거나 원래 있던 설비를 늘리는 것 등

의 직 투자를 의미합니다. 2014년과 2015년 인수·합병(M&A)형과 신규

투자(Green Field)형 외국인 직 투자 도착 액은 다음과 같다.

<표 4-07> 외국인 직 투자 도착 액(2014~2015)   (단  : 백만불, %)

구분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 분
기

4분기 합계 증감률

M&A형 2,289 1,913 601 626 5,429 2,224 1,042 3,097 2,285 8,648 59.3 

Green
field형

1,480 1,877 1,763 1,508 6,627 985 1,975 1,745 2,600 7,305 10.2 

  체 3,769 3,790 2,364 2,133 12,056 3,210 3,016 4,843 4,885 15,953 32.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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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비 2015년에 인수·합병(M&A)형 외국인 직 투자 도착 액은 

54억 2900만 달러에서 86억 4800만 달러로 59.3%크게 증가하 고 신규

투자(Green Field)형 외국인 직 투자 도착 액은 66억 2700만 달러에서 

73억 500만 달러로 10.2%증가하 다. 과거에는 인수·합병(M&A)형보다 

신규투자(Green Field)형 외국인 직 투자가 많았으나 요즘은 인수·합병

(M&A)형 외국인 직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외국인 직 투자를 신규

투자와 증액투자, 장기 차  등 투자자 유형별로 나  수 있다.  

<표 4-08> 유형별 외국인 직 투자(2014~2015)    (단  : 백만불, %)

구분
2014 20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증감률

신규 394 1,034 1,024 719 3,172 492 909 3,240 1,888 6,529 105.8 

증액 1,197 2,530 992 1,254 5,973 2,646 1,898 1,007 2,683 8,233 40.2 

장기
차

2,178 226 347 160 2,911 72 209 596 314 1,191 -59.1 

체 3,769 3,790 2,364 2,133 12,056 3,210 3,016 4,843 4,885 15,953 32.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914년 비 2015년에 외국인 직 투자의 신규 도착 액은 31억 7200만 

달러에서 65억 2900만 달러로 105.8% 크게 증가하 다. 증액 도착 액은 

40.2% 증가하 으나 장기차  도착 액은 29억 1100만 달러에서 11억 

9100만 달러로 -59.1% 크게 감소하 다.

4) 산업별 동향

농업, 축산, 수산  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가스‧수도‧건설 등에 

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업종별 도착한 업체수와 도착 액에 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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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62～`15년

도착
업체수

액
도착
업체수

액
도착
업체수

액
도착
업체수

액

농‧축‧수산‧ 업 6 7 10 2 9 7 192 571 

제조업 355 4,307 381 4,951 350 4,916 7,681 72,567 

식  품 14 40 19 88 24 173 390 3,671 

 섬유‧직물‧의류 11 83 9 122 11 309 422 1,971 

 제지‧목재 5 3 4 15 4 2 131 1,513 

 화  공 51 807 70 1,287 58 3,190 1,055 16,382 

 의  약 10 345 14 67 13 92 158 2,067 

 비 속 물 15 1,026 8 2,204 7 3 246 5,939 

  속 27 105 36 155 29 79 573 3,623 

 기계‧장비 54 148 67 350 63 287 1,177 6,163 

  기‧ 자 102 485 89 419 77 560 2,237 19,853 

 운송용기계 47 1,237 47 147 35 196 722 10,327 

 기타제조 19 29 20 96 29 25 641 1,058 

서비스업 1,448 5,508 1,261 7,050 1,222 9,723 24,228 91,870 

 도‧소매(유통) 789 687 605 824 539 847 15,743 17,184 

 음식‧숙박 92 350 72 592 73 582 1,546 4,076 

 운수창고 (물
류)

93 57 72 175 96 496 947 4,029 

 통  신 3 16 4 17 8 21 144 2,033 

  융‧보험 83 2,015 79 1,302 86 5,209 1,009 38,387 

 부동산‧임 94 417 105 630 99 626 724 5,822 

비즈니스서비스
업

248 1,899 280 3,397 268 1,625 3,405 17,756 

 문화‧오락 25 25 29 89 38 240 346 1,765 

 공공‧기타
 서비스

23 42 21 25 27 77 490 818 

기 ‧가스 ‧수도‧
건설

20 31 16 53 15 1,307 396 3,805 

   체 1,828 9,854 1,658 12,056 1,593 15,953 32,336 168,814 

<표 4-09> 산업별 외국인 투자도착 액(2013~2015) 

                                               (단  : 건, 백만불)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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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2015년도 제조업 도착업체 수는 350업체, 서비스업 도착업

체 수는 9,723업체이며, 기, 가스, 수도  건설 도착업체 수는 15업체

이고 도착 액은 각각 49억 1600만 달러, 97억 2300만 달러, 1억 3070만 

달러로서, 제조업 는 기, 가스, 수도  건설보다는 서비스업에 한 

외국인 직 투자의 도착업체 수와 도착 액이 가장 많다. 그리고 1962년

부터 2015년간에 농업, 축산, 수산  업분야에서 도착업체 수는 192

업체, 제조업분야 도착업체 수는 7,681업체, 서비스업분야 도착업체 수는 

24,228업체, 기, 가스, 수도  건설 분야 도착업체 수는 396업체이며, 

도착 액은 각각 5710만 달러, 72억 5670억 달러, 91억 8700만 달러, 3억 

8050만 달러이며, 1962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인 직 투자를 한 총 도

착업체 수는 396업체이며 총 도착 액은 168억 814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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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싱가포르와 한국의 투자결정요인 비교

제 1  투자 경쟁력  

건 한 비즈니스, 제도  정책 환경들은 주최국들이 외국인 직 투자를 

성공 으로 유치하는데 요하다. 

<표 5-01> 비즈니스 환경 수와 순 (2009~2018)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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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인자들은 경제  기회의 존재, 거시경제  정치  분 기의 

안 성, 교역에 한 개방성, 기반구조의 유용성  세 수  등이 있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최신 비즈니스 환경순 (Business 

Environment Rankings: BER)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2009-2013년에 1 를 

차지하 고, 2014-2018년에도 가장 투자가에 친화 인 장소로 유지될 

망이다. 그 다음으로 스 스와 홍콩이 2 와 3 를 차지하며, 10 권은 

북미, 스칸디나비아  기타 아시아 선진국들이 차지한다. 한국과 일본

은 각각 26   27 로서 만 14  보다 많이 뒤져 있으므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국가

별 상보고서에서 82개 국가에서 비즈니스 질이나 매력도를 측정하며, 

비즈니스 환경순 는 로벌 비즈니스 략을 한 기업들의 주요 기 을 

반 하기 한 것이며, 역사  환경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환경에 한 

상수치에 근거한다. 이것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규칙성, 상

수치들이 깊이와 세부내용들을 이용하여, 국가별  로벌 기반에 기

한 향후 비즈니스 환경순 를 형성한다. 비즈니스 순 모델은 정치  환

경, 거시경제 환경, 시장기회, 자유기업과 경쟁에 한 정책, 외국인 투

자에 한 정책, 국제무역과 거래통제, 세 , 자 공 , 노동시장  기

반구조 등의 10개 범주의 기 들을 시험한다. 각 범주는 과거 5년  향

후 5년간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평가하는 많은 지표들이 포함된

다. 각 범주의 지표들의 수는 국제무역과 거래제도에서 5개, 기반구조에

서 16개 등 다양하며 총 91개 지표들이 있다. 각 91개 지표들은 제일 열

악한 1 에서 제일 양호한 5 으로 수가 부여된다. 지표들의 거의 반

은 양 인 데이터(GDP등)에 기 하고, 2009-2013년은 국가  세계 통계

자료, 2014-2018년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상수치 평가에서 

주로 사용된다. 나머지 지표들은 인 자료이며 2009-2013년 데이터와 

비즈니스조사에서 인용되었고 2014-2018년 양  지표들의 모든 상수

치들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평가에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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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

(Economic

 Fundamental)

거시성과(Macroperformance)

교역과 FDI에 한 개방성(Openness to trade and FDI

노동인력의 질과 구조(Quality and structure of the 

labor force) 

물리  기반구조(Physical infrastructure)

비즈니스 수월성

(Ease of Doing 

Business)

회계  노출 필수조건(Accounting and disclosure 

requirement)

테러  범죄비용(Costs of terrorism and crime)

과세부담(Tax burden)

창업비용(Costs of starting a business)

계약시행비용(Costs of enforcing contracts)

산해결비용(Costs of resolving insolvency)

규제 질(Quality of 

Regulations)/투자에 

한 규제 장애

(Regulatory Barriers 

to Investment

규제 정도와 부담(Extent and burden of regulation)

부패(Corruption)

투명성(Transparency)

자본에 한 통제정도(Extent of controls on capital)

법의 통치(Rule of 

Law)

법 인 기반구조(Legal infrastructure)

재산권 보호(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투자권리보호(Protection investor rights)

1) 로벌 기회지수 

로벌 기회지수는 경제기 (Economic Fundamentals), 비즈니스 수월성

(Ease of Doing Busi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치(Rule of 

Law) 등 4개 범주 61개 변수로 산출한다. 각 범주들은 외국인 직 투자 

유치를 한 경제   제도  요인들의 힘을 측정한다. 합성지수는 4개 

범주의 평균지수이다. 투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인 경우 10 이고 가장 

낮은 수는 0이다. 2015년도 로벌 기회지수는 136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표 5-02> 로벌 기회지수 하 요소(2015)

출처:  연구소(Milke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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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 는 한 국가의 거시경제 환경이 외국인 직 투자에 도움이 되

는 정도를 측정하며 거시성과, 무역과 외국인 직 투자에 한 개방성, 

노동력의 질과 구조  물리  기반구조 등의 요소들이 있다. 비즈니스 

수월성은 비즈니스 운 과 련된 암묵   명시  비용을 측정하며 테

러와 범죄비용, 세 부담, 창업비용, 계약이행 비용  산해결 비용 등

의 요소들이 있다. 규제의 질과 투자에 한 규제 장애에서는 한 국가에

서 정책입안의 효과와 시행을 평가하며 비슷하게 한국가의 법과 규정들

이 교역의 자유흐름과 투자를 방해하는 정도를 반 하며 부패, 투명성, 

자본에 한 통제정도 등의 요소들이 있다. 법치는 한 국가의 법제도에

서 비즈니스 투자를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해 투자가들과 재산권을 보

호하는 정도를 반 하며, 법 인 기반구조, 재산권 보호  투자가의 권

리보호 등의 요소들이 있다. 로벌 기회지수는 발 하는 세계경제에 

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인 직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신장시키며, 

직업창출을 가속화하기 해 각국의 정부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 비즈니

스 비용과 조건들은 외국인 직 투자에 요한 요소이며, 정교한 은행시

스템과 건강한 산업기반뿐만 아니라 천연자원과 인력의 근면함 등도 

요한 가치가 된다.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부패를 억제하며, 건 한 규제

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외국인 직 투자유치에 강 들을 갖게 된다. 로

벌 기회지수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국가들의 매력도를 밝 주는 체계

인 틀을 제공한다. 그 지수는 경제  변수들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주요 

비즈니스, 법  규제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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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 경제  기
비즈니스

수월성
규제의 질 법치

순
수 국가 순 수 순 수 순  수 순 수

1 8.7 싱가포르 2 7.64 1 8.78 2 9.20 2 9.20

2 8.47 홍콩 1 7.86 2 8.52 8 8.30 2 9.20

3 7.88 필랜드 39 6.09 4 8.31 1 9.30 15 7.80

4 7.81 뉴질랜드 63 4.95 5 8.21 6 8.50 1 9.60

5 7.79 스웨덴 10 6.77 15 7.68 5 8.60 10 8.10

6 7.73 캐나다 35 6.14 7 8.00 11 8.00 5 8.80

7 7.64 국 15 6.54 21 7.52 14 7.60 4 8.90

7 7.64 노르웨이 46 5.64 10 7.84 3 8.80 9 8.30

9 7.61 아이랜드 18 6.50 8 7.94 20 7.20 5 8.80

10 7.57 말 시아 3 7.32 15 7.68 20 7.20 10 8.10

11 7.50 네덜란드 6 7.04 10 7.84 7 8.40 28 6.70

12 7.47 에스토니아 3 7.32 19 7.57 9 8.20 24 6.80

13 7.41 룩셈부르크 5 7.18 30 7.26 3 8.80 30 6.40

14 7.31 아이스랜드 23 6.41 3 8.42 34 6.70 17 7.70

15 7.27 호주 14 6.59 15 7.68 18 7.30 18 7.50

16 7.26 덴마크 25 6.36 42 6.68 12 7.90 10 8.10

17 7.23 일본 9 6.82 36 7.10 31 6.90 10 8.10

18 7.14 독일 34 6.18 12 7.78 14 7.60 21 7.00

19 7.14 미국 21 6.45 26 7.42 42 6.30 7 8.40

20 7.12 칠 12 6.68 42 6.68 13 7.80 20 7.30

21 7.11 스 스 12 6.68 30 7.26 10 8.10 30 6.40

22 7.08 오스트리아 8 6.91 21 7.52 23 7.10 24 6.80

23 7.06 벨기에 30 6.23 36 7.10 23 7.10 15 7.80

24 6.94 이스라엘 23 6.41 68 5.94 29 7.00 7 8.40

25 6.79 카타르 21 6.45 26 7.42 23 7.10 36 6.20

25 6.79 오만 50 5.54 14 7.73 16 7.50 30 6.40

27 6.76 키 로스 35 6.14 53 6.42 29 7.00 18 7.50

28 6.66 한민국 18 6.50 8 7.94 52 6.00 36 6.20

29 6.54 라트비아 30 6.23 21 7.52 38 6.50 40 5.90

29 6.54 아랍에미리트 51 5.50 29 7.36 17 7.40 40 5.90

<표 5-03> 로벌 기회지수(2015)                   단 : 10  만

출처:  연구소(Milken Institute)

   표에서 싱가포르, 홍콩  필랜드가 각각 1 , 2   3 를 차지

하며 로벌 기회 수가 가장 높다. 서열 10 안에 드는 국가들은 경제

으로 선진국이며 오래 동안 지속된 제도를 지니며 투명성이 높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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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 일본 국

수 순 수 순 수 순 수 순

합성 수  순 8.7 1 6.66 28 7.23 17 5.85 52

경제  기 7.64 2 6.50 18 6.82 9 6.32 28

비즈니스 수월성 8.78 1 7.94 8 7.10 36 5.79 75

규제의 질 9.20 2 6.00 52 6.90 31 6.30 42

통치 9.20 2 6.20 36 8.10 10 5.00 69

들이다. 10  안에 든 국가들 에 말 시아는 유일하게 개발도상 국가

는 법의 규칙분야에서 강 을 갖는다. 한민국은 28 로서 17 인 일본

보다 많이 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고 은 10 이고 최하 은 0 으

로 로벌 기회지수는 외국인 직 투자(FDI)와 강한 상 계를 있으며, 

로벌 기회지수 수가 높을수록 외국인 투자유입이 커진다. 한 로

벌 기회지수와 외국인 간 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와 계가 

있으며  각 로벌 기회지수 수의 1  증가는 1인당 외국인 직 투자 

42% 증가하고 국제 인 포트폴리오 흐름은 55%증가한다. 다음은 싱가포

르, 한국, 일본  국의 로벌 기회지수를 구성하는 4개 범주인 경제

 기 , 비즈니스 수월성, 규제의 질  통치에 한 각각의 수와 순

를 나타낸다. 

<표 5-04> 주요국가 로벌 기회지수 구성요소 수와 순  

출처: 2015 Milken Institute에서 편집하여 재구성된 자료임   

  Dunning(1979)의 충이론 에 하나인 특정한 입지 우 이론에서는 

원료의 존재, 낮은 임 , 세 인하, 유리한 투자환경  우수한 경제기반

구조 등을 가지는 국가에 외국인 직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 다. 상기 표에서 보듯이 싱가포르는 앞서 논의된 교역개방

성, 노동력  재정  기반구조를 구성하는 경제  기 에서 136개 국가

들 에서 2 를 차지하 고 한국은 28 , 일본은 17  그리고 국은 

52 를 차지함으로써 싱가포르가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

러와 범죄비용, 과세부담, 창업비용, 계약이행비용  산해결비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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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이 포함되는 비즈니스 수월성에 있어서도 싱가포르는 1 , 한국은 

7 를 차지함으로써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본은 36 , 국은 42 를 

함으로써 싱가포르와 한국보다 많이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즈니

스 수월성은 비즈니스 운 과 련된 비용과 련이 있다. 규제 정도와 

부담, 부패  투명성 등의 요소들을 갖는 규제의 질에서는 싱가포르 2

, 한국은 52 로서, 일본 31   국 42 보다 많이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부패는 별도로 다음 순서에서 논의  분석될 것이

다. 법 인 기반구조, 재산권 보호  투자가 보호 등의 요소들을 갖는 

통치에서는 싱가포르가 2 , 한국은 36 로서, 상당히 격차가 나며 일본 

10 보다 많이 뒤지며, 국은 69 를 기록하 다.          

2)  경제자유도

  FDI와 경제  자유는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며, 경제  자유는 한

국에서 제도  환경을 나타낸다. 성장이론을 고려할 때, 노동이나 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  자유도 번 의 결정요소로 간주된다. 각 국가의 경

제  자유도를 측정하기 해 다양한 경제 자유도 지수들을 구성하 다. 

Gawartney, Lawson and Block(1996)은 경제  자유지수를 설계하고, 국

가들이 자유시장에 근할 수 있는 정도에 한 척도라고 정의하 다. 

경제  지수를 만들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경제학자들이 리 사용

하는 것은 Heritage Foundation and Wall Street Journal 그리고 Fraser 

Institute가 만든 경제  지유지수들이다. Heritage Foundation에 따르면, 

경제  자유는 시민들이 자유 자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

를 월하여 재화와 용역에 한 생산, 분배 는 소비에 한 정부의 

강압이나 억제가 없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Heritage Foundation에 의

해 매년 발표되는 경제  자유는 국가  다른 조직된 단체와 련된 개

인의 노동과 재산에 한 개인의 물리  자율성으로 표 되며 이러한 정

의에 따르면, 경제 으로 자유로인 개인은 완 히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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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있음을 말한다. Gwartney and Lawson(2004)는 경제  자유도

가 투자와 생산성 등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에서 경제자유도가 투자

를 강하게 진시킴을 발견하 다. Bengoa and Sanchez-Robles(2002)는 

경제자유, FDI  성장에 한 연구에서 상호 련성을 발견하 으며, 

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 지수를 이용하여 투자수여국의 시장규모, 개

방성  외부 부채상태 등과 같은 변수들을 가지고 계량분석을 하 다. 

그러한 연구결과에서는 경제자유도가 높은 지수를 갖는 국가들은 FDI유

입이 많고 성장률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Gwartney, Lawson and 

Holcombe(1999)는 과 인 이션, 경제구조, 세 차이와 국제 인 교

역의 4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 다. 그 연구결과에서 한 국가에 

한 FDI유입양은 경제자유도의 수 에 따라 정 으로 변화됨을 제시

하 다. Azman-Saini, Baharumshah and Law(2010)는 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도 요소들 에 시장규제, 외국인과의 교역자유도  재산권의 

확보 등이 투자결정의 주요 요소들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높은 

수 의 경제자유도에 의해 지원되는 다국  기업들은 성장에 정 인 

항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Onyeiwu(2002)는 FDI의 결정요인들이 다양

하게 동국가들에 향을 주는지에 조사하여, 많은 제도  거시경제 

요소들은 동국가에 한 FDI유입에 요한 결정요인이 되지 않음을 

나타냈다. 즉 동지역에서 경제  성장, 기반구조, 인 이션  투자

회수율 등의 요소들보다는 교역개방성, 부패  료  형식주의 등이 

정   부정  향을 주었으며, FDI유입결정에서 거시경제 안 화 

략보다는 교역자유화와 민 화 등의 요소들이 보다 결정 인 역할을 

한다고 하 다. 

  경제자유도 지수는 총 10개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법의 규칙(Rule of Law)은 지 재산권(Property Rights)과 부패

자유도(Freedom From Corruption), 정부제한(Limited Government)은 정

부지출(Government Spending)과 재정자유도(Fiscal Freedom), 규제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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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국가 자유도 수 년도 비 변화
1 홍콩 88.6 -1.0

2 싱가포르 87.8 -1.6
3 뉴질랜드 81.6 -0.5

4 스 스 81.0 0.5
5 호주 80.3 -1.1

6 캐나다 78.0 -1.1

7 칠 77.7 -0.8
8 아일랜드 77.3 0.7

9 에스토니아 77.2 0.4
10 국 76.4 0.6

(Regulatory Efficiency)은 비즈니스 자유도(Business Freedom), 노동 자유

도(Labor Freedom)  통화자유도(Monetary Freedom), 시장개방성(Open 

Markets)은 무역 자유도(Trade Freedom), 투자 자유도(Investment 

Freedom)   융자유도(Financial Freedom)로 구분된다. 2016년도 싱가

포르의 경제자유 수는 87.8로서 총 178개국  2 를 차지하 으며 

2015년도보다 1.6포인트 상승하 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42개 국가 

 홍콩이 1 에 이어 2 를 차지하 다. 2016년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자유도 순 와 수는 다음과 같다.

