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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

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낙후된 지역의 투자 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 도입은 균형발전

을 위한 정부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금융 등 기업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조성, 정주여건 개선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제도 운영의 핵심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동일

한 재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경제성 원칙으로도 연계

되며 따라서 지원제도라는 정책도구가 지자체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

문에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

치 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 유치 지원제도를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지원 등으로 유형화하여 해당 지원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는 투자 진행여부와 투자 자금과 일자

리 창출 규모, 독립변수로는 지원제도에 따른 사전 인지도와 만족도, 전

반적인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활용하였다.

먼저 지원제도가 실제 투자 여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봤으며 그 결과

전반적인 효과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투자 결정에 유의미 하다는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실제 지원제도 측면에서 분석해봤을 때 지원제도가 기업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제도가 기업의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



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원제도와 기업의

지방 투자 금액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업 지원제도

만이 90% 신뢰수준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채용규모에 대한

분석 결과의 경우 보조금 지원제도의 사전인지도와 만족도만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외에 지원제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지원제도가 실제로 기업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서 운영되어 사실상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운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와 유럽 선진국의 투자 유치 지원제도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투자 유치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

성화와 일자리 정책이라는 지원제도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선방

안을 도출해봤다.

첫째,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유인하고 기업에

게 적기적시에 보조금 지원을 가능토록 보조금 예산 규모 확충이 필요하

다. 둘째, 현재 보조금 지원제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직

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지원제도, 특히 보조금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입 지원금인 입지 보조금에 대한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지역마다의 발전 수준, 산업여건 등과 중장기

적인 발전 가능성을 종합하여 낙후지역 등급을 산정하여 지역간 지원제

도 규모를 차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자 유치 지원제도의

주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지역의 특화산업

또는 전략 산업에 대해 우대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

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다섯째, 효율적인 지원제도 운

영을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시행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지원제도

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기업 투자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만이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거버넌



스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 지원제도는 낙후 지역의 매력도를 보완하여 기업의 투자를 이

끌어 내기 위한 창치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방 투자 유치

는 지원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지원제도는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에 불과할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

경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도로 등 물류유통, 정부의 산업정책 등 산업

인프라부터 문화, 교육, 보건 등 종업원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도 이루어

져야 한다. 결국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

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활동도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이 비로소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

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지원제도의 효과에 대

한 실증 분석을 통해 지원제도가 기업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았다. 그 결과 지원제도 중 일부만이 당초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 여건에 따

라 지원제도 효과가 상이한 만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제도 효과를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추출한 변수 외에 기업의

투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지방투자지원제도,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규모, 일자리 창출

학 번 : 2018-2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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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60년대 이후 40여년간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는 우

수한 인재양성과 활용, 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힘

입은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경제성장이라

는 성과 이면에는 산업간,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이 있었

다.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으로 이루어진 도시화와

산업화는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의 상대적 소외, 성장 정체 등을 야기

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대기업 수도권 집중은 이러한 경제발전의 결

과물이자 또 다른 문제를 양상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대기업 본사 소재

미국 상위 10개社
(포춘지 선정 500대기업)

독일국 상위 10개社
(포춘지 선정 500대기업)

한국 상위 10개社

<출처 : 박경외(2013) 충남 지역경제선순환 활성화방안 워크샵>

실제로 1960년대 산업화 이전에는 국내 인구의 60% 이상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수도권은 20.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제조

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해있으며 실제로 2017년 국내 수도권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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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50.1%으로 일본(동경권) 28.9%, 영국(런던권) 13.9%, 프랑스(파리권)

16.9%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 밀집도외에 산업 및

금융 등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제조업 기업의

50.7%, 제조업 종사자의 44.0%, 예금 및 대출의 65% 이상이 수도권에 밀

집해 있고 지역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방세액도 수도권이 전국의

51.3%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 인구 및 산업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도

구 분 전 국 수도권 집중도(%)

국토면적(2017년, km222))) 100,364 11,855 11.8

인 구(2017년, 만명) 5,142 2,578 50.1

지방세수(2017년, 10억원) 80,465 41,297 51.3

GRDP(2017, 10억원) 1,641,957 813,627 49.6

산업구조

(2017년)

전산업
사업체(천개) 3,875 1,835 47.4

종사자(천명) 1,831 1,075 58.7

제조업
사업체(천개) 414 210 50.7

종사자(천명) 4,042 1,778 44.0

서비스업
사업체(천개) 3,319 1,568 47.2

종사자(천명) 15,398 8,302 53.9

혁신역량
연구개발투자비(2017, 십억) 65,959 44,369 67.3

연구개발인력수(2017, 명) 619,907 372,416 60.1

금융
예금(2017, 십억) 1,240,974 852,952 68.7

대출(2017, 십억) 1,424,149 924,117 64.9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주요 통계집(2017)>

이와 같은 수도권 과밀화는 지방의 쇠퇴와 정체로 이어졌으며 정주기반

약화와 지역 경제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도 겪고 있다. 그리고 지방

의 인구 감소는 지역의 제조업을 포함하여 지역 경제 기반이 와해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지방의 성장 잠재력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

황이다(권영섭·신정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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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단순한 경제 산업 활동의 공간적 이

동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금융, 마케팅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와 교육,

문화 등의 사회적 기능까지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게 되어 결국 지방재정

악화 등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또 다른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표 1-2]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전국평균 53.6 53 52.2 51.9 52.3 51.1 50.3 50.6 52.5 53.7