<표 5-05> 주요 국가 경제자유도 순 와 수(2016)

출처: Heritage Foundation

  세계의 가장 높은 경제자유도로부터 이 을 갖는 싱가포르는 지속 인 

개 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싱가포르는 10개 자유경제국가  가

장 큰 수가 증가하 다. 세계 인 융센터를 건설하고  세계 인 

통상거래에 시장을 개방하는 지속 인 노력으로 재정자유도  투자자유

도를 포함하여 10개 항목의 경제자유도  4개의 자유도가 상승하 다. 

한국과 일본은 10개국 안에 들지 못하 으며, 한국은 71.7로서 27 를 

하 고, 일본은 73.1로서 22 를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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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
싱 가 포

르
한국

법의 규칙(Rule of Law)
지 재산권 90.0 70.0

부패자유도 84.0 55.0
제한된 정부

(Limited Government)

정부지출 90.1 69.7

재정자유도 91.2 73.8

규제 효율성

(Regulatory Efficiency)

비즈니스 자유

도
95.0 91.1

노동자유도 90.7 50.6

통화자유도 81.8 82.6

시장개방성(Open Markets)

교역자유도 90.0 74.6

투자자유도 85.9 70.0
융자유도 89.0 80.0

종합평균 수 87.2 71.7

종합평균 순 2 27

<표 5-06> 경제자유도 지수(2016)

출처: Heritage Foundation

  각 10개의 자유도는 100 을 최고 수의 자유도를 나타내고 최하 0의 

수를 가지며 등 이 부과된다. Beach and Kane(2007)에 의해 만들어진 

2008경제자유지수(2008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경제자유도 10

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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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재산권
국가에 의해 으로 시행되는 명확한 법에 의해 확

보되는 사람들의 사 인 재산을 축척할 수 있는 능력 

부패자유도

정부의 법 , 사법   행정  부패 수 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환경에서 부패인지를 평가하는 양 인 자료

에 기

정부지출

소비  불입을 포함한 모든 정부지출로 이상 으로 

국가는 인 최소 지출로 진정한 공익상품들만을 

제공 

재정자유도

세입으로부터 나오는 정부부담 척도로 소득에 한 최

고세율에 의한 과세부담과 GDP의 일부분으로 체 세

입이 포함 

비즈니스자

유도

한 기업을 신속하고 쉽게 창업, 운   패쇠하는 능

력으로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규정들은 비즈니스 자유

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노동자유도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국가에 의한 제약 없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

통화자유도

가격안정성의 수치와 가격통제의 평가를 결합하며 인

이션과 가격 통제는 시장활동을 왜곡하고 거시경

제 개입이 없는 가격안정성은 자유시장에 한 이상

인 국가 

교역자유도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에 향을 주는 세  비 세 

장벽의 없는 종합 척도

투자자유도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특히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흐

름의 척도 

융자유도

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뿐만 아니라 은행안 의 척도

로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같은 은행  융기 들의 

국가소유는 비효율 인 부담이 되고 정치  편향은 자

유자본시장에 여지가 없음

<표 5-07> 경제자유도의 정의

출처: The Impact of Economic Freedom on FDI Inflows to Developing 

Countrie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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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리할 수 있는 기본

인 권리이며 경제 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근무, 생산, 소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 자본  상품들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며, 자유를 보호

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자유를 강압 는 억제를 삼간

다. 경제자유는 보다 커다란 번 과 경제발 을 가져오고 경제자유지수

는 경제자유와 다양한 정 인 사회   경제  목표들 사이에서 강한 

련성을 갖는다. 경제  자유는 건강한 사회, 깨끗한 환경, 인간발 , 

민주주의  가난제거 등과 련이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경제

자유도가 큰 국가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자유도 지수는 범

하고 폭넓은 경제자유도를 찰하고 10개 분야에 한 각국의 성과를 측

정한다. 경제자유도의 각 요소들을 갖는 한 국가는 세계의 나머지 국가

들과의 상호 계가 있으며, 한 국가의 개방성의 정도는 로벌 투자  

교역과 계가 있다. 교역자유도가 FDI유입에 미치는 향은 FDI특성에 

달려있으며 수평  FDI는 교역개방성과 더불어 감소되지만, 수직  FDI

는 교역개방성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한다. 그러나 Kumar(2002)는 교역자

유도와 련하여 교역개방성이 FID유입에 반 인 정  향을 다

고 하 다. 이처럼 경제자유도의 요소들은 개인과 국가의 번 을 발 시

키고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며 한 분야의 발 이 다른 분야의 발

을 강화시키거나 고취시키는 보완  계를 갖는다. 한 한 분야에서 

경제자유도의 억제는 다른 분야에서 높은 수 의 자유도를 성취하는데 

어렵게 한다. 외국인 투자를 증진시키는데 높은 교육수 과 동기를 갖은 

노동력은 활력과 원기를 더욱 증강시키며 신을 강화시킨다. 싱가포르 

사회는 부패에 한 용이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표

에서 부패자유도가 싱가포르는 84.0인데 반해 한국은 55.0으로서 상당히 

낮으므로 모든 잘못된 행, 비리, 부조리 등 부정 인 부패요소들을 근

본 으로 제거하기 한 법, 제도  정책 등을 과감히 수정하거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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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엄격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 격히 차이가 나는 노동자

유도에서 싱가포르는 90.7인데 반해 한국은 50.6으로서 많은 차이를 나

타내므로, 노동 련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업, 사보타주(Sabotage)  법투쟁 등이 한국에서 자

주 발생되므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각에는 투자를 망설이는 요인들이 

될 수 있고, 해고제도 등도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경직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꺼리는 요인 에 하나이다. 

  Fraser Institute에서도 경제자유도 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각 경제자유 

지수는 국가들의 정책과 제도들이 경제 인 자유를 지원하는 정도를 측

정하며, 경제자유도의 요요소는 개인 인 선택, 자발 인 거래, 시장진

입과 경쟁의 자유  사람과 개인소유재산의 안  정부지출 등에 한 

것이며, 세   기업 등의 정부규모, 법 구조와 소유권 안 , 건 한 

융 근, 국제무역 자유성 그리고 신용, 노동  비즈니스의 규제 등 5

개 역으로 구성되며, 42개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경제자유도를 측정한

다. 다음은 싱가포르와 한국의 경제자유도 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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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가 포

르(2013)

한국

(2013)
싱가포르 한국 종합 수  순 8.52(2) 7.38(39)

정부규모 7.79 6.87

A. 정부부패 5.41 5.12

B. 이체와 보조 8.75 8.35

C. 정부사업과 투자 7.00 8.00

D. 최고한계세율

1)최고한계소득세율

2)최고한계소득  여세

율

10.00

10.00

10.00

6.00

6.00

6.00

법 체계와 

소유권
8.25 6.22

A. 사법  독립 7.78 4.18

B. 공정한 재 7.12 3.53

C. 재산권 보호 8.73 5.36

D. 법과 통치의 군 개입 8.33 6.67

E. 법 인 통합 8.33 8.33

F. 계약의 법  시행 7.77 8.11

G. 부동산 매 규제비용 8.99 8.19

H. 경찰의 독립 8.60 6.04

I. 범죄 비용 8.62 5.57

재정건 성 9.24 9.60

A. 융성장 8.86 9.23

B. 인 이션 표 편차 8.56 9.45

C. 인 이션: 최근년도 9.52 9.74

D. 외환은행계좌소유 자유

도
10.00 10.00

국제무역자

유
8.84 7.36

A. 세

1) 무역세로부터 세입

2) 평균 세율

3) 세율 표 편차

8.35

10.00

9.96

5.08

5.60

9.46

7.34

0.00

B. 규제교역장벽

1) 비 세교역장벽

2) 수출입 수비용

8.44

7.48

9.41

7.09

5.12

9.06

C. 암시장거래율 10.00 10.00

D. 자본  인력이동의 통

제

1) 외국인 소유/투자제한

2) 자본통제

3) 외국인 방문 자유도

8.55

8.73

6.92

10.00

6.74

5.34

6.15

8.72

규제 8.48 6.86

A.신용시장규제

1) 은행소유권

2) 민간 역신용

3) 이자율통제(음성실질이

자율)

10.00

10.00

10.00

10.00

9.33

8.00

10.00

10.00

<표 5-08> 싱가포르-한국 경제자유도의 지수 비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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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노동시장 규제

1) 고용규제  최 임

2) 고용  해고 규제

3) 앙집단 교섭

4) 시간 규제

5) 근로자 해고 법 비용

6) 강제징수

7.60

10.00

7.34

8.28

10.00

10.00

0.00

4.51

5.57

4.02

6.96

8.00

2.52

0.00

C. 비즈니스 규제

1) 행정필수사항

2) 료제 비용

3) 창업비용

4) 추가비용/뇌물/편애

5) 라이센싱제한

6) 세 수비용

7.73

7.00

2.15

9.91

8.86

10.00

9.08

6.73

3.63

3.81

9.72

5.30

9.99

7.90

출처: Fraser Institute(2015)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표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경제자유도 지수에서 경제자유도를 구성하

는 요소들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앞서는 지수는 거의 없으며, 정부사

업과 투자에서 싱가포르는 7.00인 반면 한국은 9.00의 수를 얻었고, 법

인 통합에서는 양국이 8.33으로 동일하고, 계약의 법  시행에서 싱가

포르는 7.77 한국은 8.11로 약간 앞서며, 인 이션에서 싱가포르 9.52 

한국 9.74로 다소 높으며 외환은행계좌소유 자유도에서 양국이 10.00으

로 동일하며 민간 역 신용과 이자율통제에서도 양국이 각각 10.00 으

로 동일하며 징집에서 0.00으로 양국이 동일하며 료제 비용에서 싱가

포르는 2.15 한국은 3.81로 한국이 약간 앞선다. 경제자유도 지표에서 두

드러진 특징은 법 체계의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 에서 싱가포르와 

한국은 각각 7.78, 4.18 그리고 7.12, 3.58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고

용규제와 최 임 에서도 10, 5.57로 약 두 배 차이가 나며, 근로자 해고 

법 비용은 싱가포르가 10, 한국이 2.52로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다. 

경제자유도의 체 인 종합 수를 고려하면 싱가포르가 85.2 으로 2

를 차지하며 한국은 7.38로 39 를 차지하여 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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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신뢰도

A.T Kearney는 1998년에 만들어진 비즈니스 컨설 기업으로 CEO들의 

의사결정 문제나 경 활동 등에 한 자문을 하며 매년 약 60개국을 

상으로 외국인 직 투자신뢰지수를 발표한다. 상  25개 국가들의 순

는 정치 , 경제   규제 련 변화들이 향후 각국의 외국인 직 투자

유입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에 한  방 인 분석을 한다. A.T 

Kearney의 설문지 조사 상기업들은 모든 지역과 산업분야를 표하는 

기업들로서  세계의 외국인 직 투자유입의 반이상을 차지한다. A.T 

Kearney FDI신뢰지수는 주요 다국  기업들의 CEO가 국가의 FDI매력도

에 한 응답으로서 지수 값이 최  0에서 최고  3이 된다. 해외직

투자 싱가포르는 2014년 9 에서 2015년 15 로 6  하락되었지만, 세계

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비즈니스 친화 인 경제국이다. 2014년 싱가

포르의 외국인 직 투자유입액은 27%상승하여 810억 달러이다. 싱가포

르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 하고, 생명과학을 제조업의 

요한 요소로 인식을 하고 각 역의 성장을 진하기 해 주의 투자

노력을 한다. 경제개발 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Home 략

은 기업들이 아시아와  세계 으로 그들의 비즈니스, 신  명한 

목표를 추진하기 해, 싱가포르에서 매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다국

 기업들에 한 주요 허 로서 싱가포르의 건 한 법  틀, 공공정책 

 강한 명성으로 분야별 다양한 투자유치를 계속하고 있다. 다국  기

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한 안 한 장소를 찾고,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

에서 서부의 보다 친숙한 시장으로 심으로 돌린다.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인 FDI유입의 증가분을 계속 유치하며 이러한 경향은 국내소비시

장이 계속 증기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국은 2014년에 3% 증가하여 

2 를 차지하 고 일본은 2014년 이후 19 에서 7 로 최고 순 가 되었

으며 국무총리 신소아베 정부의 성장 략으로 신용증가를 반 한다. 싱

가포르와 더불어, 2015년 순 에서 호주는 8 에서 10 , 인도는 7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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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1 로 각각 하락되었다. A.T Kearney FDI신뢰지수는 정치 , 경제  

 규제 변화를 통해 재의 FDI유입은 물론 미래의 FDI유입을 측정한

다. 제조에 한 신을 강조하는 정부의 창조경제가 작동되고 있으며, 

기업의 숙련된 노동력, 기술발   교역량 증가 등으로 한국경제는 

 견고해지고 있다. 2014년 5월에 국의 알리바바(Alibaba)는 합작으로 

249달러로 Singapore Post지분을 인수하기로 계획을 발표하 으며, 동남

아시아의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을 공략하기 한 국제 인 자상거

래 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것이다. 2014년 11월 국의 Jiangsu 

Changjiang Electronics기업은 국이 스마트폰 제조의 세계 인 선도기

업이 됨에 따라 반도체 업을 발 시키기 해 STATS ChipPAC기업을 

인수하기 해 7억 8000달러 제의를 발표하 다. 2014년 5월에는 미국의 

사모투자 문회사인 KKR은 화학물질, 식품의 콘테이   박스와 고무

산업체 제조업체인 Goodpack을 11억 달러에 인수하 다. 2015년 2월에

는 일본의 화물운송업체인Kintetsu World Express는 물류회사인 Neptune 

Orient Lines을 12억 달러에 인수하기 한 계획을 발표하 다.     

 한국은 2014년에 25국가 순 에 들지 못하 으나 2015년에 16 를 차

지하 다. 그 원인은 숙련 노동력, 고도경제  교역량에서 많은 증가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심에 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창조  경

제의 개념을 지지하는 박근혜 통령은 신생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

어 제조에서 신으로 성장모델을 변화시키기 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한국은 모든 지역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2014년 1월에 세계에서 가

장 큰 원유수출업체인 Saudi Aramco는 한국이 3번째로 큰 정유회사인 

S-Oil와 모계사인 한항공을 20억 달러 지분을 사기로 합의하 다. 같은 

달에 Anheuser-Busch InBev는 Oriental Brewery를 58억 달러로 인수하

고, 한 달 후 미국사모투자 문회사인 Carlyle Group은 화재  보안 기

업인 Tyco International을 19.3달러로 구매하 다. 2015년 2월에는, 국

의 융회사인 Anbang Insurance Group이 국제 인 성장 략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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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정요소 련 범주 비율(%)
국내시장규모 시장규모 25

정부규제투명성과 부패근 정부규제 22

세율과 납세의 용이 정부규제 22
일반 인 보안 환경 보안 21

노동비용 노동 20
법   규제 과정의 효율성 융  법  환경 20

투자가를 한 정부 인센티 정부규제 18

인재와 노동력의 기술수 노동 17
국가 자본 유출입의 용이 융  법  환경 17

국내시장에서 융자본의 유용성 융  법  환경 15
투자가와 재산권의 힘 정부규제 15

운송기반구조의 질 기반구조 11
원료와 기타 투입 이용가능성 투입의 이용가능성 11

지역  양자 간 무역 정의 국가

참여
정부규제 11

통신기반구조의 질 기반구조 10

기기반구조의 질 기반구조 8
토지  부동산의 이용가능성 투입의 이용가능성 8

로 Tonyang Life을 10억 달러로 인수하 다. 이처럼 한국에 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투자신뢰도가 증가와 계가 있다. 외국인 투자를 

선택하는 국가와 시기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표 5-09> 외국인 투자의 주요결정요소

출처: A.T Kearney 직 투자신뢰지수 2015

  FDI수 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요한 

요인이며, 다음이 리스크 허용수 이다. 할인된 가격과 충분한 기 을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들은 험을 탐색할 수 있다면 투자할 비를 한

다. 표에서 FDI를 하는데 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로서 시장규모 

25%, 정부규제투명성과 부패근  22%, 세율과 납세의 용이함 22%  

반 인 보안환경 21% 등이 요한 요인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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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1> 외국인 직 투자 신뢰지수 순 와 수(2015)

출처: A.T.Kearney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 투자 신뢰지수가 2014년 9 , 2015년 15 으

나 2015년에는 10 로 상승하 다. 아시아 국가들 에 국, 일본, 인

도, 싱가포르, 한국으로 5개 국가가 포함돼 있으며, 국은 2014년부터 2

로 순  변동 없으며 일본은 2014년 19 에서 2015년 7 , 그리고 

2016년에는 6 로 상승하 다. 한국은 2014년에는 25순 권 밖이었으나, 

2015년에는 16 , 2016년 17 로 순 권에 한 단계 하락하 다.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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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가 하락하는 요인들은 많이 있지만 부패가 주요 요인들의 하나

가 된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련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외

국인  국내 투자 활력을 하시켜 투자유치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부패는 규모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최근에는 산업국가에서 높은 수 의 부패, 세

계의 부패비용의 인지도 증가 그리고 정치   경제  변화 등으로 부

패는  주목을 받아왔다. 부패 행은 정상 인 료  차들이 이행

되기 에 뇌물을 요구하는 사소한 부패에서 특혜 가로 상당한 돈을 

지불하는 규모 부패 등이 있다. 부패는 정치 , 경제   행정  

역에서 발생되며, 입법부와 사법부와 같은 기 들이 취약한 국가에서 더

욱 악화되고, 법의 통치나 형식 인 법 수가 엄격히 수되지 않는다. 

일단 부패가 뿌리를 내리면, 부정 인 효과가 배가되고 사람들이 부패를 

정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냉소주의를 야기한다. 사람들이 부패는 합법

인 일보다는 부패를 하는 것이 보다 쉽고 유리함을 깨닫게 되므로 부

패는 사회  가치를 손상시킨다. 부패는 비즈니스에 한 비정상 인 세

, 비용증가  투자인센티 의 왜곡 등으로 역할을 한다(Shleifer and 

Vishny 1993; Mauro 1995; Wei 2000a). 따라서 부패는 국제 인 투자가

들에게 흔한 일이다. Shleifer and Vishny(1993), Bliss and Di Tella(1997) 

그리고 Aidt(2003)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부패의 "움켜잡는 손(grabbing 

hand)" 이론에서 한 국가의 부패는 시장에서 경제활동과 련된 비용을 

증가시키는 움켜잡는 손과 같음을 주장하 다. 많은 실험  연구에서 주

최국에서 부패는 FDI와 부정 으로 련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Wei 2000; Habib and Zurawicki 2001). 그러나 Lui(1985), Beck 

and Maker(1986)  Saha(2001)와 같은 학자들은 "돕는 손(helping 

hand)" 이론에서 부패는 비즈니스에 장해로서 역할보다는 엄격한 경제  

규제와 형식주의에 한 효율 인 “윤활유”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

고 Wheeler and Mody(1992)와 Henisz(2000)는 부패와 FDI의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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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발표하 다. 더욱이 국, 인도나 나이지리아와 같은 높은 부패가 

있는 국가들은 많은 FDI유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국이 료  형식주

의와 부패를 이고 보다 나은 법 통치와 재산보호를 하게 되면, FDI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부패는 성장률 감소를 가져오는 투자를 감소시키

고, 투자 감소는 부패를 야기하는 고비용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나오며, 

부패는 규제통제를 비효율 으로 하고 FDI에 한 임의  과세로 역할

을 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킨다. 부패수 의 비 측성은 임의성이 증가

되어 특별히 외국인 투자에 문제가 된다(Wei 2000). 이러한 환경에서 투

자가들은 투자를 원하지 않고 안 한 투자 장소로 돈을 용시킨다. 결

국 부패로 경제와 성장이 문제가 되고, 경제  계에 불확실성과 불안

성을 가져오게 되어 경제  자유를 침해한다. Habib and 

Zurawicki(2001)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동안 111개 국가들을 상

으로 외국인 직 투자와 지 직 투자에 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패가 

외국인 직 투자와 지 직 투자에 미치는 부정  향을 비교연구를 

하 다. 흥미롭게도, 부패는 지의 직 투자보다 외국인 직 투자에 

향이 더욱 크다고 하 다. 더욱이 부패의 향은 주체시장의 국제 인 

개방성  국가의 안 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약화되는 것 같다. 비슷

하게, Lambsdorff(2003)도 한 국가의 반 인 자본흐름은 부패와 더불어 

감소함을 입증하 다. Busse et al.(1996)은 부패 행의 미디어 노출로부

터 오는 투자가들의 부패인식과 FDI의 계를 연구하여, 정부가 부패를 

억제시키기 한 개 을 실행할 것으로 투자가들이 믿을 때, FDI는 증가

한다는 것을 제시하 다. 한 정부가 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의

지가 없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투자가들이 느낄 때, FDI는 미디어 노

출과 더불어 감소하는 경향을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정부의 노력

과 조치들은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정 인 인식을 하게하며 투자

를 활성화시게 된다. 그리고 부패는 FDI에 부정 인 향을 주어, 은행

출과 같은 단기 자본흐름에 유리한 외국인 직 투자의 몫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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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자본흐름의 구성을 왜곡시킨다. Wei(2000)는 부패는 FDI수 에 

부정 이며 상당한 향을 다고 하 고, Smarynzka and Wei(2000)는 

주최국의 부패는 외국 투자가들이 완  소유의 기업보다는 합작투자를 

선호하게 한다고 하 고, Wei and Wu(2001)는 부패와 자본흐름의 계

연구에서 부패는 FDI를 감소시키는 방식과 은행 출에 한 국가의존도

를 증기시키는 방법으로 자본유입의 구성에 향을 다고 하 다.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

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한 순 이다. 부패인식지수

는 공공분야가 얼마나 부패한지에 한 인식에 기 하여 국가의 순 가 

부여되며I 199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

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지에 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

가별로 순 를 정한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매

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하는데 주요 

국가별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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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국가 지역 수 순 국가 지역 수

1 덴마크 EU 91 23 아랍에미리트 동 70

2 핀란드 EU 90 27 부탄 아태 65

3 스웨덴 EU 89 28 보츠와나 아 리카 63

4 뉴질랜드 아태 88 28 포르투칼 EU 63

5 네덜란드 EU 87 30 폴란드 EU 62

5 노르웨이 EU 87 30 만 아태 62

7 스 스 EU 86 32 키 로스 EU 61

8 싱가포르 아태 85 32 이스라엘 동 61

9 캐나다 미주 83 32 리투아니아 EU 61

10 독일 EU 81 35 슬로베니아 EU 60

10 룩셈부르크 EU 81 36 스페인 EU 58

10 국 EU 81 37 체코공화국 EU 56

13 호주 EU 79 37 한민국 아태 56

13 아이슬란드 EU 79 37 몰타 EU 56

15 벨기에 EU 77 40 카보베르데 아 리카 55

16 오스트리아 EU 76 40 코스타리카 미주 55

16 미국 미주 76 40 라트비아 EU 55

18 홍콩 아태 75 40 세이셸 아 리카 55

18 아일랜드 EU 75 44 르완다 아 리카 54

18 일본 아태 75 45 요르단 동 54

21 우루과이 미주 74 45 모리셔스 아 리카 53

22 카타르 미주 71 45 나미비아 아 리카 53

23 칠 미주 70 48 조지아 동유럽 52

23 에스토니아 EU 70 49 사우디아라비아 동 52

23 랑스 EU 70 50 바 인 동 51

<표 5-10> 국가별 부패인식지수(2015)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I)

  우리나라는 100  만 에 56 으로 지난해보다 1 이 상승하 으며, 

국가 순 는 체 168개 조사 상국 가운데 37 를 차지하 다. OECD 

가입 34개국 에서는 공동 27 로 하 권에 머물 다. 70  이상은 

사회가 반 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며, 50 는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세계 으로는 덴마크 91 으로 지난해에 이어 

1 를 기록하 고 핀란드 90 으로 2 , 스웨덴은 89 으로 3 , 뉴질랜

드는 88 으로 4 로서 최상 권을 차지하 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



- 77 -

연도 CPI 만 순 국가수 연도 CPI 만 순 국가수

1995 4.29 10 27 41 2006 5.1 10 42 163

1996 5.02 10 27 54 2007 5.1 10 43 180

1997 4.29 10 34 52 2008 5.6 10 40 180

1998 4.2 10 43 85 2009 5.5 10 39 180

1999 3.8 10 50 99 2010 5.4 10 39 178

2000 4.0 10 48 101 2011 5.4 10 43 183

2001 4.2 10 42 91 2012 56 100 45 176

2002 4.5 10 40 102 2013 55 100 46 177

2003 4.3 10 50 133 2014 55 100 43 175

2004 4.5 10 47 146 2015 56 100 37 168

2005 5.0 10 40 159

르 85 으로 8 , 홍콩은 75 으로 18 , 일본은 75 으로 18 를 차지

함으로써 비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은 57 으로 37 를 차지하

여 만족할만한 수는 아니다. 북한과 소말리아는 8 으로 지난해에 이

어 최하 (공동 167 )를 기록하 다.  라질은 지수에서 5 이 떨어

지고 순 도 7단계 하락한 76 로 년에 비해 가장 하락폭이 큰 나라가 

되었다. 다음은 1995년 김 삼 정부 때부터 2015년 박근혜 정부 때까지 

부패인식에 한 수, 순   상국가 수 등을 나타낸 것이다.

<표 5-11> 한국 부패인식지수(CPI)변화추이(1995-2015)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김 삼 정부(1993년~ 1998년)기간에 집권 기 개 과 공직자들의 재

산 등록과 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으나 순

는 선두 열에 끼지 못하 고, 2008년도에 5.6 수를 받은 후 계속 변

화가 없어오다 2014년에는 55 으로 43 를 차지하 고 2015년에서 56

으로 37 를 차지하 다. 차 문외(2009)는‘사회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 성 분석 연구’에서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해한다고 주장하

다.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비자  조성, 정경유착을 통한 편법 경

 등은 시장참여비용을 상승시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의 정상 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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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업  다국  기업들의 활동을 축시키고, 비민주 이고 불투명한 

경   내외 통제장치의 부재는 노사갈등 유발  반기업 인 정서의 

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 한 부패 만연은 정부에 한 냉소주의, 정부

정책의 수용성 하, 행정서비스의 부진  행정가격의 상승 등을 래

하기 하고, 투자환경을 축시켜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것

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의 경우도 조 은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 미미

한 상태에 있으므로 부패방지를 한 효과 이고 확고한  정책과 제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부패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은 

독립된 기 으로 195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패방지기 으

로 부패의 조사  방을 책임지고 있다.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하에서 부패범죄를 조사하는 유일한 기 인 부패 행조사

국은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어 있고 독립 인 기능을 가지며 총리에게 보

고하는 국장이 지휘를 하며, 싱가포르를 부패가 없는 국가로 만들기 

한 노력을 하고 범죄자들을 정의로 가져오도록 하고 신속하고, 확실하며 

그러나 공정한 조치를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있다. 부패 행 조사국은 

공공  민간분야에서 부패를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정부부처의 부패

에 취약한 분야나 허 을 보이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된다. 조사국은 

련 부서를 검토하고, 취약한 을 지 하고 변화를 권장한다. 조사국은 

부패를 방지하기 해 공공교육과 지역사회 지원 노력의 향력을 행사

한다. 국장이 장하는 조사국은 조사부, 운 부  기업부의 세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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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행정과

기획, 정책  기업과

정보기술과

인력 리개발과

조사과

조사교육과

조사정책과

특별면담과

특별조사과(공공)

특별조사과(민간)

융조사과

일반조사과

운 리  

지원과

지능과

CPIB국장

<그림 5-02> 싱가포르 부패방지국 조직도

출처: 싱가포르 부패방지국(https://www.cpib.gov.sg/)

  조사과는 부패방지법 하에서 범죄를 조사하는 주요 기능을 하며, 공공 

특별조사과, 민간특별조사과, 융조사과, 일반조사과, 조사교육과, 조사

정책과  특별면담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 특별조사과와 민간특별조

사과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조사하고, 융조사과는 자 세탁 

 국가 간 부패조사를 실시한다. 일반조사과는 일상 인 부패사건들을 

조사하고, 부패정책과는 부패추세에 한 분석을 하고, 부패조사동안에 

조직에서 밝 지지 않는 결 들을 다루기 해 조사정책들을 수립한다. 

조사교육과는 커리큘럼을 짜고 부패조사의 특별과정을 만든다. 들 들

면, 반부패 문 워크삽과 조사국의 직원과 외국 인력을 한 교육을 운

한다. 운 과는 운 리  지원과 그리고 지능과가 있다. 운 리

지원과는 기소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호송하며, 검거  서류조사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과에 도움을 주

기 해 거짓말 탐지기  컴퓨터 포랜식스와 같은 특별한 조사도구들을 

사용하는데 개입한다. 기업과는 인력 리  개발과, 재무행정과, 기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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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기업과 그리고 정보기술과 등이 있다. 재무행정과는 조사국의 재

정, 조달  자산문제 등을 책임지고 행정 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

다. 한 조사국의 운 리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시설개발업무를 한

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리  개발부는 조사국의 략  방향에 

따라 인사업무 략을 설계, 검토  이행한다. 한 운 필수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인사행정과 운 을 취 할 수 있는 역량 개발과 신장업무를 

한다. 기획, 정책  기업과는 조사국의 략  기획, 조직개발  조직

의 우수한 활동 책임을 맡고 있다. 그리고 정책검토를 하고 부패방지 업

무에 한 정책입장을 조정한다. 기획, 정책  기업과는 다양한 포럼에 

선도 으로 참여하고 조사국의 국제  정책들의 략을 만든다. 조사국

에 한 공 인 역으로, 기획, 정책  기업과는 부패방지에 한 공

공교육과 지원노력을 하며, 기업 련 업무를 취 한다. 정보기술과는 조

사국기능을 지원하기 해 IT기술을 조사국 운 에 편입시키고 IT기술을 

이용한다.  

  한국은 1981년 앙수사부가 설치되어 공직자 부패와 비리에 한 수

사를 주로 해왔고 2013년에 폐지되었다. 2016년 1월 27일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출범되어 단장 지휘 아래 1 과 2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검사 11명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별수사단은 서울 앙지검의 특

수부 2개와 비슷한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되는 등 규모 특별수사 조직

의 진용을 갖췄다. 특수단의 수사 상은 공기업 자  유용 의, 형 

SOC 등 국책사업 련 비리 등이 될 망이 되며, 공공분야 구조  비

리,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  비리  문 직역의 숨은 비리 등에 

해 문 인 수사를 하게 된다. 특별 수사단은 검, 고검, 서울 앙지검 

등 검찰 내부 직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조직으로 운 된다. 2013년 

수부 폐지 이후 2년 8개월 만에 검찰총장이 직  지휘하는 부패범죄특

별수사단이 부활되었다. 뇌물공여지수는 부패인식지수와는 다르게 뇌물

을 주는 기업에 을 둔다. 지수의 산출은 뇌물을 주는 기업과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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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

순 국가수 수 만 순 국가수 수 만

부패인식지수

(2015)
8 168 85 100 37 168 56 100

뇌물공여지수

(2011)
8 28 8.3 10 13 28 7.9 10

부패통제

(2010)

2.1837

0807

(99%)

1 0 0

%

0.4229

83221

(69%)

100%

사법권독립

(2011-2012)
20 142 5.6 7 69 142 3.8 7

련 종사자에 한 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아가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할 때 얼마나 자주 뇌물을 주는지 그리고 뇌

물에 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조사한다.

<표 5-12> 싱가포르  한국 주요 부패 련 지수(2015)

출처: 국제투명성기구자료를 재구성    

  부패인식지수는 국가의 공공분야의 부패정도에 기 하여 순 가 결정

되고, 다양한 독립 이고 유명한 기 문가와 기업설문조사로 얻는 부

패 련 자료에 한 종합지수로 최  100 에서 최하 0 이 부과된다. 

해외에서 기업이 뇌물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세계의 가장 부유하

고 경제 으로 향력이 있는 국가들의 순 를 결정한다. 뇌물공여지수

는 최  10 에서 최하 0 이 부과되며, 이러한 국가들에 본사를 둔 기

업들이 해외에서 운 이 될 때 뇌물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사 인 이

익에 해 공 인 힘을 발휘하는 정도에 한 인식을 반 하며, 엘리트

와 사  이익 당사자들에 의한 국가포획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큰 형태의 

뇌물도 포함된다. 부패통제는 세계 거버 스 지수 의 하나로 최고 2.5

에서 최하 -2.5 으로 수가 클수록 높은 거버 스 통제를 갖는다. 

사법권 독립은 World Economic Forum에서 나오는 세계경쟁력 지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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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정부, 시민  기업의 구성원들로부터 독립성 인식정도를 측정

한다. 상당한 향력이 있으면 1 이고 완 히 독립 이면 7 이 부과된

다.  표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에서 싱가포르는 85 으로 168개 국가 

에 8 를 차지하 으나 한국은 56 으로 37 를 차지하여 29  격차가

나며, 뇌물공여자지수에 싱가포르는 8.3 으로 8 를 차지하 고 한국은 

7.9 으로 13 를 차지하 으며, 부패통제에서는 싱가포르는 2.18370807

로서 99%를 얻었으나 한국은 0.422983221로서 69%를 얻어 30%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에서 싱가포르는 5.6 으로 20

를 차지하 고 한국은 3.8 으로 69 를 차지하여, 독립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제 2  사회  요인

1) 인력정책

  인 자본을 향상시키는 것은 련 기업들에게 직간 으로 많은 장

들이 있다. 인 자본 향상은 우선 인력업무 수행능력의 증가로 높은 생

산성과 수익성을 가져다  수 있고, 직원들이 련 지식을 더욱 잘 흡

수 할 수 있으므로 신기술과 과정 신에서 투자보다 더 커다란 간 인 

효과를 갖게 된다. 한 인 자본의 향상은 생산성 증 뿐만 아니라 의

지  동기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효과들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들과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UNCTAD(1991)은 외국

인 투자자본에 한 우 환경에서 후진 국가들은 다국  기업들의 치

선정과 요한 계가 있는 인 라, 인력자원  기업가정신에 더욱 유

념해야한다고 하 다. Lall(1996)는 싱가포르는 외국인 직 투자유치를 하

는 동안 투자유치 목 으로 교육과 직업교육에 국가 인 투자를 하 다

고 주장하 다. 

  싱가포르는 1990년 말부터 지 까지 인력정책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

여 1999년에 싱가포르 정부는 인력 리부(Ministry of Manpower)를 신설

하여 인력종합계획(Manpower 21)을 발표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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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쟁력 우 를 확보하기 해 6  략을 제시하고 인재자본, 아이디

어, 신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만드는데 목표로 세웠다. 

략 1. 인력 리 통합계획 

(a) 인력 정보시스템 향상 : 기에 인력정보를 정책결정권자, 근로자, 교

육자  개인들에게 제공한다.

(b) 국가 인력 원회 : 싱가포르의 국가 인력계획, 인력개발  인력증가 

등에 한 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변화에 응하도록 한다.

략 2. 평생고용을 한 평생학습

(a) 평생학습체제

Manpower 21은 평생학습체제를 마련하여 평생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목표를 갖는다. 

(b) 국가 기술인정 시스템 

기술교육훈련을 통해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한 맞춤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트타임 직업을 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

다. 국가가 개인의 기술과 능력, 직업 황과 직업종류 등의 정보를 미리 

악하고 맞는 인력을 알선하는 시스템이다.

(c) 인센티  부여

Manpower 21은 싱가포르인들의 평생학습을 해 인센티 를 부여하고 

기술개발기 (SDF)을 마련한다. 

(d) 원스톱 경력 리센터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응하기 해 일자리와 인력을 연결해 주고 도

움을 주며 노동시장, 기술, 고용  훈련 등 문제 들을 최소화하는 정

책을 수립한다. 

략 3. 우수 인 자원의 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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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두뇌자본을 유치해 싱가포르의 우수 인력풀 확충에 심 을 기

울인다.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는 Contact Singapore의 모토아래 내국인 

외국인 구든지 자격을 구분하지 않고 해외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노력

한다. 

략 4. 근무환경 변화

싱가포르는 국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해 노동환경 개선에 을 

두고 지속 인 발 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식기반경제에 새

로운 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동  업무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

략 5. 역동 인 인력산업 개발

세계  수 의 연구개발연구소를 싱가포르 내에 설립하고 교육훈련기 , 

로벌 인력개발 기업 그리고 교육과정개발  설계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략 6. 트 십의 재정립

Manpower 21이 성공하기 해서 기업, 정부, 노조, 근로자  개인들 모

두가 참여하고 강력한 트 십과 상호간의 력이 요구된다. 한 1999

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은 지식기반경제에 기반을 둔 환경에서 추진방향

을 담은“산업 21”을 제시하 다. 1998년 6월에 산업 21은 제조업과 서

비스업을 강조하고 자, 생명공학, 교육, 의료 통신 등을 분야로 선

정하고 연구개발, 디자인, 고부가 물류시스템 구축, 다국  기업유치 등

으로 통해 지식기반산업을 구축한다. 



- 85 -

[산업의 역동성]

∙사업활동의 역동성 과 

활력성

∙산업의 역확   

지속성장을 한 업그

이드

[사업환경의 건 성]

∙ 속한 환경변화에 

한 유연한 응

∙따라올 수 없는 핵심

역량보유를 통한 21세

기 경쟁력유지

[지식주도산업]

∙기술, 신  역량에

을 두는 지식산업

향상

∙네크워크 경제의  

심지

∙시장, 자원, 기술  

인력에서의 시계  

트

<그림 5-03> 싱가포르 산업 21  

                            지식정보 심지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지식산업의 심지

  

출처: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싱가포르를 지식기반산업의 로벌 심지와 산업 활동의 심지로 만

들고 다국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하여 생산  연구개발에 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목표를 갖는다. 산업 21을 통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기술, 신  역량 등이 필요하므로 변화, 도  

 험에 극 으로 처하고 창의성과 도 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요

구한다. 한 싱가포르의 인력개발 인증제(PD: People developer)는 기업

들이 구성원 역량개발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로 이어지도록 기 을 제시하

는 역할을 한다. 인력개발 인증제는 2002년 4월 산업통상부 산하에 설립

된 싱가포르 생산성기   신 원회(SPRING: Singapore Productivity 

Standard and Innovation Board)에서 리하며 훈련 기반구조를 강화하



- 86 -

고, 수행성과  기술에 한 기 을 개발하며, 신  노동력을 진하

고, 우수 근로자인증 등의 업무를 한다. 싱가포르의 인력자원개발 정책

은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 사용자  정부의 의와 합의를 통해 

정책이 수립된다. 기술개발기 (Skill Development Fund)도 노사정 3자간

의 의를 통해 직원들에 한 직업훈련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UNCTAD(2000)는 외국의 다국  기업들이 지기술에 가치 있는 기여

를 할 수 있을 지라도 강한 국가교육시스템이 근본 임을 설명하 다. 

싱가포르는  양질의 외국인 직 투자유치를 해 일반 인 기술수 을 

업그 이드하고 높은 문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인 자본을 구축하기 

해 요한 교육  투자를 해왔다. 싱가포르의 인  자원개발은 주로 외

국인 직 투자에 의존하기도 하며, 국내 기술교육의 노력들도 요한 요

소가 된다. 이러한 기술들 없이는 싱가포르는 높은 수 의 외국인 직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고, 다국  기업들도 지인들을 고용을 하지 않

고, 선진기술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국가교

육과 훈련시스템을 개발하기 해 일본  독일과 같은 산업화된 국가들

의 경험을 확인하고 벤치마킹하 다. 싱가포르는 직업  기술교육으로 

독일의 이원화 도제제도(Dual Apprenticeship System)와 일본의 장실무

교육 로그램(On-the-Job Training Programme)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시

행착오 비용과 복잡함을 면할 수 있었다. 첫째로 행  상되는 미래

수요의 기술공 을 리하기 해서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MOM)가 국가인력 원회(National Manpower Council: NMC)로 

통합되어 목표를 설정하고 학, 종합기술 학, 기술교육연구소  기타 

특별산업연구소와 조율을 하게 되었다. 둘째로 교육부는 교육과 직업교

육 제도에 한 공식 인 지배권을 가지고 장기 인 인력자원개발 계획

을 수립하고 실행하 다. 마지막으로 통상산업부 산하의 경제개발청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단기 인 기술 요구사항들을 확인하고 만족시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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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폈다. 고용주, 노동조합원  공무원 등이 확실한 도움을 주며, 기

술개발이 모든 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반 하도록 하 다. 조율과 포

인 거버 스 모델을 이용하여, 싱가포르의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정책

이 다양한 경제조건과 략에 맞추어 교육이 상당히 발 되었다. 경제개

발청은 산업 직업교육 허가제도(Industrial Training Grant Scheme)와 해

외 직업교육 허가제도(Overseas Training Grant Scheme)를 통해 직업교

육에 한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 다. 경제개발청은 한 외국 다국  

기업들과 력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을 해 합동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하

다. 1984년에 시행된 기술발 기 (Skill Development Fund)을 통해, 기

술  산업교육에 추가 지원이 제공되었고, 고용주와 함께 교육비를 공

동 부담하게 되었다. 경제개발청과 외국 다국  기업들과의 력은 두 

가지 일반 인 형태로 지 기술을 향상시킨다. 첫째로 결국 싱가포르의 

범 한 기술  직업교육시스템을 흡수할 목 으로, 공공의 노력과 선

도 다국  기업들의 문기술  자원을 결합시켜 특별 공동교육학교 네

트워크를 만들었다. 둘째로 기 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직원교육을 해 

보조 과 장학 을 수여하 다. 경제개발청은 다국  기업들과 력하여 

이러한 투자가들의 활동과 련된 고도기술 분야에  두고, 공동교육

센터를 설립하 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직 투자와 련된 기술개발의 

매우 성공 인 모델이 되며 그 는 경제  개발 략과 기술개발정책들 

간의 단단한 결합을 나타냈다(Kuruvilla and Chua, 2000). 기 산업화과

정 동안에, 싱가포르는 노동집약  경제를 보완하기 해 기 , 등  

등교육을 발 시키는데 을 두었다(Kuruvilla et al., 2002). 싱가포르

는 자본  기술집약 인 산업에서 외국인 직 투자에 의존하기 시작할 

때, 투자가들이 필요한 특정한 기술에 교육정책의 을 두게 되었다. 

1980년 에, 기술과 직업교육이 심화되었고, 학교육제도가 개 되고 

증강되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식과 기술습득에 목표를 

두고, 외국 계열사직원과 해당지역의 공 자들의 직업교육 등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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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 읽기
순 수(650) 순 수(650) 순 수(650)

싱가포르 2 573 3 551 3 542

한국 5 554 7 538 5 536
국(상하이) 1 613 1 580 1 570

일본 7 536 4 547 4 538

여, 국내교육과 연수 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통합된 기술정책과 경제

변화에 한 응성의 결과로,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인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제도  차원에서 정책일 성과 이행일 성을 가지고 

교육부, 유일한 교육자교육기 인 국가교육연구소 그리고 학교의 3자 

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정책개발을 하고 국가교육연구소는 교

육자들에게 사 교육을 제공한다. 국가교육연구소의 연구는 교육부에 피

드백되고 정책개발을 알리기 해 이용되며 교육부, 국가교육연구소  

학교는 공동책임을 진다. 보다 많은 신을 권장하기 해 학교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가교육연구소는 독립성을 지닌다. 싱가포르는 공

평과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며, 능력주의가 정부를 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 인 방법이고 평화로운 다 인종사회를 만들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싱가포르는 우수한 수학, 과학  기술

의 발달에 을 두며, 수학과 과학은 장래의 학생들의 성공을 한 핵

심요소로서 등학교 수 에서 모든 학생들이 수강하는 핵심과목이다. 

국제학생 평가 로그램(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으로 3년마다 수학, 과학  읽기에 한 조사를 실시하며, 

15세 연령의 학생들의 기술과 지식을 테스트함으로써 교육제도를 평가하

는데 목 을 둔다. 2015년에는 7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를 하 으며 

2015년도 주요 국가들의 PISA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3> 주요 아시아 국가 PISA

출처: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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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자원이 풍부한 석유 등을 수출하는 부분 산유국들의 학생들이 

비산유국의 학생들보다 학업능력이 히 떨어진다. 자연자원 수출이 

거의 없는 싱가포르·홍콩·한국·핀란드·일본 등은 PISA 수가 650  

만 에 520~550 로 상 권인 반면, 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은 330~420 로 하 권에 머물 다. 

OECD가 조사한 65개국 학생의 평균 PISA 수는 450 이었다. 자연자원

이 없는 나라는 국가 발 을 해 인  자본의 지식과 기술의 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많은 투자자를 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인재양

성에 상 으로 소홀함을 알 수 있다.  표에서는 수학, 과학  읽기

에서 싱가포르는 각각 2 , 3   3 를 차지하 고 한국은 5 , 7  

 5 를 차지하여 다소 한국보다 앞서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

(상하이)은 모든 과목에서 1 를 차지하여 교육에 한 투자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알 수 있다. 싱가포르와 한국에 한 수학과

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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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

Secondary

Express:4년 

학교 3년Normal Academic:5년

Normal Technical:5년

Post-secondary 

education

Pre University

*Junior College 2년

*Centralized Institute 3년

고등학교

문과 약 52%

Polytech 3년
이과 약 25%

ITE(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2~3년 

실업계  기타 

23%

University

미국내 명문 학  세계

순  100 권의 싱가폴 

로컬 학으로 진학 - 약 

30%
학교

한국내 30 권 

학으로 진학 약

10%

싱가폴내에 개설 되어 있

는 미국, 국, 호주계열 

학 분교 - 약 20%

기타 학  지

방  진학 약 

50%

<표 5-14> 싱가포르와 한국의 학교제도

출처: 싱가포르 교육부  한국 교육부

  

   싱가포르는 노동력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산업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에 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Economic Review 

Committee는 인력정책이 담김 정책보고서를 2006년도에 싱가포르 비  

2018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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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2018비 내용

로벌 경제
∙세계차원의 주요 경제지역 연결

∙네트워크에서 연결 치 유

창조 이고 기업

가 정신의 국가

∙성공을 해서는 새로운 사업과 역

을 창조할 수 있는 험에 도  

다원화된 경제

∙양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싱가포르 기업의 다국  기업보완지

원

∙ 통산업과 신산업의 공존발

6  핵심

역

외 계 확

∙FTA등 경제 력강화

∙ 국,인도, 동북아를 거 으로한 허

유지 강화

경쟁력과 유연성

제고

∙효율 이고 유연하며 우호 인 비즈

니스환경 제공

∙세율감면과 고용  임  유연성

∙ 렴하고 효율 인 기반구조

기업가정신 제고

∙ 신, 창의력  지식경제기반에 기

한 기업가 정신배양

∙새로운 아이디와 신사업 발굴

성장의 두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업 육성

∙ 자, 화학, 생명의학, 엔지니어링 4

개제조업 분야이외에 새로운 유망분야 

개척

우수인력양성
∙싱가포르 우수인력 양상

∙해외우수인력 이주 장려

구조조정 응
∙지속 인 교육훈련

∙고용  직업고용의 유연성

<표 5-15> 싱가포르 2018 비  주요내용

출처: Economic Review Committee

  1997년 6월에 국무총리인 Chok Tong Goh는 “생각하는 학교, 배우는 

국가(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 TSLN)”를 주장하 으며, 싱가

포르를 경쟁하도록 하고 앞서도록 하는 처방인 것이다(Gopinathan, 

2007). “생각하는 학교”는 과정 심 인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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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는 지속 인 학습문화를 진하는데 목 이 있다. 생각하는 학

교, 배우는 국가는 보다 개방 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변화욕구에 한 

인식을 보여주는 획기 인 표어이다. 이에 한 4가지 주요 추진 목표는 

첫째로 요하고 창의 인 사고에 한 강조, 둘째로 교육에 IT이용 셋

째로 국가교육(시민교육) 넷째 행정우수성 등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수

 연구 심 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로그램에서 이행되었으

며, 싱가포르 교육제도의 국제화가 시작되게 되었다(Olds, 2007). 세계수

 연구 심 학 로그램이 1998년에 도입되어 10년 동안 싱가포르에 

10개의 세계 인 학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Cornell 학이 유치되고 미

국의 Duke 학과 Johns Hopkins 학 그리고 랑스의 ESSEC 학과 

INSEAD 학들의 캠퍼스, 연구실험실, 합작투자나 공동학  로그램 등

이 설립되었다(Yonezawa, 2007). 2003년과 2004년에, 싱가포르 경제개발

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는 품질보증정책을 도입하 고 교

육정책이 아닌 산업정책 틀에서 개발되어 사립교육기구들을 한 싱가포

르학력인증제(Singapore Quality Class (SQC) for Private Education 

Organizations)로서 효과 인 조직 리의 방향을 갖는다(Yonezawa, 2007). 

고등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학부 로그램을 제공하기 한 사립 학들을 

허용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로벌 학유치(Global Schoolhouse)정책

에 기 하여 아시아의 고등교육 심지가 되려는 노력을 하 으며, 연구

개발을 한 지역  세계 인 심지로서 싱가포르 발 에 기여하기 

해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을 략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싱가

포르는 필수 으로 외국 학과 연계를 하고, 외국 학 유치에 있어 정

부는 행정  재정지원을 하고 각 학은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외국

학(원)들을   상하여 유치하는 책임을 맡았다. 각 부서의 주요 

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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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요업무

경제개발청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
청 싱가포르 유학에 한 홍보  마 을 담당

기 생산성  

신 원회

싱가포르의 사립 교육기 들의 자격 리와 교육기

  학생들의 보호역할도 수행

무역개발청
싱가포르에 설립된 학교들의 재정 지원  

해외 캠퍼스 유치

교육부
국내 학 보호 육성 정책수립, 지원  리감독

반 인 교육시스템을 장  교육기  등록허가

<표 5-16> 교육기  유치 련 부서  주요업무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특히 싱가포르 정부의 극 인 노력으로 싱가포르는 경제 융, 법률 

서비스, IT 등 지식경제의 심지로서, 최고 수 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

었지만, 싱가포르는  출산으로 고 인력 수 의 불균형이 래되고 있

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는 2015까지 유학생 수를 150,000

명까지 증가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여 졸업 후에 

싱가포르에 정착시키는 이민 정책을 수립하 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싱

가포르 인력 리부(Ministry of Manpower)는 세계 약 300개 학명단을 

발표하고 해당 학 출신 학생들에게는 교육고용허가증(TEP: Training 

Employment Pass)의 특별한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본 비자를 받는 유학

생들은 싱가포르의 우수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졸업 후에 이민 정

책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하게 되므로 매년 유학생 수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고등교육과 직무교육에 한 주요 내

용의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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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

수 순 수 순
등교육등록률%* 107.1 16 97.2 48

제 3차교육(직업  비직업교육)%* 81.3 10 98.4 2
교육제도의 질 5.8 4 3.6 73

수학과 과학교육의 질 6.3 1 4.7 34

경 학의 질 5.8 6 4.2 73
학교에서 인터넷 속 6.4 6 6.2 10

연구  직무서비스의 유용성 5.5 12 4.7 36
직원직무교육의 정도 5.3 7 4.2 53

<표 5-17> 고등교육과 직무교육 경쟁력(2014-2015)

출처: World Economic Forum

참고: 등교육등록률과 제 3차교육(직업  비직업교육)은 최고 100%값을 가지

지만 나머지 모두는 1에서 7의 값을 가짐   

   표에서 싱가포르와 한국의 등교육 등록률이 각 16   48 로 

차이가 나며 3차 교육(직업  비직업교육)은 각각 10   2 로서 한

국이 싱가포르 보다 앞서지만 다른 모든 요소들은 싱가포르가 훨씬 앞선

다. 특히 교육의 질에 있어서 싱가포르와 한국은 각각 4   73 로서 

한 차이를 보인다. 수학과 과학교육의 질에서도 싱가포르와 한국은 

각각 1   34 를 차지하며, 경 학의 질에서 싱가포르와 한국이 각

각 6 와 73 를 차지하고, 직원직무교육 정도에서도 싱가포르와 한국이 

각각 7   53 를 차지함으로써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2) 노동정책 

(1) 싱가포르 노동시장

투자 상국에서 노동시장유연성은 외국인 직 투자유치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 투자 상국에서 노동시장제도는 외국인 투자의 요한 결정요소

가 되며 다국  기업들의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 직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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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동시장 개 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Hazel Parcon(2008)는 노

동시장유연성은  생산과정이나 일부가 투자 상국의 노동력의 수 에 

남겨지게 되므로 외국인 직 투자 상국가의 선택에 요하다고 하

다. Whyman and Baimbridge(2006)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동시

장 성과가 정부, 노조  수요독  고용주(기업체) 등과 같은 강력한 당

사자들이 부과하는 엄격함이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싱가포르 노동법에서는 비교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 행이 허용되며, 

양측은 상 방 측에 반듯이 통보를 함으로써 고용이 종결된다. 과거에 

인력 리부(Ministry of Manpower)는 외국노동인가를 엄격하게 하여, 싱

가포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충분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없는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직업시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지인들을 내쫓는다는 

우려와 많은 외국인 경 자들이 장 에 기반을 둔 고용보다는 자국인들

을 고용한다는 우려들을 해결하기 해 싱가포르의 인력 리부는 2013년

에 9월에 싱가포르 사람들의 공정한 고용에 한 결정사항을 발표하

다. 싱가포르는 한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지 근로자들과 미숙련  

반 숙련 근로자들의 비율에 한 최고한도를 정하 다. 한 정부는 노

동 약기술을 자동화하고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 와 혜택을 제공

하 다. 싱가포르에서 노사 계는 일반 으로 우호 이며, 노동인구의 

약 23%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다수의 노동조합들은 국가노

동조합(NTUC: 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과 제휴하며 여당인 인민

행동당(PAP)과 상징 인 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 가스  기의 3

개 주요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업할 법  권한이 있지만, 

1986년부터 재까지 거의 업을 하지는 않았다. 싱가포르는 최 임

법이 없으며, 정부는 자유시장의 힘에 의해 임 수 이 결정되는 정책을 

따른다. 그러나 1972년에 임 결정에 해 노동자, 고용주  정부 표

들로 구성된 국가임 원회(NWS: National Wages Council)가 설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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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 조정을 권장하지만 구속력은 없다. 국가임 원회는 정부에서 

총 표자  표자들, 고용주들 그리고 노동조합원들의 3자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국가임 원회는 국내와 외국인 회사 그리고 개인  공공기

들의 모든 직원들에게 용을 권장한다. 국가임 원회의 임 가이드

라인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리 이행되며, 이행수 은 비 노동조합 기

업들과 비교하면 노동조합의 기업들에서 일반 으로 높다. 싱가포르는 

이미 언 한 바 로, 한국과는 달리 임 에 한 최 임 제가 없으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상과 계약에 따라 얼마든지 낮은 액의 임 을 

지불할 수 있다. 최고 의 3자 표들이 참여한 임 원회는 경 자, 

노조, 정부 3자간의 상과 합의를 통해, 성공 으로 매년 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이러한 3자간의 노력으로, 임  조정뿐만 아니라 불황 

시의 임 정책,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임 개 , 노동 생산성, 기술 교육 

등과 같은 문제들을 성공 으로 해결해 왔다. 

  한국에서도 주요 고용  노사 계 문제해결을 해 노사정 원회가 

있어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노사정 원회는 구체

인 쟁 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을 한 하며 실용 인 권

고 사항들을 제시하지만 3자 간의 주장들이 무 독선 이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 임 의 경우 기본임  외에 법

인 수당으로는 휴일근무수당이 있으며, 피고용자의 자발 인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임 의 100%, 고용자가 요구한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 임 의 

200%를 지 하도록 되어 있다. 체로 싱가포르의 노동시장은 한국에 

비해 자유롭고 유연성이 있으며 고용주입장에서 부담이 다. 다음은 

144개 국가들 에 각 노동시장 효율성의 변수들에 한 싱가포르와 한

국의 순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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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

순 수 순 수
노사 계 력

(Cooperation in labor-employer relations)
2 6.1 132 3.6

임 결정 유연성

(Flexibility of wage determination)
7 6.0 58 5.2

고용  해고 행

(Hiring and firing practices)
3 5.4 106 3.4

잉여인력 비용

(Redundancy costs, weeks of salary)
6 3.0 120 27.4

노동인센티  조세효과

(Effect of taxation on incentive to work)
4 6.0 113 3.1

여와 생산성

(Pay and productivity)
4 5.3 36 4.4

문경 진에 한 신뢰

(Reliance on professional management)
6 6.0 49 4.5

우수인재보유 국가능력

(Country capacity to retain talent)
8 5.2 23 4.4

우수인재유치 국가능력

(Country capacity to attract talent)
2 6.0 28 4.2

노동력에서 여성 비율

(Women in labor force, ratio to men
76 0.79 91 0.72

<표 5-18>  노동시장 효율성

출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World Economic Forum)          

   표에서 노동시장 효율성의 모든 요소들이 싱가포르와 한국을 비교

하면 한국은 모든 면에서 싱가포르를 뒤지고 있다. 노사 력요소에서는 

싱가포르가 2 인 반면에 한국은 132 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며 고용  

해고 행에서도 싱가포르는 3 인 반면에 한국은 106 , 노동인센티  

조세효과에서는 싱가포르가 4  한국은 113 , 잉여인력 비용에서는 싱

가포르가 6 , 한국은 120 로 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임

결정 유연성, 고용  해고 행, 여과 생산성, 문경 진에 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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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우수인재보유 국가능력,  우수인재유치 국가능력  노동력에서 여

성 비율 등에서도 싱가포르는 한국은 앞서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

소들과 련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외국투자가들

이 한국에 투자를 꺼려하므로 외국인 직 투자유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이에 한 개선노력이 실히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해 채용과 해고 련 고용주와 피 고용자간의 

계약에 근거하도록 되어있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특정기간 사  공지

를 통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일

정 기간 후 정규직 환의 의무는 없다. 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최

임  련 규정이나 제도가 없으며, 노무 계는 주로 개별 근로계약과 

같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해고의 유연성이 부

족하여 다국  기업들이 가지는 고용 계특성을 반 하지 못하므로 외국

인 직 투자를 하는데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와 노사 계

  싱가포르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경제  향상을 꾀하기 해서

는 무엇보다도 인력개발과 노사 계의 안정에 바탕을 외국인 투자에 주

력하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와 수출지향 산업정책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은 안정 이고 렴한 싱가포르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정 인 노사

정 3자 계에서 국가의 경제, 사회  기타 모든 의제들을 논의하고 

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노동조합간부들에게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한다. 외국인 직 투자를 해 노사분규를 방하고, 업을 

지하는 노동법을 제공하고 노동 원회에 단체교섭의제를 제한하는 법

안을 제정하 다. 국가노동조합은 국가고용주연합(SNEF)  인력 리부

(MOM)는 고용재창출, 효과 인 은퇴연령 연장, 노동력의 기술연수와 업

그 이드, 공정하고 진보 인 고용 행 증진  유연한 임 체계 등을 

다룬다. 싱가포르의 노사정 3자 계는 경제  경쟁력, 조화로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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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가의 반 인 발  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에 한 경쟁력 

우 를 제공한다. 싱가포르에서 최근 10년간 두 번의 노조 업이 있었는

데 한번은 1986년 조선소 근로자들에 의한 업과 두 번째는 2012년 11

월에 Singapore Mass Rapid Transit의 국 국  버스운 자들에 의한 

업이 있었다. 1960년  말에 노동운동의 화로 직원과 고용주들 사이

의 노동의 갈등 계보다는 력기반 계가 조성되었다. 오늘날 립

인 노동조합활동 신 노동조합 간부들은 법령 련 원회에 일원이 되

어 극 으로 국가 정책입안, 상, 조정  재 등에 참여하고, 노동

분쟁 형태로서 업과 다른 산업  행 를 삼가한다.  

3) 정치안정

  국내보다 투자 상국에 진출할 경우 비용이나 시장 근에서 우  입

장을 갖는 요소들 에 정치  안정성은 Dunning의 우 이론 에 입지

우 이론에 속하므로 외국인 투자가들은 정치  안정성이 큰 국가에 투

자를 하는 경향이 크다. 외국인 직 투자에 결정요소들 에 정치  

험은 많은 주목을 받는 요소이다. 정치  험은 경제활동에 보통 나쁜 

향과 부정 인 향을 주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외국인 투자

가들은 정치  소요나 불안정성이 많은 국가들에 한 투자를 상당히 꺼

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커다란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그러

나 정치  험을 수반하는 요인들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정치  험에 

한 기 과 한계 등을 규정하기 쉽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Simon(1984)

은 정치  험은 규정화하기 어렵고 주 이어서 체계 인 계량 분석

에는 합하지 않다고 하 다. Weston & Sorge(1972)는 정치  험은 

기업경 상의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동, 계약을 바꾸는 

행동, 는 외국인 소유의 기업 재산의 부 혹은 일부의 몰수와 같은 

행동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하 다. Robock(1971)은 정치  험을 국제경

활동에서 경 이 단되었을 때와 미래에 측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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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화의 결과로 경 활동이 이루어질 때로 정의하고 직 으로 

경 활동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 정치  험은 아님을 밝힘으로써 정

치  불안 성과 구분하 다. Hayakawa et al. (2011)는 정치 험 지수를 

이용하여 장기  과 단기  에서 외국인 직 투자 유입에 미치

는 재정  험뿐만 아니라 정치  험 등 여러 요소들의 향을 연구

하 다. 그는 정치  험 요소들 에 정부안정성, 사회경제  조건, 내

부외부 갈등, 종교  긴장, 민주  책임성  인종  긴장이 외국인 직

투자와 정 으로 련이 있음을 알아냈다. 해외직 투자에서 가장 

극단 인 정치  험은 강제철수인 경우이며 강제철수는 지 국가이 

외국인 투자(다국 )기업으로 하여  자회사를 팔거나 포기하도록 명령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철수는 과거에는 지 않게 일어났고, 지국

가에서 주권  권한을 가지고 다국  기업을 내쫓는 사례가 가끔 있었으

나 에 들어와서는 국제간의 경제  력과 이해로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해서는 정치  험을 이고 

안정되고 자유로운 정책을 진함으로써 투자주최국은 국내경제를  매력

인 투자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로서 국가  

통제가 수월한 특성을 지니므로 정치  안정성이 큰 편이다. 싱가포르는 

1965년 9월 21일 유엔 가입을 시작으로, 10월 15일 연방에 가입하

고, 12월 22일 헌법 개정을 통해 국명을 싱가포르 공화국으로, 국가 원

수를 통령으로 정하 다. 1968년 4월 13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인민행

동당(PAP)이 승리하여 집권하 고, 이후 리콴유 총리를 심으로 약 30

년간 국민들의 인 지지로 장기 이며 안정 인 정권을 유지하

다. 2011년 5월 총선거에서 인민행동당이 승리하여 리센룽 총리가 재집

권하 고, 같은 시기 리콴유 스승장 과 고 통 선임장 은 사임하 다. 

싱가포르는 통 으로 정치체제가 안정성이 있으며 격한 정치  변동

이나 정책  거의 없는 국가이다.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약 40년 동안 주

도하며 야당은 상 으로 향력이 거의 없다. 기본 으로 부존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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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균 72 72 72

순
국가 2014년 수 2013년 수 2012년 수

1 캐나다 93 94 93
1 홍콩 93 92 92

3 노르웨이 91 89 88

4 싱가포르 90 92 89
4 만 90 90 90

6 호주 88 88 88
6 오스트리아 88 87 87

8 스웨덴 87 87 88
9 체코 87 84 83

9 오만 86 86 85

9 스 스 86 86 86
11 아랍에미리트 86 86 84

13 칠 85 85 82
13 일본 85 86 84

15 보츠와나 84 83 82

15 필란드 84 84 84
17 뉴질랜드 83 82 83

17 한국 83 80 78
17 트리니다드토바고 83 80 82

20 덴마크 82 82 82
19 독일 82 82 82

20 네덜란드 82 84 84

없는 국가의 단합된 공동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  혼란을 야기하

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는다. 다음은 싱가포르와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

개 국가들의 정치  험지수를 나타낸다.  

<표 5-19> 세계 정치  험 지수(2014)

출처: PRS Group

  정치  험 지수(PRS: Political Risk Index)는 혼란, 재정  변경, 직

투자  수출시장 등의 17개 험요소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그 지수는 

최고 수 100 으로 가장 정치  험이 없는 국가이며 최 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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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치  험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다. 정치  험지수는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인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표에서 2014년도에서 가장 정치  험이 없는 국가는 캐나다와 홍콩은 

1 를 차지하 으며 싱가포르는 4 를 차지하 고 일본은 13 , 한국은 

17 를 차지함으로써 싱가포르와 조를 보인다. 한 정치  불안정성 

지수는 사회  시 로 인한 정부에게 가해지는 의 수 을 보여 다. 

지수 수는 경제  고통과 불안정에 한 근본 인 취약성을 결합시켜 

만들어 진다. 보통 외국인 투자가 낮은 국가들의 경우 주요 결정요소는 

사회정치  불안정성이다. Chan and Gemayel(2004)은 투자 험과 련

이 있는 불안정성 정도는 낮은 수 의 투자 험을 갖는 개발도상 국가들

보다는 동과 북아 리카에서 외국인 투자의 보다 요한 결정요소임을 

알아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직면하는 투자 상국에서 정치  불안정성

으로 안한 두 가지 주요 험이 있다. 첫 번째는 국내 인 불안 성이나 

주변국가와의 내 이나 갈등은 국내 매나 수출에 해를 주거나 생산이 

단되고 는 시설이 괴되기 때문에 투자 상국에서 운 되는 수익성

을 감소시킨다.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다른 향은 투자 상국 

통화가치에 향을 주고, 투자로 발생되는 미래의 이윤뿐만 아니라 투자

상국에서 투자되는 자산 가치를 떨어뜨린다. Alesina and Perotti(1996)

는 정치  불안정성 강도증가는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시

킨다고 하 다. 다음은 2009-2010년도 정치  불안 정 지수에 한 순

를 나타내며 10 이 최고 수로서 가장 험성이 높으며 0 이 최

수로서 가장 험성이 낮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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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 

취약성

경제  

고통

정치  불안정

성 지수 수

2007년 지수

수

1 짐바 웨 7.5 10.0 8.8 8.8

2 차드공화국 7.1 10.0 8.5 7.5

3 콩고 8.3 8.0 8.2 7.2

4 캄보디아 7.9 8.0 8.0 6.0

4 수단 7.9 7.0 8.0 7.0

6 이라크 8.8 8.0 7.9 7.9

7 코트디부아르 7.5 8.0 7.8 7.8

7 아이티공화국 7.5 8.0 7.8 6.8

7 키스탄 7.5 8.0 7.8 5.8

7 잠비아 7.5 8.0 7.8 6.8

7 아 가니스탄 7.5 8.0 7.8 6.8

7
앙아 르카

공화국
7.5 8.0 7.8 5.8

13 북한 5.4 10.0 7.7 3.7

117 한국 4.2 6.0 5.1 2.0

124 국 4.6 5.0 4.8 3.8

130 싱가포르 3.3 6.0 4.7 1.7

150 일본 1.7 6.0 3.8 0.8

165 노르웨이 0.4 2.0 1.2 0.2

<표 5-20> 정치불안정 지수(Political Instability Index: 2009-2010)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 

   표에서 165개 국가들 에서 가장 높은 정치  불안정성을 갖는 국

가는 1 는 8.8 으로 짐바 웨, 2 는 8.5 으로 차드공화국, 3 는 8.2

으로 콩고국가이며 가장 낮은 정치  불안정을 갖는 국가는 노르웨이

로 165 로 1.2 을 기록하 다. 싱가포르는 130 로 4.7 을 얻었고 한

국은 117 로 5.1 을 취득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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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투자정책   

1) 투자유치기  행정조직

(1)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산하에 투자유치 담기

인 경제개발청(EDB)은 1957년 발족된 산업진흥청(Industrial Promotion 

Board : IPB)을 모태로 하여 1961년에 경제개발청법(Economic 

Development Board Act)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

제발 계획을 수립하고 략 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는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경제개발 기부터 외국인 직 투자유치를 

통한 국가발  략을 수립하고 국가 주도의 경제발 을 추진하 다. 많

은 국가들이 경제개발청(EDB)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 

분야의 산업발  증진에 을 두며, 다른 나라의 외국투자유치기 보

다 권한과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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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4> 경제개발청 조직도(2016)

                          

출처: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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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발청(EDB) 조직 구조는 2016년 클러스터그룹 소비자 , 클러스

터그룹 엔지니어링 , 클러스터그룹 기업 , 로벌 운 , 기획정책 , 

신 사업   기업발  등 5개 으로 조직되어 있고, 각 국가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고, 극 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

제개발청(EDB)은 략산업을 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며, 투자유치 

상 기업을 직  기획, 선정  검토한 후, 직  하여 투자유치를 

실시한다. 한 자회사인 EDB Investments의 재원을 활용하여 유망한 

로젝트에 직  투자하거나 융지원을 하기도 한다. 경제개발청(EDB)은 

투자인센티 와 련하여 인센티 제도 수립, 사례별 수혜 심사  결정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투자유치과정에서 싱가포르의 상력을 높

이는 강 이 되고 있다. 경제개발청은 외국인 투자자의 문의에 한 신

속한 처리, 조세인센티 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  요청에 한 평가, 원

스톱 서비스를 통한 토지와 공장부지, 숙련인력 제공  교육훈련 등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70년 에는 산업발달로 경제개발청은 

싱가포르를 신생기업 장소로 확보하고, 공장들은 고 숙련노동력의 수요

에 맞추어 공장들을 건설하고, 유럽, 미국  아시아 등에 지사사무실을 

설립하 다. 1977년과 1976년 사이에 경제개발청은 취히리, 리, 오사카 

 휴스턴에 사무실을 개설하 고 1975년 세계경제 불황기에 경제개발청

은 산업 로젝트를 추진하여 제조업에 을 두고, 1980년 에는 자본

집약   고도기술 산업, 연구개발과 컴퓨터소 트웨어 같은 지식집약

산업에 을 주었고, 일본, 독일  랑스 등과 공동으로 련기 을 

설립하고, 자고 기술 문 인력을 해 싱가포르사람들을 교육시켰

다. 한 경제개발청은 충분한 인력 교육 로그램을 장려하기 해 기술

개발기 (Skills Development Fund)을 도입하 다. 싱가포르를 총 비즈니

스기지로 만들기 해, 경제개발청은 재정, 교육, 생활제품, 의학, IT  

소 트분야 등에서 국제 서비스기업들을 유치하 다. 경제개발청은 PC, 

인쇄회로기   디스크 드라이  등도 요한 신생산업으로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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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 고, 1980년 기에 최 의 

실리콘 웨이퍼제조공장이 동남아시아인 싱가포르에 설립되었다. 경제개

발청은 지방 종소기업들의 발 이  요함에 따라, 1986년에 소기

업사무국(Small Enterprise Bureau)을 설립하고, 지방 소기업들을 돕기 

시작하 다. 1988년에는 생물공학 증진을 해 생물공학 략비즈니스 

원(Strategic Business Unit for Biotechnology)을 설립하 다. 1990년 에

는 기술, 제조  투자를 강조하고 화학, 자  엔지이어링 등과 같은 

주요산업에 을 두고, 제약, 생물공학  의학기술 분야 등의 생물의

학 산업을 발 시키기 시작했다. 지역의 창의  산업을 권장하기 한 

노력으로 경제개발청에 창의 서비스 략비즈니스 원(Creative Services 

Strategic Business Unit)이 1990년 에 설립되었고, 화, 음악, 미술, 디

자인  미디어 등의 창의  산업을 장하는 18개의 테스크 포스(Task 

Force)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의 요성을 인식하여 경제

개발청은 1990년에 China Focus특별 비즈니스 원(Special Business Unit)

을 설립하여 국과의 투자 계를 문 으로 다루게 되었다. 경제개발

청 투자(EDBI)기 은 1991년에 경제개발청의 주식투자부를 설립하여, 새

로운 략산업을 진시키게 되었다. 2000년 에서는 신, 지식  

R&D에 을 두고, 신기업의 요성을 인식하여 경제개발청은 2001

년에 신생기업 발 안(Start-up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 (SEEDS)

을 만들어 민간분야 참여와 투자를 진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고 

2005년에 비즈니스 엔젤안(Business Angel Scheme: BAS)을 만들어 비즈

니스 엔젤 투자와 기 제공을 통해 기술기업들을 진시키게 되었다. 

국, 인도  동지역에 풍부한 투자기회를 고려하여, 경제개발청은 그 

지역 내에 많은 센터들을 설립하 고, 2002년에 상하이 사무소, 2004년

에는 베이징 사무소, 2006년에 우 사무소를 개설하 고, 인디아 기

업들과의 경제  계를 향상시키기 해 2004년에 뭄바이 사무소가 설

립되었다. 2004년에 경제개발청은 방향 디지털 미디어(IDM) 산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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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을 두고, Star Wars 랜차이즈의 창시자인 George Lucas가 설립

한 제조기업인 LucasFilm을 성공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 다. 그 이후 

LucasFilm Singapore은 싱가포르에 여러 개의 에니메이션  시각효과 

스튜디오를 설립하 다. 에 지산업의 발달로 2007년 경제개발청과 에

지시장 당국(Energy Market Authority: EMA)은 에 지 신 로그램 사

무소(Energy Innovation Programme Office: EIPO)를 설립하고, 공공 R&D 

센터와 인재개발 로그램을 수립하고, 청정에 지산업을 개발하기 한 

략을 이행하기 해 청정에 지 로그램 사무소(Clean Energy 

Programme Office: CEPO)를 설립하 다. 최근에는 R&D활동을 확 하기 

해, 경제개발청은 Hewlett-Packard (HP), Johnson & Johnson, Procter 

& Gamble  Hyflux와 같은 다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싱가포르에 신 

 리더십개발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2) 한국 인베스트 코리아

① 조직

한국은 1998년 4월에 외환 기 이후 외국기업의 성공 인 국내진출을 지

원하기 하여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국가투자유치 담기구로 

지정하고 1998년 7월에 KOTRA내 외국인투자지원 센터(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발족시켰고, 2003년 12월에 ‘Invest 

KOREA’인 국가투자유치기 을 재출범시켰고, 2006년 11월에는 외국기

업 창업지원연구센터인 인베스트 코리아 라자(Invest Korea Plaza)를 

개 하 다. Invest Korea에서는 한국의 투자환경을 해외에 홍보하는 역

할을 수행하며, 외국기업을 상으로 투자상담, 투자신고, 기업설립, 국

내에서의  사업활동 지원  경 애로사항 해결 등의 외국인 투자에 

한 포 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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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획실

    ⤋

투자 략

투자홍보

투자정보

투자유치실

    ⤋

유치총

북미유치

유럽유치

아시아 동유치

로M&A지원단

Kotra

투자종합상담실

종합행정지원센터 외국인고충처리단Invest Kore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그림 5-05> 한국 외국인 직 투자기  조직도

                        

출처: Kotra(Invest Korea)

② 기능

인베스트 코리아 투자기획실 3개 , 투자유치실 5개 , 로벌 M&A지원

단, 종합행정지원센터 내 투자종합상담실  외국인 투자옴부즈만 내 외

국고충처리단 등이 있다. 각 실과 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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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요기능

실

투자기획실

투자 략 ◾투자유치 략  계획수립, IK업무총  등

투자홍보

◾해외잠재투자가  국내외 련 기 상 

한국투자강  홍보

◾한국비즈니스환경홍보자료 제작

투자정보

◾외국인 투자 통계작성, 리  분석

◾외국인 투자(기업)동향 악조사

◾외국인 투자 정책의 효과분석  개선방안 

연구 등

투자유치실

유치총

◾무역  투자유치 목표배정, 리  평가

◾ 지원운 , 유 기  사 단 견사업 

등 총

◾제조업, 서비스업, 융업 등 산업별 투자

유치업무 총   조정

북미유치
◾북미투자유치(북미, 남미  다른  미

할 지역포함)

유럽투자유치
◾유럽투자유치(CIS지역포함)

아시아 동유

치
◾아시아, 양주, 동투자유치

로벌 M&A지원단

◾M&A지원사업의 략수립, 수행

◾국내외 M&A 련산업, 기업정보조사  투

자유치

종합행정

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

실

◾투자인허가, 투자 차 행, 투자신고 수 

 민원처리

◾투자건설  서비스(회계,세무,법무 등)

◾생활정착서비스(일일비서서비스, 생활상담 

등)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국기업고충

처리단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조사  고충

처리

<표 5-21> 인베스트 코리아 주요기능

출처: Kotra(Inve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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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 Korea조직의 투자기획실 내에 투자 략 에서는 투자유치 략 

 계획 수립하고 인베스트 코리아 업무를 총 하고, 투자홍보 에서는 

해외잠재투자가  국내외 련 기  상으로 한국투자  비즈니스 환

경 등의 강 들을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투자정보 에서는 외

국인투자 통계를 작성, 리  분석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동향을 

악  조사하며, 외국인투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한

다. 투자유치실 소속인 유치총 에서는 무역  투자유치 목표 배정, 

리  평가 등을 담당하고 지원 운 , 유 기  사 단 견사업 

등을 총 하며 제조업, 서비스업, 융업 등 산업별 투자유치 업무를 조

정  총 한다. 북미유치 에서는 북미, 남미  기타지역에 한 투

자유치업무를 하고, 유럽유치 에서는 CIS를 포함한 유럽지역의 투자유

치업무를 하며, 아시아 동 유치 에서는 아시아, 양주, 동 등의 투

자유치를 담당한다. 로벌 M&A지원단에서는 M&A 지원사업의 략을 

수립  수행하고, 국내외 M&A 련 산업  기업에 한 정보조사  

투자유치를 담당한다. 종합행정지원센터와 투자종합상담실에서는 투자 

인허가, 투자 차 행, 투자신고 수  민원처리를 하고, 회계, 세무 

 법무 등의 투자 컨설  서비스하며 생활에 필요한 생활정착서비스  

생활상담 등의 업무를 한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외국인고충 처리단

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조사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한다. 

인베스트코리아는 목표로서 투자상담, 투자시행  사후 리의 모든 서

비스를 원스탑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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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투 자

상담

사  정보 조사 ∙투자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정보 검색  제공

투자가 물색  

상담주선 
∙투자 트  발굴

문 분야 상담 
∙인센티 , 법률, 회계, 조세, 입지 등 국내외 

장 기동 상담 실시

2 . 투 자

실행

투자신고 수 ∙외국인투자 신고의 수 (외투신고필증 발 )

투자자  도착 ∙외투기업등록증 발

공장부지 물색 
∙투자가 기호에 맞는 최 의 공장부지 물색  

필요한 행정 서비스 지원

법인 설립 ∙법인 등기, 각종 인허가 지원

비자 발  ∙외국인투자자(D-8), 동반가족(F-3) 등 비자 발

3 . 사 후

지원

옴부즈만
∙홈닥터 지정을 통한 외투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

비자 연장 
∙외투기업 직원의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

장업무 처리

생활 정착 지원 

∙외투기업 직원  동반가족의 편안한 국내정착

을 해 주택, 외국인 학교 등 주변생활시설 물

색 

<표 5-22> 인베스트 코리아 투자 서비스 

출처: Invest Korea

③ 주요활동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련 업무를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해 주요 투

자 로젝트에 PM을 지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 단계별 

필수정보는 물론, 기 투자 상담에서부터 조세  세 감면 차, 법

인 설립 등 문 분야 상담, 공장부지 선정  매입을 한 장 지원, 

공장 설립 인가 등 인허가 차의 일  행 처리, 투자가의 국내 정착

을 한 생활 여건 상담 등 종합 인 일 일 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 주간행사로 국내외 외국인 투자가를 청하여 산업별  지

역별 포럼을 개최하고, 일 일 투자상담회, 산업입지 시찰 등을 통해 한

국의 투자유치환경을 홍보, 외국인 투자유치확 를 유도한다.

  유력 투자가의 국내 체제기간  필요한 제반 사항에 해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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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며, 로벌 선도기업과 국내기업, 연구소 등과 합작투자, 

기술이 , 공동 R&D 지원 로그램인 로벌 다  력사업(GAPS: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등 맞춤형 투자유치 사업을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투자 홍보자료를 문 

 문으로 제작하고 해외 무역 을 통해 투자가 발굴  매칭을 지원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인력 채용에 따른 고충 해결 

 국내 구직 인력에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한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기

여하기 해 매년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IK-외투기업 공동 

사 활동, Grow Together(IK-ECCK 학생 사단)  Adopt-A-Road 

(지역사회 정화활동)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

들기 해 앞장서고 있다.

  Invest KOREA인력은 외국인투자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KOTRA 직원들과 문가 그룹, 정부 련부처  기 에서 견된 공무

원,  여러 분야의 민간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5개의 KOTRA 해외 

비즈니스센터와 긴 한 업무 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Invest KOREA는 

외국인투자 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tee)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설립되어, 외국인 투자 련 정부정책을 실행하고, 해외투자유치 활

성화를 하여 35개 무역 에 약 60여명의 투자유치 담 을 배치하고, 

잠재투자가를 상으로 한국 투자 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IR 개최 

등의 투자유치활동을 개한다. 

2) 인센티

(1) 조세정책 

  외국인 직 투자 유치의 직 이고 표 인 정책수단 조세제도에서 

혜택이 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정 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

로 조세제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정 인 향을 미치는가를 단하는 

것이 요하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 세 정책은 조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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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인세
소득세

(최 )

소득세

(최고)
근로소득세

부가가치, 상품 

 서비스, 매

세

싱가포르 17 0 22

11.5~36

*750S달러의

상의 월 여

인 경우

7

(상품  

서비스세)

한국 24.2 6+1.8
38+11.

4
N/A 10

면제도, 투자 련 인센티  제공  투자보장 정 등이 있고, 조세제도

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인지세 등이 있으며 자본이득세, 매

세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수출입 무역제도가 가장 자유로운 

교역체제로 운 되며 무역장벽이 거의 없고 일부 융업, 통신업 등에만 

규제가 존재한다. 수출에 한 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일부 제한품목의 

수입에 해서만 조세수입과 세를 부과한다. 자유무역지 를 지정하여 

세부과 상품목에 한 보   재수출을 한 범 한 서비스가 제

공되며 세와 상품세(GTS)가 면제된다( 자통신연구원, 2003).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 무역, 기술, 숙련 노동력 유치 등을 해 여러 국가

들과 이 과세방지 정을 체결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05). 

<표 5-23> 싱가포르와 한국의 세율                     단 : %

자료: 싱가포르통계청  한국 세청

 2015년에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로 한국의 24.2%보다 낮으며, 소득

세인 경우 싱가포르는 최  0%에서 최고 22%인데 반해 한국은 최  

6+1.8%에서 최고 38+11.4%이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는 아시아 경쟁국 

 세율이 가장 낮고 동시에 각종 인센티 를 제공하는 등의 조세지원제

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이에 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개선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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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세계 우수한 다국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해 범 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한 인센티 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투자

인센티 는 투자증진, 무역증진  기타 등 세 가지 목 을 가지며, 주

로 조세감면 특징을 갖는다. 인센티 를 부여받고자 하는 기업은 경제개

발청에 신청을 하고, 인센티  지원은 상 제조업  서비스업 경제 확

 인센티  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 EEIA)과 소득세법

(Income Tax Act)에 근거하여 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

센티 를 제공함으로써 우량 다국 기업의 아시아지역 총 본부  사

업총 본부 등을 유치하여 국제사업 심지로서 싱가포르를 발 시키려

는 략을 지닌다.  부분 외국인 투자가들은 규제 없이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우선 투자 련법에 투자정책  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경제 확 우 법(소득세 면제)은 국내외자본에 계없이 산업투자에 

한 기본 법률로 투자우   우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신청은 우선 우 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경제개발청(EDB)에 신청을 하지

만, 은행  융보험업은 싱가포르 융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무역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에 사  승인을 얻은 후 회사설립을 하게 된다. 일반 으로 회

사 등록은 경제개발청 산하 회사 등록국(Registry of Companies and 

Business)에 등록을 한다. 싱가포르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주력하며, 새

로운 기술투자, R&D  고도기술의 제조업 등의 분야를 우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략  발 을 모색하고 있다.

  한 싱가포르는 경제발 을 증진하기 해 융 인센티 를 이용한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로 구성된 강하고 다양한 경제를 이루기 

해, 경제 인센티 확 (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정책 하에 많은 

주요 세  인센티 를 도입하고, 제조업과 본사설립에 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로 지난 수년 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임의 인센티 (Discretionary Incentive)와 법령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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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역본사 지원

(International /Regional

 Headquarters Award: IHQ / 

RHQ)

국제  지역본사 지원으로 과소득에 해 

법인세 감세를 제공한다. 신청자들은 싱가포

르에서 수행되는 실질 인 지역 는 세계 본

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토지 증  공제(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 

LIA)

기 세 공제는 25%이고 빌딩이나 구조물의 

건설 는 보수/증축을 해 발생되는 자본지

출에 해서 연간 5% 세 공제를 제공한다.

통합투자 공제(Integrated 

Investment Allowance: IIA)

승인된 로젝트에 해 싱가포르 외부에 있

는 생산장비에 해 발생되는 승인된 고정자

본 지출의 비율에 입각하여 공제를 한다. 본 

공제는 정상 인 자본 공제이외에 허용된다.

인수합병제도(Mergers & 

Acquisitions  Scheme: M&A)

인수가격에 25%가 공제되며, 매년 산정해서 

최  5백만 달러까지 용된다. 한 거래비

용 공제와 인지세 감면을 제공한다. 

개척 인 센 티 ( P i o n e e r 

Incentive)

개척 인센티 는 수입에 한 법인세 면제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싱가포르에서 선도기술이

나 활동뿐만 아니라 요한 증액자본지출, 비

즈니스 소비  숙련직업 활동 등 새롭고, 실

제 인 경제  기여에 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분할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산

업발달에 한 투자 요도, 연구개발성장과 

(Statutory Incentive)로 구분되며 법령 인센티 에 한 조건과 필수요건

들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법령 인센티

의 행정과 수는 련 정부기간과 력하여 싱가포르 세무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수행한다. 임의 인센티 들은 산업

구분에 기 하여 다양한 정부 법령 원회에 의해 리된다. 세 인센티

는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직 투자 진과 증 에 요한 역할을 한다. 

각종 인센티  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표 5-24> 싱가포르 기업체에 한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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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능력에 한 기여 등이 고려해야할 요인

들이다.

개발확장 인센티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DEI)

개발확장 인센티 에서는 과소득에 한 법

인세율 감세를 제공한다. 제조업이나 선도  

활동이나 능력 증 에 한 실 인 기여를 

한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기업분할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산업발달에 한 투자의 

요도, 연구개발성장과 신능력에 한 기

여 등이 고려해야할 요인들이다. 

융  재정센터 세 인센

티 (Finance & Treasury 

Centre: FTC) Tax Incentive

융  재정센터 세 인센티 에서는 서비스 

 활동에 한 수수료, 이자, 배당  이익  

등에 한 법인세율 감세를 제공한다. 융 

 재정센터 활동에 한 은행  승인된 네

트워크 기업들로부터 출에 한 이자납부에 

한 원천징수면제를 제공한다.

항공기 임 제도(Aircraft 

Leasing Scheme: ALS)

싱가포르에서 항공기나 항공기엔진 임 로 발

생되는 소득에 한 법인세 감면을 제공한다. 

항공기나 항공기 엔진구매에 해 외국 부에 

한 지불에 해 자동 인 원천과세 면제를 

제공한다. 

기업연구 인센티  제도

(Research Incentive Scheme 

for Companies: RISC)

기업연구 인센티  제도에서는 략 인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능력을 발 시키기 해 정

부보조 을 제공한다.

신기술 주도력 제도

(Initiatives in New 

Technology: INTECH)

신기술 주도력 제도에서는 새로운 기술, 산업 

연구개발  문 인 노하우 등을 이용할 

때, 능력개발을 권장하기 해 정부에 교육비 

보조 을 제공한다.

토지생산성 보조 (Land 

Productivity Grant: LPG)

토지생산성 보조 에서는 국내나 해외에 재배

치를 통해 토지사용을 최 화하는데 심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출처: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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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자격 헤택

개발증 인센티

(Development Expansion 

Incentive: DEI)

싱가포르 경제에 상당한 이

익을 주는 로젝트라고 

단되는 경우

우 세율 5~10%(최  

감면기간 10년), 추가 

감면기간 최  5년(총 

세 감면기간 20년)

투자공제 인센티

(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IAI)

제조업 기업이 R&D, 건설 

공사 등의 인가된 로젝트

에 신규로 투자할 경우

일반 투자비용 공제 + 

승인된 투자비용의 집

행에 해 30~50% 공

제

개척자인센티 ( P i o n e e r 

Incentive) 

(PC-M or PC-S)

국내 산업 평균보다 고 의 

기술, 노하우를 도입하는 

로젝트  국내 유사 활동

을 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

15년 이상 꾸 한 수

익 창출 시 15년간 법

인세 면제  활동 발

생이익에 한 소득세 

면제

생산성  신 크 딧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1)IT/자동화기기구입  임

 (2)직원교육 (3)지 재산

권획득  면허취득 (4)특허, 

의장, 디자인  식물변종등

록 (5)R&D (6)Design 

Singapore Council에서 승인

한 디자인 로젝트 등 6개 

항목에 투자 시

연간 세  면제 400%

(60만 싱가포르달러 이

하)

승인 로얄티 인센티

(Approved Royalties

Incentive: ARI)

기술, 노하우가 알려진 업계 

평균보다 발 된 수 일 경

우

원천세 부분·일부 면

제

R&D비용에 한 추가공제

(Further Deduction for R &D 

Expenses: S14E)

싱가포르 내에서 수행되는 

R&D

연구개발비용에 해 

추가 100% 공제

세 면제 최  200%

비용공동부담계약에 한 합 R&D가 반드시 경제 으로 1~5년간 세 공제가 

  경제개발청에서는 R&D, 지역본부, 신기술 분야 등에 해 조세감면제

도  지원 등이 있으며, 구체 인 감면규모는 기업과의 상을 통

해 결정된다.

<표 5-25> R&D 련 세제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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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로그램 세목명 감면내용 감면조건

싱가포르

토지강화공제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

공제

자본지출의 기 

25%, 매년 5%

15년간 자본지출

감면신청

승인된 빌딩이나 

건축물의 건설이

나 보수/증축

본부세  인센

티

(Headquarters 

Tax

Incentives)

법인세

 3년간  추가

소득에 해 2년

간 15%

∙1년 연말까지 싱

가포르이외의 3개

국에서 네트워크 

독립체에 한 3

개 본사서비스

∙네트워크독립체

란 램차이즈, 자

회사, 자매회사, 

산자본공제(Writing Down 

Allowance for Cost Sharing 

Agreement: S19C)

이득이 돼야 함.
불가한 R &D 활동에 

해 비용 분담지  

허용

출처: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2) 싱가포르와 한국 인센티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산하에 있는 경제개발청

(Economic Development Board)은 개척자격(Pioneer Status)을 부여하여, 

10년까지 세 우 인센티 를 제공한다. 경제개발청은 원스탑 센터

(One-Stop Center)를 운 하며 모든 정부부처들과 하부조직들과 면 히 

력함으로써 외국인 직 투자를 효과 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세

우  조치의 향으로, 일반기업들은 일률과세율 17%이지만 세 우  

기업들은 평균 일 과세율이 약 8%에 지나지 않는다. 싱가포르와 한국

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비교하면 우리나라 법인세 이 높으며 싱가

포르는 지원과 조세지원의 비 이 상에 의해 결정되며, 외국인 투

자기업과의 상을 통해 범 하게 결정한다.

<표 5-26> 싱가포르와 한국의 투자 련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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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합작회사  

표사무실 등을 

의미

세계무역 로

그램

(Global Trader 

Program)

특혜법

인세

무역소득에 해 

5년간 5~10%

∙다국  기업으로 

국제무역, 조달,  

생필품과 생산품

의 공 과 운송을 

수행

∙해외의 주요무역

활동, 기업활동을 

해서 싱가포르

를 지역기반으로 

이용하는 경우

선도산업  

선도서비스 기

업(Pioneer

Industries and 

P i o n e e r 

S e r v i c e 

Companies)

법인세

제조일로부터 15

년 까지 액감

면이고 투자특성

과 규모에 따라 

세 감면기간이 

결정

∙기업이 엔지니어

링이나 기술서비

스 활동에 참여

∙컴퓨터기반 정보

와 련서비스

∙산업디자인 발달

이나 생산

개발확장인센

티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확장소득에 해 

어도 5%감세

*확장소득이란 

세 감면기간 바

로이  3년 동안

에 연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기본이익을 과

하는 활동소득으

로 정의됨

기세 감면기

간은 10년을 

과하지 않고 한

기업이 싱가포르

경제에 이익을  

수 있는 제조업활

동을 하거나 상품

을 증가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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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5년까지 연

장될 수 있고, 최

 20년까지 가

능

투자공제

( I n v e s t me n t 

Allowance)

지정된 퍼센트에 

입각하며, 고정자

본지출의 100%를 

과하지 않음

*고정자본지출은 

공장빌딩, 노하우

나 특허권의 습

득,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신규 

생산장비 등에 

발생되는 자본지

출

∙승인된 로젝트

을 수행하고 그 

로젝트에 해 

고정자본지출을 

래하는 기업

*승인된 로젝트

는 상품제조나 제

조증액, 특별엔지

니어링이나 기술

서비스 제공, 연구

개발, 건축시공 등

한국

개별외국인 투

자지역, 경제자

유구역, 제주첨

단과학기술단

지,제주투자진

흥지구

법인세

최  소득발생연

도부터 7년간(5년

간 100%, 2년간 

50%)감면 

지방세

사업개시일로부

터 7년간 (5년간 

100%, 2년간 

50%)사업용재산

에 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간 세

외국인 투자신고

일로부터 5년간 

자본재수입에 

한 세, 개별소

비세,부가가치세 

감면

경제자유구역, 

단지형외국인 
법인세

최  소득발생연

도부터 5년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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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역, 기업

토시개발구역

간 100%, 2년간 

50%)감면 

지방세

사업개시일로부

터 5년간 (3년간 

100%, 2년간 

50%)사업용 재산

에 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간 세

외국인 투자신고

일로부터 5년간 

자본재수입에 

한 세, 개별소

비세,부가가치세 

감면
출처: 국제회계사 회(Global Body of Professional Accounts)  외국인 

투자조세감면의 유용성에 한 실증연구(2014)에서 일부인용 후 편집

  싱가포르의 조세제도의 특징은 내국인과 외국인에 한 차별이 없으

며, 특정지역투자에 한 조세감면규정이 없다. 본부  지역본부를 유

치하기 한 다양한 조세혜택이 제공되고 해외소득에 해서도 면세를 

제공한다. 싱가포르의 조세율은 최고 법인세율이 17%, 최고 소득세율이 

20%이며, 한국은 최고법인세율이 22%, 최고 소득세율이 38%로 싱가포르

는 한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싱가포르는 국내외 기업 모두 동

일한 인센티 정책을 지니며, 주로 세제  보조  등을 제공한다.

3) 제도  법령

(1) 의료기  사례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개발청(EDB), 싱가포르 청(STB : Singapore 

Tourism Board)  무역개발청(IE : International Enterprise)의 3개 기

이 설립한“Singapore Medicine”이라 불리는 의료 원회(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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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Board)를 통하여 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싱가포르

의 선진화된 의료체계와 서비스를 알리고, 의료분야에 한 신규투자

진과 의료산업 확 , 해외의료마   채  구축, 의료 련 종사자들

의 해외 진출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개해 나가고 있다. 경제개발청은 

의료서비스 산업을 개발하고, 신규 의료투자 진방안을 마련하고, 보건

의료산업정책 수립과 법률수정을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 청은 해

외 마  자 을 지원하고, 무역개발청은 의료기  해외진출 지원을 담

당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사이언스 로젝트를 통해 미국 존스홉

킨스 의  연구소와 머크, 릴리 등 세계 굴지의 다국  제약회사의 리서

치센터를 유치, 복합생명과학단지를 조성 에 있다. 싱가포르는 민간의

료기 에 한 규제들이 없이 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정부의 극 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병원에 한 리법인 허용으로 주식상장이 가능

하고 자유로운 마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환자가족을 한 아 트 

임 , 환자  가족 용 비즈니스센터 운  등 호텔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정부 산하에 건강 리서비스 실무그룹(HSWG: 

Healthcare Service 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정부, 의료업계  

업계가 연합하여 총 인 의료허  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제안서의 

내용을 직  실행할 외국인 환자유치 문기구를 설치하여 총력을 기울

이며, 자국 의료서비스 향상을 해 외국 의료기 과 력 계를 유지한

다. 탄톡셍(TanTock Seng)병원이 미국 존스홉킨스(Johns Hopkins) 학)과 

제휴를 맺고, 싱가포르 국립 (NUS)와 듀크-NUS 의학 학원(Duke-NUS 

Graduate Medical School)이 공동 운 되며, 그리고 싱가포르종합병원

(Singapore General Hospital)이 미국 지마연구소와 력 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 뉴욕장로교병원과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그

리고 하버드의   코넬의  등이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국내 의료수가, 의사들의 임   운 비 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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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진척을 이루지 못하 다. 외국병원 유치와 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목할만한 성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환자의 증가가 증하고 있으나 이를 의료서비스 발 으로 연결시

키거나 외국 의료기 을 유치하는 성과는 싱가포르에 비해 미흡하다. 다

국  기업의 제약회사들이 한국과 싱가포르에 법인조직이 설립되어 있지

만,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에는 유명 제약회사의 R&D에 한 후속기 이 

미미한 실정이다. 싱가포르는 민간자본이 주식회사형태로 설립이 가능하

지만 한국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는 비

리의료기  설립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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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의료기  설립요건과 운 요건

경제자유구역법1) 제주특별자치도2)

‧ 법인설립 요건 

-「상법」상 법인 

- 자본  50억원 이상(외투비율 50%이

상)  

‧ 법인설립 요건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 자본  U$5백만 이상(외투비율 

50%이상)  

‧ 외국의료기  운  요건 

 - 외국의료기 과 운 약 체결 등 

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진료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외

국 의사 7명 이상

 - 진료과목마다 외국의사면허소지자 

   1명 이상(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 외국의료기  운  요건 

 - 외국의사 종사 가능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리병원 설립을 해서는 외국 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  5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종 의 외국인 의

사 10% 고용조항은 폐지되었고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의료보험이 용되지 않으므로 많은 내국인 환자들이 진료를 받

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제주도에 녹지(綠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이 승인되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병원 운 을 통

해 생긴 수익 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리병원이다. 비 리 

1) 경 역법 시행령 제20조 2( 료 개설요건 등), 경 역 료  개설

허가절차 규칙

2) 제주특별 치도설치및 제 도시조성 한특별법 제192조, 도 보건 료 특례 조례 

제14조-제20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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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그간의 의료기 과 달리 일반 리회사처럼 주주를 모아 자본을 

모으고 운  수익 을 배분하는 식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미 용으로 내

국인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음으로 병원의 수익성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외국인 의료기  투자의 활성화를 기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 교육기  사례

  싱가포르는 1998년부터 최소 10개의 세계수  학을 유치하기 한 세계 

수  학유치정책(WCU: World Class University Project)을 추진하여 

1998년 미국의 MIT, 존스흡킨스의 공동 공동학  로그램 실시하고, 

2000년 랑스 INSEAD 학의 분교 유치하 다. 2002년부터 국제 인 교

육 심지를 만들기 한 스쿨하우스 로젝트(School House Project)를 

추진하여 세계수 의 유명한 외국 학을 유치하 고 2010년에 17개 외국

학의 분교나 공동(복수)학 과정의 형태로 유치를 하 다. 이처럼 싱가

포르는 개방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나은 수 의 외국인 직 투자를 이룰 수 있다. 한 싱가포르가 세

계 유수의 교육기 을 유치할 수 있는 요소는 세제 인센티 , 혜택 등 

싱가포르 정부의 극 인 재정  지원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가들이 꺼

리는 불필요한 규제들의 방해요인들이 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한국

과는 다르게 단독법인,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리교육법인의 설립

을 허용하는 등 외국교육기  진입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한국경

우에는 제주자치도의 국제학교를 제외하고는 리교육기 의 설립을 

지하고 있으며 경제자유지역, 제주자치도, 기업도시 등 일부 지역에 국

한하여 본교 직 진출 형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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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

진 입

규제

리학교

법인설립

∎ 리 법 인 

설립허용

∎학교법인의 경우 비 리법인임. 

◈ 경제자유지역의 외국교육기 의 경우

도 리법인 설립을 불허(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  설

립ㆍ운 에 한 특별법 제2조)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9년 

3월 련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

도의 국제학교에 한 리법인을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 제189조의7 제2항) 

진 입

규제

외국교육 

기 의설

립주체

∎ 지단독법

인,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

태의 외국학

교 설립 허용 

: INSEAD 

비 리 국내

법인TUM(獨 

공 ) 리 

국내법인 

∎외국교육기

의 설립 지

역 제한 없

음. 

◈외국교육기 의 국내진출 허용(06년) 이

후 외국교육기  본교의 직 진출만을 허

용하고 있음(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

유도시의 외국교육기  설립ㆍ운 에 

한 특별법 제4조)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 간의 합작

설립 등 불허 

◈외국교육기 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설

립이 가능함. 

-경제자유구역: 인천, 양만권, 부산·진

해, 황해, 구·경북, 새만 ·군산(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운 에 한 특별법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 제182

조) 

-기업도시: 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암·해남(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8조) 

◈장기심의 

-외국 유수 학의 경우도 MOU 체결부터 

교육부 승인까지 평균 4.0년 소요 

<표 5-28> 한국‧싱가포르의 교육서비스 분야에 한 규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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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규제
과실송

∎과실송 허

용

◈과실송  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 제189조의12 제3항,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

국교육기  설립ㆍ운 에 한 특별법 제

12조) 

행 정

규제

국내  

국외교육 

기 간 

차별

∎외국교육기

에 한 싱

가포르 내국

인 비율 제한

이 없음. 

∎외국 학평

가를 그 로 

인정하여 자

국 행정기

의 승인이 불

요 

∎ 등 교

육은 싱가포

르 사립학교

와 외국사립

학교 동일하

게 자유로운 

설립 

-외국 학도 

자국정부 기

이 아니라 

로벌 평가

기 을 인정 

◈경제자유지역의 외국교육기 에 하여 

정원의 30%까지 내국인 비율이 제한되어 

있음(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의 외국교육기  설립ㆍ운 에 한 특별

법 시행령 제7조). 

-단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

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학 가능 

◈외국교육기 의 특수성과 자율성(교육

과정, 학사운  등)을 확 하기 한 고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용 배제 규정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

국교육기  설립ㆍ운 에 한 특별법 제

3조)이 오히려 학생ㆍ학교로서 보편 으

로 려야할 사항까지 일  배제하는 문

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교육기  재학생 입 연기 불가 

-외국교육기  재학생 비군 훈련에서 

국내 학 재학생과 같은 훈련제도 용 

불가 

-국가 R&D사업에서 외국교육기  참여 

불가 등 

출처: 겸 종·김수연(2014), 싱가포르와의 외국인 직 투자 련 법제도‧

서비스분야 규제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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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지역에 제한 없이 리  비 리를 구분하지 않

고 외국교육기 의 설립이 가능하며,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정책을 통해 

외국교육기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한 싱가포르는 과실송 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 에 한 내국인 비율제한 미 용 등 국내외 교육

기 에 한 특별한 구분 없이 운 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으나 한

국의 경우 교육의 공익성에 한 경직된 인식으로 제주자치도에 리교

육법인을 허용하 지만 과실송 은 지하고 있다. 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 에 한 정원의 내국인 비율을 제한하고 있고, 입 연기 등 

국내교육기 이 제공받는 동등한 행정  편의에 한 차별이 존재하며, 

외국교육기 이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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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외국인 직 투자유치 개선방안

제 1  한국 투자유치정책의 문제

 싱가포르와 한국은 외국인 직 투자유치를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만, 투자환경  투자정책 등은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하

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1) 투자환경의 미비

 국내에 있는 외국인 기업의 기업 9개와 소기업 192개인 총 201개 

기업을 상으로 2013년 12월 20일에서 2013년 12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화조사를 하 다. 한국 투자환경에 해 외국계기

업의 55.2%는 열악함으로, 44.8%는 좋음으로 평가하 다(매우 좋음 3.0%, 

좋음 41.8%, 열악함 51.2%, 매우 열악함 4.0%). 최근 3년간의 투자매력도 

변화에 해서는 비슷함의 답변이 가장 많았고, 매력도 하의 응답이 

매력도 상승의 응답보다 우세함을 보임으로써 한국 투자에 한 흥미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유사 47.3%, 매력도 하 32.9%, 매력도 상승 

19.8%).

<그림 6-01> 한국투자환경 평가  투자매력도(2013)  

출처: 상공회의소(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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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 투자환경을 부정 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책

일 성 부족 32.5%, 경제변수 변동성 27.0%, 규제수  과도 23.4%, 노사

갈등과 반기업 정서 10.8% 그리고 교육 등 사회 인 라 부족 6.3% 등을 

지 하 다. 반면에 한국 투자환경을 정 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그 이

유로 산업경쟁력 43.3%, 우수한 인력 32.2%, 국시장 진출의 거  

11.1%, 범 한 FTA 토 6.7%)  생산기지로서 장  6.7% 등을 들었

다.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입수 이 낮은 이유로는 국 

등 다른 투자우선국가가 있기 때문 41.8% 그리고 노동, 세제 등 기업  

환경의 열악 34.8%, 투자인센티  취약 17.4%, 그리고 미국, EU 등 규

모 투자국가로부터 지리 으로 멀기 때문이 5.0%, 기타 1.0% 등을 지

하 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 지는 1994년 이래 해마다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발표한다. 경제

자유도지수란 기업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자유도 평가 시 

조사항목은 기업자유도, 투자자유도, 재산권, 무역자유도, 노동자유도 등

이다. 기업이 창·폐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자본이동  해외

투자와 련한 규제, 특허  작권 등 무형자산을 비롯한 사유재산권 

보호, 세  비 세장벽, 노동인력의 고용  해고비용 등을 평가하여 

국가별로 수를 산출하는데 동 지수가 낮을수록 정부의 개입이 많고 외

국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의미를 지닌다. 경제자유도

지수가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단하는 인 지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경제자유도지수와 한 나라의 거시 경제  성과 간에는 높은 상

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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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 2014 [5]

Country Rank Score

Change in 
Yearly
Score
from 2014

Rank Score

Change in 
Yearly
Score
from 2013

  H o n g 
Kong

1 89.6  -0.5 1 90.1  0.8

 
Singapore

2 89.4  0 2 89.4  1.4

N e w 
Zealand

3 82.1  0.9 5 81.2  -0.2

 
Australia

4 81.4  -0.6 3 82  -0.6

   
Switzerland

5 80.5  -1.1 4 81.6  0.6

 Canada 6 79.1  -1.1 6 80.2  0.8

 Chile 7 78.5  -0.2 7 78.7  -0.3

 Estonia 8 76.8  0.9 11 75.9  0.6

 Ireland 9 76.6  0.4 9 76.2  0.5

 
Mauritius

10 76.4  -0.1 8 76.5  -0.4

 
Denmark

11 76.3  0.2 10 76.1  0

  Un i t e d 
States

12 76.2  0.7 12 75.5  -0.5

  Un i t e d 
Kingdom

13 75.8  0.9 14 74.9  0.1

 Taiwan 14 75.1  1.2 17 73.9  1.2

 
Lithuania

15 74.7  1.7 21 73  0.9

 
Germany

16 73.8  0.4 18 73.4  0.6

 
Netherlands

17 73.7  -0.5 15 74.2  0.7

<표 6-01> 경제자유도 순 (2014~2015)

█ Free(80-100), █ Mostly Free(70.0-79.9), █ Moderately Free(60.0-69.9), 

█ Mostly Unfree(50.0-59.9), █ Repressed(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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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hrain 18 73.4  -1.7 13 75.1  -0.4

 Finland 19 73.4  0 19 73.4  -0.6

 Japan 20 73.3  0.9 25 72.4  0.6

 
Luxembourg

21 73.2  -1 16 74.2  0

 Georgia 22 73  0.4 22 72.6  0.4

 Sweden 23 72.7  -0.4 20 73.1  0.2

  C z e c h 
Republic

24 72.5  0.3 26 72.2  1.3

  Un i t e d 
A r a b 
Emirates

25 72.4  1 28 71.4  0.3

 Iceland 26 72  -0.4 23 72.4  0.3

 Norway 27 71.8  0.9 32 70.9  0.4

 
Colombia

28 71.7  1 34 70.7  1.1

  S o u t h 
Korea

29 71.5  0.3 31 71.2  0.9

 Austria 30 71.2  -1.2 24 72.4  0.6

자료: Heritage Foundation 

  미국 Heritage Foundation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도지수(EFI)가 

2015년도에 178개 국가  한민국은 29 를 차지하고 있다. 흔히 우리

나라에서 투자 경쟁 상국으로 일컫는 홍콩은 1 , 싱가포르 2 , 일본 

20 , 만 14 로서 우리나라보다 경제자유도지수가 높은 국가들로서 

기업을 경 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국은 

2014년 31 에서 2015년 29 로 다소 올랐지만 여 히 뒤지고 있다. 참

고로 미국은 12 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은 상과는 달리 2014년 137

, 2015년 139 를 차지하여 30개국에 서열에 들지 못한 것이 다소 놀

랄만한 결과 고 북한은 178 로서 최하 를 여 히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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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홍콩 만 일본 국 한국

1 비즈니스 자유 64.1 100 92.4 84.1 52.1 89.7

2 교역자유 75.4 90 86.4 82.6 71.8 72.6
3 재무 자유 77.4 93.2 80.4 68.7 69.7 72.5

4 정부지출 61.7 89.7 87.1 47.1 81.5 67.9
5 융자유 75.0 81.8 83.3 86.7 74.2 81.6

6 투자자유 54.8 90.0 75.0 70.0 25.0 70.0
7 재정  자유 48.5 90.0 60.0 50.0 30.0 80.0

8 지 재산권 42.2 90.0 79.0 80.0 20.0 75.0

9 부패로부터 자유 41.9 75.5 61.0 74.0 40.0 55.0
10 노동자유 61.3 95.9 55.2 90.2 63.0 51.1

체평균 60.4 80.6 75.0 65.9 52.7 71.5

<표 6-02> 주요국가 경제 자유도 항목별 수(2015)   단  100%        

출처: Heritage Foundation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기본요소로 거시 경제, 인 라, 보건  등교

육, 효율성 증진요소로 고등교육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융시장성숙도, 기술수용성, 시장규모 그리고 신  기업성숙

도 등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에 따르면 세계 144개 국가 에서 

한국은 26 를 차지함으로써 싱가포르 2 , 미국 3 , 일본 6 , 홍콩 7

, 만 14  등과 비교할 때 국가경쟁력이 뒤지고 있으므로 투자환경

의 열악한 상황을 나타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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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총 147개국) 순 (총 144개국)
2013~2014 2014~2015

1. 기본요인 20 20

4개 요소

제도 74 82

인 라 11 14

거시경제 환경 9 7
보건  등교육 18 27

2. 효율성 증진 23 25

6개 요소

고등교육  훈련 19 23

상품시장 효율성 33 33

노동시장 효율성 78 86
융시장 성숙도 81 80

기술수용성 22 25
지장규모 12 11

3. 신  성숙도 20 22

2개 요소
기업성숙도 24 27

신 17 17

종합순 25 26

<표 6-03> 한국의 세계경쟁력 순 (2013~2015)

출처: World Economic Forum

  한국의 경쟁력에서 2014~2015년도 기본요인 분야는 년과 같은 20

를 차지하 고, 효율성 증진 분야는 년 비 2단계 하락한 25 를 차지

하 으며, 신  성숙도 분야는 년 비 2단계 하락한 22 를 차지함

으로써 기본요인 분야를 제외한 효율성 증진과 신  성숙도 분야는 

년 비 순 가 하락되어, 세계 10 권 안에 들기에 상당히 부족하다. 

2) 투자인센티  미흡

  외국인투자에 한 인센티 는 상  비교를 통해 경쟁력을 언 할 

수 있다. 즉 다른 국가들의 인센티 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인센티  

실정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의 경우에는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에 해 최고 기간 10년 동안 조세감면을 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 (Pioneer Status)제도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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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조세감면을 하고 있고, 법인소득에 한 세율은 17% 단일세율이나 

실지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은 더 낮다. 법인세법상 부분조세감면제도

와 신규기업에 한 세제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법인, 

소득, 취득, 등록  재산세에 해 최  5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된다. 한 산상의 제약, 제도  장치 부재로 인해 투자 인센티  제

공 등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 조세감면 주의 지원제도 

운  때문에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센티  제공이 부족하고 조

세감면보다 효과 이고 탄력 인 보조  등의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 

3) 투자인력과 행정 문제 

  한국의 투자유치와 련하여 외국인투자 원회(재경부장 이 원장), 

KOTRA 외국인투자 지원센터, 앙부처와 지자체의 담당조직 그리고 각 

경제자유구역청 등 유치 련 조직이 다원화되어 있고 기업유치를 지원하

는 조직과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조직간 유기 인 조체제가 미비하다. 

그리므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에 해 신속하게 응하기 어렵고 실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로벌 역량과 인  네트워크

를 겸비한 국가 마  문가가 부족하고, 유치실 과 연계된 성과  

 유치활동의 자율권 보장 등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동기부여 부족 등으

로 인해 고객에 근 하여 극 인 마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재 

우리나라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견  계

약직 근무 등으로 인한 잦은 순환보직을 하게 되므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문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 직  투자유치

를 효율 으로 하기 해서는 제도, 정책  문인력 등 여러 요소들이 

있지마는 외국인 직 투자유치 문 인력에 한 기술과 문성 등도 

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담기 들은 부분 국가에서 운 되는 

공공기 이므로 몇 년 마다 순환하여 보직을 맡게 되어, 어느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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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와 련이 없는 업무를 하다가 다시 외자유치업무를 맡는 등 

문  기술을 요하는 투자유치업무를 체계 으로 배울 기회가 없고, 학

의 련 없는 공자나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에 한 경험이 없는 인력들

이 담당하기도 함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데 효율 이지 않을 수 있

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련된 M&A교육, 경제교육  융교육 등을 

체계 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 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외자유

치는 몇 가지 기술과 지식으로 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

지고 종합 이고 략 인 방식으로 수행해야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별히 국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지역별 문가가 필요하며, 각 국가의 투자규모

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투자유치를 체계 으로 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 

직 투자와 련된 앙기 들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

원회 등이 있고, 지방경제단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의 반 인 기획과 입안 련 업무를 하고 투자개발, 리, 운   투

자유치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

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인허가 등 리, 운   행정 등의 업무와 투자

유치업무로 동시에 수행하므로 행정업무와 병행하므로 문성이 결여되

어 있다. 앞서 언 했듯이 외국인 투자유치와 련된 기 으로 경제자유

구역기획단, 경제자유역 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Kotra, 

Invest Korea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등 여러 개의 기 들이 산재되어 

있다. 소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게 여러 기 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각 기 들의 기능과 역할이 복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들은 번거롭고 투자를 하는데 어려운 과정으로 

생각하게 된다. 한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우리나라에서 인허가 수

속을 밝게 될 때 그 차나 과정 등이 복잡하여 서류만 해도 수십 장내

지 수백 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공장이나 건물입지와 생산인력

의 확보의 어려움, 투자 련 정보나 자원부족 등을 들 수 있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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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정부규제가 완화되

고 투자 차가 단순해 졌지만, 여러 투자유치 련 조직들이 분산되어 

있고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조직으로 혼란을 주며 일 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정보체계의 통합기능 미비로 인하여 투자정

책이나 투자실행계획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인허가심의시, 과다

한 서류요구와 행정 차가 복잡하고, 이를 장하는 소 부처가 다르고 

부처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류작성의 부담이 많고, 동

일 차를 반복 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손실이 많다. 그러

므로 공장이나 기업설립 인허가, 환경규제 등 복잡한 행정 차 등이 외

국인 투자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로 지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의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외국기업들로서 세무감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세법이 명료하지 않고 추상 인 요소들이 있으므

로 구체 이며 명확한 외국세법에 익숙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애로요인

으로 많은 부담과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치 상 외국기업을 발굴

하고 이들 기업의 니즈를 악해서 필요한 정보  인센티 를 제공하는 

노력이 아직은 미흡하고 실질 으로 유치 상 기업을 지원해야 할 지자

체의 역할도 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제 2  투자경쟁력 개선

1) 비즈니스 환경 개선

  건 한 비즈니스, 제도  정책 환경들은 주최국들이 외국인 직 투자

를 성공 으로 유치하는데 요하다. 요한 인자들은 경제  기회의 존

재, 거시경제  정치  분 기의 안 성, 교역에 한 개방성, 기반구조

의 유용성  세 수  등이 있다. 2015년 로벌 기회지수에서 교역개

방성, 노동력  재정  기반구조를 구성하는 경제  기 에서 136개 국

가들 에서 싱가포르는 2 를 차지하 고 한국은 28 를 차지함으로써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다 자유로운 교역개방성을 갖기 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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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교역 상 품목들 에 특정품목에 만을 제외하

고 부분의 품목들에 해 무 세를 용을 확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외국투자 기업들이 고용하는 한국 노동인력의 질을 높이기 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 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다국  기업 인력과 

한국연력의 습과 문화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로그램개발을 운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를 최소화시킨다. 노동교육원에 외국인투자기

업 노사 계 련 사회  문화  갈등해소를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호이해심을 고취시킨

다. 범죄비용, 창업비용  계약이행 비용 등 비즈니스 운 과 련된 

비즈니스 수월성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으나 규제로 인한 부담  투명성

의 요소를 갖는 규제의 질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규제완화정

책을 펴고 기업과 정부 등이 불합리성, 비리   부정 등을 근 시키려

는 투명성확보 노력과 함께 법과 제도 등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

되도록 유인책을 획기 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

책방향들은 외국투자가들에게 공정하고 명료한 게임규칙으로 투자를 자

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경제  자유성에 있어서는 싱가

포르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패로부터 자유도와 노동자유도이므로 

이에 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인 체계의 사법

권 독립이 미흡하므로 재 에 한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  련 기 들은 사법  정의와 기 에 입각하여 각 부처의 취약

이나 논란이 되는 문제 들을 발굴하고 확인하여 사 에 방하는 강

구책을 모색해야 한다.        

2) 신뢰증진과 부패척결

  세계 인 경 컨설  그룹인 A.T Kearney에 의해 제공되는 외국인 직

투자신뢰지수에 따르면 외국인 직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 에 

시장규모, 정부 규제투명성과 부패근 , 세율과 납세의 용이함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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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보환경 등의 순서로 가 치를 갖는다. 한민국은 외국인 투자 

신뢰지수가 2016년도에 17 로 25 권에 진입하 지만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부패는 정책수립이나 정책실행에서 비 측성과 

임의성이 증가되고 불확실성과 불안 성이 증 되므로 외국인 투자가들

은 투자를 주 하게 한다. 부패는 정상 인 차들이 수행되어야 할 요

소들이 왜곡되거나 변질된 비정상 인 과정을 통해 목 을 달성하려는 

목 을 지니므로 부분 부정 인 결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직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국내 투자 활력을 하시켜 투자의욕을 감

소시키고 사회  가치를 손상을 일으킨다. 한국은 2001년에 부패방지법

을 제정하고 2008년에 부패방지  국민권익 원회의 설치와 운 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권익 원회가 설립되었다. 2015년 부패인식지수

에서 168개 국가들 에서 37 를 차지하고 싱가포르는 8 를 차지하므

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2015년 3월에 부정청탁 지법이 제정되어 

2016년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행정 련 법률들이 

많이 있으며, 반 시에는 형사처벌 등의 엄격한 법률 용을 하게 되므

로 이를 모면하기 해 뇌물이나 품들을 제공하는 부정부패를 지르

게 되므로 행정 련 법규에 한 무리한 법 용이나 지나친 형사처벌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기 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조항들을 재정비

하여 부패의 여지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제 2  사회  요인 개선  

1) 실용교육 강화

  천연자원이 빈약한 한민국은 경제  발 과 국가의 융성을 해, 외

국인 직 투자에 방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인  자원개발에 더 많은 가치

를 두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사회에서 지식집약 산업

에 을 두며,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기 해 교육의 질이 

무엇보다 요하고 특별히 기술교육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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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서는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부 등의 업에 의한 통합구조

의 인력 리를 통해 해 교육의 공 과 수요를 성공 으로 리하고, 

미래기술에 인력과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인재양성에 힘을 쏟는 것이 경

쟁력 우 의 주요한 원천된다. 학생들의 실력과 능력 등이 최 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수   능력별 교육을 실

시한다. 의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인 교류가 활발한 다문화 국가로 

변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어는 외국인 투자가들과 다국  기업들과의 

요한 국제 인 소통수단이므로 어교육을 더욱 보편화하고, 국어  

베트남어와 같은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한 언어에 한 어학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어소통으로 인한 불편함과 업무처리가 불가

능하지 않도록, 최소한 몇 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무교육정책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한민국은 세계경제변화에 응하기 해 우수한 교

육을 받고 유능한 노동력을 갖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인 자본을 향상

시키는 것이 요하다. 외국인 직  투자가들과 다국  기업 기술수요에 

부응하기 해서는 창의성과 신을 불어넣기 해서는 자율성과 융통성

을 신장되는 학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

자일 경우 인 자본은 기술지식이 과 여러 면에서 계가 있다. 기업에

서 기술개발은 비용이 많이 들고 R&D에 자 을 집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기술을 해 다국  기업들을 종종 이용하며, 기술이 은 다국

 기업들과의 합작투자  라이센싱 등을 통해 시장에 근하며, 국내

기업은 다국  기업을 표하고 기술을 이  받는다. 외국인 직 투자에

서는 다국  기업이 그 기업 내에서 인력  물질  자본의 통제력과 소

유권을 지니며, 합작투자나 라이센싱보다 외국인 직 투자를 통해 시장

진입을 선호하며, 기술을 이 시킨다. 몇몇 경제 , 략   정책  요

인들이 기술이  방식을 결정하고, 이 비용, 혜택과 험에 한 기업

인식과 정부정책 등이 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술이 을 해서는 지

기업의 기술이 을 받을 수 있는 기술능력이 요하므로 기술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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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분 기술이 은 다국  기업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내재화된 채 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계열사

로부터 선진국가의 다국  기업들이 로얄티, 라이센스비용 등을 받으므

로, 외국인 직 투자는 개발도상국가에 한 새로운 기술의 요한 원천

이 되므로 기술이 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기술 인력이 요구된다. 즉 기

술이 을 진하기 해서, 기술공 자인 외국인 투자가들의 기술을 이

시키기 해, 지직원들을 기술이 에 따른 교육을 시키며 외국기업들

과 력을 하는 것이 요하다. 견고한 기술기반은 기술집약 인 산업성

장에 선결조건이며, 세계경제에서 개발도상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노동

비용에 의존에서 벗어나기 한 필요한 조치이다. 재 국제사회에서 지

식 집약 인 산업과 첨단생명  의료산업 등이 리 발   확산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국제산업 흐름에 맞추어 투자 진, 인력개발, 직

업훈련  이민 정책 등의 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 정부는 미래

에 핵심이 될 부품소재산업에 을 두고, 선도 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이 을 수받기 해서, 핵심부품에 한 수입을 이고, 한국에서 

부품소재산업에 한 R&D을 지원하고, 외국투자기업의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외국인 직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국토가 작고 천

연자원이 많지 않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세계화  지식사회 경제에 

응할 수 있도록 인 자원 양성의 정책에 많은 을 두어야 한다. 특

히 등학교부터 어학, 수학,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공학 등 실용  학문 

등에 비 을 두어야 한다. 한 외국인학교 교육 로그램의 질  수  

향상을 해 미국 심 과목별 표 화 과정(AP: Advanced Placement)  

유럽 심의 ․ ․고 교육과정(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과 같은 국제

표 화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미국서부교육연합회(WAS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국제학교심의회: CIS: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와 같은 인증기 으로 부터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진시킬 수 있는 국가인재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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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린 시 의 우수한 수학  응용과학 등의 교육은 외국인 투자유

치에서 기술이 이 요구되는 분야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보통 기술이

은 다국  기업들의 축 된 고도의 기술을 투자 입지국에 기술을 수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국내 기업이나 국내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국내 기

술이 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 으로는 국제간의 기술이 을 의미한

다. 이 되는 기술은 간생산물, 기계설비, 인  능력, 생산유통체계  

마  노하우 등 형태가 다양하며 이 방법도 라이센싱, 특허사용  

경 기술 등의 기술정보는 물론 기능과 이용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국

가 간에 기술지식수 의 격차가 클 경우, 생산에 한 기술이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기술이 은 생산성 향상을 한 기

술개발의 한 수단이며 경제발 에 있어서 요한 략  요소이므로 이

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기 해서는 충분한 기술교육이 필수 이

라 할 수 있다. 

2) 노사  정치안정

  외국인 투자들이 투자결정 요소들 에 노동 련 사항을 생각하게 된

다. 노동비용이 렴하고, 노사 계가 안정 이고, 값싸고, 유연한 노사

계를 갖는 국가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므로 이에 한 

정책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노사 계의 안정성은 외국인 직 투자에서 

요하므로 행 제도처럼 노사정 3자 주의의 노사 계를 바탕으로 모든 

안의제에 한 논의와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추후 갈등구

조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한다. 이를 해 정부는 원활한 노사

계를 해 경제발  이슈들과 련하여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교육과 

훈련  자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원활화를 목 으

로 산업 장의 노사분규 방노력을 하며, 요한 외국인 투자유치사안

과 련하여 노동자 측의 업이나 노동쟁의를 지하는 법안을 만들거

나 노동 원회에서 단체교섭의제를 제한하는 등 분쟁 방을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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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 상의 안정성 확보를 해 재자역할의 국가수 에서 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과 노조의 불만과 분규를 미리 차단하고, 작

업장수 에서는 직, 승진, 작업배치, 임시휴직, 비용 감 등의 교섭

련 의제들은 사  화와 의를 통한 작업장 차원의 유연성 있는 정책

을 실시하여 노사 간 갈등을 이도록 한다.

제 3  투자정책개선

1) 자동연동 업무제도 도입

  한국보다는 싱가포르의 투자유치기 이 보다 잘 조직되어 있어, 반

인 산업발 계획 수립, 국제 문 인력양성, 기술개발과 신, 인센티

확  등 투자유치와 련된 총체 이고 거시 인 목표를 가지고 투자

유치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 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며, 각 부처 간 업무를 기능별  업종별로 세분화하

여 조직을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기반 에 투자유

치에 한 세분화된 정책을 수립  연구를 하며, 업무를 조종  총

할 수 있는 종합 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직

 투자가들이 한국에 직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토지와 임 료의 고

가  높은 세율 등으로 인한 투자비용 증가, 잦은 노사분규와 노동제도

의 경직성, 정부의 행정제도 복잡성  규제철폐 미흡 등이 지 되고 있

다. 이런 요소들 에 외국인 투자를 고려하는 다국  외국기업들이 불

만을 가지는 경우들 의 하나는 행정창구가 지나치게 다원화되어 있어 

많은 시간과 복잡한 차가 수반된다는 을 지 한다. 재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는 재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KOTRA

(인베스트코리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외국기업들이 

투자 련 행정업무  차를 이행하는데 불편함을 물론 혼란을 야기하

여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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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할 청
외국인투자신고  Invest Korea, 외국환은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최 신고기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본 소재지 할 세무소
건축허가 시,군,구청

법인설립(부동산) 등기 법원등기소
취업신고 지방노동청

조세감면신청 지식경제부
투자자 송   납입자본 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 은행

<표 6-04> 외국인 투자 행정 차 할 청

출처: Invest Korea한국투자가이드에서 인용하여 편집

  실제 외국인 투자 교섭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의 경

우도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담기 으로 설치되어 운 되고 있지만 실

질  행정처리 권한은 제 로 부여되지 않아 결국은 앙부처 는 지자

체를 상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비슷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재 경제자유지역에 해서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자유무역지 는 산업

통상자원부로 주 부처가 나뉘어 있어 앙부처 차원에서도 업무가 분산

된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단 들을 보완하기 해서 자동연동업무제

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차에 따라 최  행정

기 에서 모든 행정  차를 일 으로 처리하여 수행하면 최종단계까

지 자동 으로 연동되어 업무가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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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할 청

외국인투자신고 
Invest Korea, 

외국환은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최 신고기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본 소재지 

할 세무소

건축허가 시,군,구청
법인설립(부동산) 

등기
법원등기소

취업신고 지방노동청

조세감면신청 지식경제부

투자자 송   납

입자본 의 법인계

좌이체

외국환 은행

자동연동업무 시스템

(AIB)=Automatic

Interlocking

Business System

원스톱 솔루션

[One-Stop Solution]

<그림 6-02> 자동연동업무 시스템  원스톱 솔루션

출처: Invest Korea한국투자가이드 일부 이용하여 구성

  행정 차를 이행하기 한 창구가 다원화되어있어 원스톱 업무처리는 

근원 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장을 설

립하거나 외국인 기업을 설립하려면 약 10여개 내외의 기 에서 신고, 

허가  승인 등의 차를 밟아야 하므로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번

거롭고 불편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계당국에서는 원스톱서비

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처리는 여 히 다원화된 구조와 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EDB)에서는 다른 여러 

련기 들과 력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이 법규상담, 자녀교육 등은 물론 

투자, 입지, 융, 부동산  잠재사업 동업자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한

다. 그리고 일원화된 조직에서 일 신청을 하면 각 담당자들이 돌아가면

서 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Invest 

Korea가 총 조정기구로 기능을 개편하여 최 업무에서 차가 완료되

면 자동 으로 연동되어 후속조치로 차기 업무가 수행되는 자동연동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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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는 Invest Korea에 일 인 신청을 하

면 모든 련 담당부서에 있는 련 담당자들이 직  자신의 업무를 자

동 으로 처리하는 일  신청 업무시스템인 원스톱 솔루션(One-Stop 

Solution)으로 환되는 것이 외국 투자가들에게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을 

덜 주게 되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2) 인센티  강화  용 확  

  외국인 직 투자에 있어 요한 결정요인들 의 하나인 조세 부담률

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조세감면  투자 련 인센티 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 직 투자유치의 필수  요소이다. 싱가포르는 법인세, 개인

소득세  인지세 등이 있고 자본이득세나 매세 등은 부과되지 않는

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인데 반해 한국은 약 24%가 되며 소득세인 

경우도 싱가포르는 최  0%에서 최고 22%인데 반해 한국은 최  7.8%

에서 최고 38%가 되므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는 부담이 되어 운 이나 

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투자를 꺼리게 된다. 한국에서도 국제  

지 본사설립을 유도하기 해서는 과소득에 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선도기술이나 산업발달에 한 투자, 연구개발  신 등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인 경우에 확 된 개척인센티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싱가

포르는 개척자 인센티 로서 고 기술  노하우 등을 도입하는 로젝

트  국내에서 유사활동을 하는 기업이 없는 경우에, 15년간 지속 인 

수익을 창출할 시에 15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활동발생이익에 

한 소득세도 면제된다. 략 인 기술 분야나 신기술 등 능력개발을 권

장하기 해 정부가 보조 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조세인센티 의 경우 

내국인 투자기업보다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보다 큰 세 감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가들이 R&D에 투자할 경우에 투자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외화획득

에 많은 기여를 하기 해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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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연구소  해외 학연구소 등의 극  참여를 유도한다.   

 

3) 투자 련 제도  법령 정비 

 신뢰성 있고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기존의 의료기 들은 병원의

료비, 의약품  기타 품목비용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료기   의

료진들의 신뢰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제 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 의과

학이나 병원들의 투자유치나 공동으로 운 하는 종합병원 합작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극  유치를 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해외환자

련 업무가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 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일원화하거나 환자유치 투자에 한 One-Stop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여 

의료기  투자 상담, 의사  병원정보제공 그리고 환자유치상담 등을 

문 으로 취 한다. 한 진료목 의 외국인들에 한 입국심사 과정

을 간소화하고 다양한 국제 추천 네트워크를 확 해 의료기 으로부터 

환자정보를 공유하고 각국의 학병원  의료기 과 긴 한 력 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국제 인 의료회의, 시회  연수 등을 개최하여 의

료기술을 증진시킴은 물론 극 인 해외마 을 실시한다. 의과 학의 

훌륭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의료진들의 의료기술을 향상시켜 외국의사들

이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우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외국인 직 투자에 기여

하도록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사와 약사 등의 외국의료 면허인정을 확 하여 

간호사나 의료기사에도 용하고 내국인들이 외국인 용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내국인에게 의약

품을 조제하고 매하는 것을 허용하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의료

특구를 지정하고 제한 으로 투자법인 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병원의 설립의 형태는 첫째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 하는 비 리법인, 둘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 공공단체가 운 하는 병원, 셋째는 의사 개인이 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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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자해서 설립하고 운 하는 리의 개인병원이다. 재 의료법에서 

민간자본이 병원에 투자될 수 없으며 의료인과 비 리법인만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 논의 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이런 개인 병원

을 법인형태로 설립되는 것을 말한다. 행제도에서는 외국인 자본 투자

에 한계가 있고 시설 투자나 고  인력 유치 등이 어려우므로 투자개방

형 의료법인을 허용하여 많은 자본을 모을 수 있으므로 시설 재투자를 

통해 열악한 의료 환경과 의료서비스가 개선됨을 물론 외국인 의료기  

 련 학들의 투자가 증가되어 국제 인 의료기 이 될 것이다. 우수 

외국교육기 의 유치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

된 국제학교나 향후 신설될 국제학교에 한해 순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

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제학교를 

설립한 리법인들은 이익 을 본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단 일정비

율을 반드시 학교발 립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제주 국제학

교는 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합법 으로 결산상 잉여 을 배당받지 못

했다. 이 때문에 우수 외국교육기 은 해외직 투자(FDI) 방식의 국내 투

자를 꺼려 왔다. 외국교육기 의 경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

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교육기  유치를 해 단독법인 설립이나 국내

학교와의 합작설립시에 외국인 학교법인의 출자비율이 50%이상인 것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 교육기  특별법을 개정해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기 을 완

화하여 해외 우수교육기 의 투자를 진하고, 이를 통해 우수 학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한 한국에서 있는 외국교육기 들은 과실송 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 교육 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들 에 하나

이다. 과실송 은 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배당) 을 본국에 

송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 허용되지 않고 있어 투자의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므로 허용하는 것을 극 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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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결론

제 1장 요약 

  외국인투자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크게 투자환경과 투자경쟁력의 개선, 

교육, 노동  정치안정 등과 련된 사회  요인개선 그리고 행정조직, 

인센티 , 제도  법령 등 투자정책 개선 등 세 가지로 크게 나  수 

있다. 각종 경제  비즈니스 지표를 나타내는 투자경쟁력은 Dunning의 

특정 입지우  요건에 속한다. 경제  기회, 거시경제  정치  분 기

의 안 성, 교역에 한 개방성, 기반구조의 유용성  세 수  등의 

하 요소를 포함하는 투자환경(BER: 2018) 수와 순 에서 싱가포르는 

8.65로 1 인 반면에 한국은 7.35로 26 를 기록하 고, 2016년 경제자유

도인 경우 싱가포르는 87.8 으로 2 인 반면에 한국은 71.7 으로 27

를 기록하여 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투자환경  투자경쟁력을 

개선하기 해서는 범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에서 제도, 인 라, 교육, 융, 교역자유화  신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다. 특히 교역의 개방화를 확 하기 해서 세를 이거나 폐지하고 

노사갈등요인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아직도 규제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어 투자를 축

시킬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와 련된 법, 제도  규정 등을 재 검

하여 불필요한 규제  요소들을 폭 제거하거나 축소하여 외국인 투자

가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불공정한 용이나 비리  부정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을 갖는 정책

들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신뢰와 계가 있는 부패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게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암  요소와 같으므로 부패를 없애려는 노력

이 무엇보다 요하다. 2016년도 FDI신뢰지수에서 싱가포르가 3  만

에서 1.57 으로 10 를 기록하 고 한국은 1.47 으로 17 를 기록하

고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싱가포르는 85 으로 9 를 기록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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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56 으로 37 를 기록하여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에서 부패

방지법이 제정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조직인 국민권익 원회가 운

되고 있지만 부패인식지수는 다른 경쟁력 요소들에 비해 많이 뒤져 있음

은 아직도 부패척결에 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부패척

결이 소극 이고 형식 인 행사로 유지되어 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가장 먼  사법  권한을 갖는 분야에서 부패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한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각 정부부처의 감

사기능을 강화하고 부패로 인한 결과에 해 응분의 커다란 가를 치르

게 하는 제도가 실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련된 사회  

결정요인들 에 인력정책이 요하므로 올바론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는 고도의 지식 심 산업에서 살아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업종도 지식 심산업, 고도기술산업  서비스산업 등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이를 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수받을 수 있는 기술교육에 

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에서 기술을 가진 다국  기업들이 한

국에 투자하게 될 때, 기술이 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기술이 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을 인식하고 이를 

비한 과학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Dunning의 충이

론에서 노동의 임 이나 정치안 성 등이 큰 국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특정입지우 이론을 논의하 다. 2015년도 임 결정 유연성

은 7  만 에서 싱가포르는 6 으로 7 , 한국은 5.2 으로 58 를 나

타냈고, 고용  해고 행에서는 싱가포르가 5.4 으로 3 , 한국은 3.4

으로 106 를 기록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 하는 바와 같이 해고

의 경직성과 노사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투자 불

안심리가 투자를 축시켜 외국인 투자가들의 발길을 다른 국가들로 돌

리게 한다. 이처럼 외국인 직 투자에 있어 노동정책이 요하므로 고

용, 해고  노사분규 등과 련된 노사개 에 한 획기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들 들면 고용과 해고에서는 국내기업과 다국  기업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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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국  기업에서는 고용과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는 고용유

연성이 포함되는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한 제도와 법령 등이 

외국인 투자가들에 불리한 경우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의

료기 과 교육기간 투자유치에서 비 리법인  과실송 이 허용되지 않

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서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복잡한 행정 차에 

있으므로 행정 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행정기능을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투자를 하기 해 신

고, 법인설립신고, 건축허가  조세감면 등 여러 가지 행정 차들을 은

행, 세무서, 시청, 구청  군청 등기소, 지식경제부 등 여러 행정기 들

을 거처야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입장에서는 행정편의주의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겪어야 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 인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해서는 한 행정 청에 최  신청을 하

면 유기 으로 연동되어 련 행정 차 업무가 자동 으로 완료되는 자

동 연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한 곳에서 일 으로 처리하는 원스

톱 솔루션 구축을 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유리하고 편리함을 제

공할 것이다. 이를 해 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연동을 한 력을 

모색하고 지방자체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 체제 구축을 해 

산  권한부여 함께 인력확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것이 완성되면 외국회사 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할 시 여러 행정과정을 거

치지 않고 한 행정 청에서 신청하면 자동이나  일  처리되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손쉬운 행정 차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세감면 인센티 는 우선 으로 외국투자

가들에게 쉽게 비교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생명과학, 첨단과학, 서비

스업 부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엔지니어링 부문을 확 하여 극

으로 다국  기업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과소득에 해서는 법인세

를 감면하고 선도기술이나 R&D  신 등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가

들에게도 더 많은 인센티 를 제공하며 다국  기업들 연구소나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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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투자 정책 사항으

로 외국인 투자와 련된 제도와 법령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들 들면, 행 의료법에서 민

간자본에 의한 투자는 불가능하므로 개인병원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설

립을 허용하여 국제 인 의료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구역 내에 

의사와 약사 등의 의국의료 면허를 인정하는 것을 간호사나 의료기사에

도 용하고 내국인들이 외국인 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

화한다. 교육기 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해서는 행 외국교육기  투

자에서 단독법인설립이나 국내학교와의 합작설립 시에 외국인 학교법인 

출자비율을 50%이상을 것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투자로 인해 발

생된 이익 을 본국으로 송 하는 과실송 을 허락하는 정책이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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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제언

지구 시 와 개방화의 속한 물결로 세계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국

경을 월한 비즈니스 역과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가 등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   고용창출 등을 

통한 자국의 경제  산업발 을 이루기 해 외국인직 투자 유치에 총

력 인 힘을 쏟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

구역청  련 기 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 직 투자에 한 결

정요인들 에 무역개방성, 로벌 기회, 경제자유도, 사업수월도, 세 , 

투자인센티 , 기술인력, 노사 계  정치안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

으며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러 요인들 에 가장 요하고 가치 있는 결

정요소들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지 까지 논의된 로벌기

회, 경제자유도  투자신뢰도 등의 외국인 투자환경 향상은 장기 인 

에서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의 련 부처

에서 종합 이고 장기  목표를 세부 으로 그리고 연 별로 수립하여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야한다. 한 기의 교

육제도  기술이 과 노동자 사용자간의 태도와 정부의 노력 그리고 정

치  안정은 단 기간에 개선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

여 부진한 요인들을 확인한 후 장기 인 목표를 수립하여 순차 인 개선

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조직과 기능, 인센티  확 와 강화 

 제도와 법령정비 등의 정책  요인들에서 가시 이고 확실한 문제

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언 한 투자환경과 사회  요인 등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신속하고 즉각 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장 이 있으므로 정책

인 요인들에 한 문제 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서 장기

인 목표 인 투자환경 요인들과 사회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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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Attra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etween Singapore and Republic of Korea

                                                   Young Do, Kw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asic activation direction of FDI is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vestment environment, social factors and policies. The workers in 

charge must make great efforts to better investment environments 

such as institution,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freedom. Especially, tariff need to be lowered or abolished to extend 

the openness of trade and the policy minimizing the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must be implemented.  

  Unnecessary regulations and corruption must be abolished or 

decreased as they dampen the investors' willingness to invest. We 

suppose that anti-corruption is not brisk in that Korea in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falls behind other nations. Therefore 

government must prepare countermeasures, setting up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and enforce audit and inspection not to be 

involved in corruption with regard to judicial power. In addition, 

competent workers must be nurtured as manpower policy is crucial 

to FDI. 



- 162 -

  Technical education need to be focused on technique transfer and 

technical people must be trained because investment sectors are 

turned into high knowledge-intensive industry, high tech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It is important to provide local companies with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to be equipped with having ability 

to take over technology transfer when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vest for technology in Korea.

  Also, foreign investors point out that Korea have labor market 

rigidity including employment & layoff and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rigidity and the conflict make foreign investors 

dampened, looking for other countries for investment. Therefore, 

dramatic reform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re required as 

labor policies including employment, layoff and strike are important 

for FDI. For example, it is advisable that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are entitled to be more flexible in employment and 

layoff than local companies. Foreign companies are hesitant to invest 

when they feel that institution and laws are unfavorable to foreign 

investors. Korea unlike Singapore can't establish medical organizations 

or hospitals as profit-making corporations and prohibit foreign 

investors remitting investment returns overseas.

  It is better to establish the base to simplify adminstration 

procedures and operate the administration efficiently as potential 

foreign investors feel inconvenient if they visit many public offices 

such as national tax service, city hall, district office, and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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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after a foreign investor applies in one of any offices, 

registration system is to be completed automatically without visiting 

many public offices, what is called "Automatic Interlocking Business 

System or One-Stop Solution. Mutual cooperation is necessary 

between governments and self-governing bodies which need to 

secure budget and manpow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to 

set up the service, strengthening education for workers. If a 

corporation or a factory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utomatic 

Interlocking Business System or One-Stop Solution, foreign investors 

think that it is much easier and more comfortable than before. 

Comparable corporate income taxes rate need to be lowered as a tax 

incentive. Lowered tax systems can gradually apply to bioscience, 

high tech science, service and high-tech sectors to attract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rporate income tax rates are required to 

be lowered in relation to an excess income and more tax incentives 

are offered to foreign investors contributing to leading technology, 

R&D and innovation as well as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Institutions and laws need to be improved or 

revised not to be unfavorable for foreign investors. For example, 

open type investment and medical profit corporation must be 

allowed to set up as it currently is impossible to put private capital 

into health care corporation. Licenses of foreign medical technicians 

as well as foreign doctors and pharmacists must be allowed and 

related regulations need to be alleviated so that Koreans are allowed 

to use pharmacies for foreigner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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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ase that a corporation sole is established or through M&A with 

local universities, the regulation of more than 50% foreign education 

corporation in shareholding needs to be mitigated. And investment 

returns must be allowed to be remitted to their own country as in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to activate foreign education institutions 

including universities and colleges.

Keywords: Investment Competitiveness, Corruption, Tax Incentive, 

manpower policy, Automatic Interlocking Busin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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