수도권

서울 88.3 92.0 85.8 90.3 90.2 88.8 84.2 84.3 84.7 85.0

인천 71.0 74.2 70.4 69.3 71.0 67.3 66.9 64.4 67.0 65.4

경기 76.3 75.9 72.8 72.5 72.6 71.6 67.7 66.6 67.4 70.1

비수도권

충북 34.2 33.3 33.7 32.7 34.2 34.2 33.6 34.8 35.2 38.1

충남 37.8 36.6 36.6 35.4 35.5 36.0 35.6 35.2 38.7 39.3

전북 22.6 23.6 24.6 24.5 26.0 25.7 27.0 27.6 29.7 28.6

전남 21.4 19.4 20.6 20.7 21.4 21.7 22.2 22.8 23.8 26.2

경북 28.7 27.7 29.3 28.1 28.3 28.0 29.1 30.0 33.3 32.7

경남 39.4 39.4 42.9 42.6 43.3 41.7 42.4 43.3 43.5 45.0

강원 28.2 28.0 27.1 27.5 26.9 26.6 26.6 25.9 27.1 29.1

비수도권

(광역시)

대전 66.4 59.3 56.3 57.2 58.3 57.5 54.9 54.9 55.0 57.1

광주 52.6 48.3 47.5 47.5 46.6 45.4 46.0 49.3 51.5 49.2

대구 59.5 54.7 56.3 53.5 52.8 51.8 51.7 53.1 57.1 56.6

부산 60.5 58.3 57.6 56.4 57.4 56.6 57.4 56.8 60.1 60.1

울산 69.9 67.7 67.2 69.1 71.2 70.7 70.2 72.0 72.2 69.9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2017), 2017년 균형발전 주요통계집>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국가균형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이 제정되었고,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도

수도권 억제 및 지역균형개발을 강조했다. 1990년대에는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총량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에 힘쓰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밑그림을 그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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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 기 배 경 주요정책

60 ~

70년대

· 빈곤의 악순화 해결

·자립경제기반 확립

·산업화 기반 조성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지방공업개발법 제정(1970)

·공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조성

80년대

·성장과 복지의 조화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 ~ 1991)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 ~ 1996)

·서해안 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90년대

·지방분산형 국가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형국토조성

·국토환경의 보전

·통일대비 국가기반조성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 ~ 2001)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 ~ 201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1994)

·일부 부처 대전청사 이전(8개청 3개기관)

노무현

정부

·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

·관련 법·제도 정비

·지역혁신역량 제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제정

- 국가 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 ~ 2008)

-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지역혁신협의회운영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 2020) 및

수정계획(2006 ~ 2020)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

이명박

정부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광역화 협력 활성화

·지역 특화발전과 분권 촉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2009~2013)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운영

- 지역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구성

·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3차원 정책

박근혜

정부

· 생활체감형 지역발전 및

지역경쟁력 향상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국가간/지역간 연계 강화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 63개 생활권 구성

·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

- 15개 지역특화프로젝트 발굴육성

·세종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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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져갔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토지세 등의 각종 세금감면과

장기저리 융자로 이루어진 지원 대책은 미미한 성과에 그쳤고, 그나마

이전한 기업의 상당수도 충남, 충북 등 수도권 인접지역이었다.(이민정, 2016)

[표 1-4]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업체수(‘00 〜 ’10)

광역권 시 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충청권

대 전 8 4 7 4 12 16 6 39 30 6 7

충 북 6 7 4 13 21 11 62 84 32 21 16

충 남 3 4 6 19 22 73 71 185 292 285 175

소 계 17 15 16 36 55 100 139 308 344 312 198

호남권

광 주 0 3 2 9 334 4 12 11 7 5 0

전 북 3 10 20 11 23 54 81 110 41 19 11

전 남 1 6 2 0 10 0 0 1 1 19 10

소 계 4 19 24 20 67 58 93 122 49 43 21

대경권

대 구 0 1 0 0 1 4 5 6 0 0 0

경 북 3 6 8 3 2 3 3 13 8 5 5

소 계 3 7 8 3 3 7 8 19 8 5 5

동남권

부 산 7 11 12 9 11 8 5 3 3 4 8

울 산 2 1 0 2 2 4 2 3 0 0 0

경 남 0 0 0 0 0 4 1 5 0 3 3

소 계 9 12 12 11 13 16 8 11 3 7 11

강원권 8 0 22 48 40 87 91 47 79 102 14

제주권 0 0 0 0 2 0 0 2 3 2 5

계 41 53 82 118 180 268 339 509 486 471 254

<출처 : 문문철(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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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세감면·금융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필요하여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지만,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기업 유치로 인해 증가되는 ‘사회적 이익’과 감소되는 ‘기업 이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다(박재곤외 2008).

이러한 목적으로 2004년 지방 이전 보조금, 2008년 고용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으로 통합하고 지방의

신·증설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는 기업유치가 지자체 행정의 1순위가

되었고 기업유치가 국가적 관점에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우려에도 각 지

자체는 지역 소득과 일자리 창출 근간인 기업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현 정부가 들어서며 더 심화되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계승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 참여해 나가기를 요구되어지고 있다. 즉,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

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표 1-5]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연계 특화산업

구 분 특화산업 구 분 특화산업

부산 첨단해양산업 충북 태양광 에너지산업

대구 첨단의료융합산업 전북 농생명융합산업

광주·전남 에너지산업 경북 첨단 자동차 산업

울산 친환경에너지산업 경남 항공우주산업

강원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제주 스마트MICE산업

<출처 : 광주광역시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계획(2019)>



- 7 -

이러한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라고 할 수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이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전국 10대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복수 광역지

자체가 조성하였고 이러한 특성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라는 두 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위치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에너지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제도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광주·전남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

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혁신

도시 조성 이후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률 체계에서의 유사한 지원제도 시행으로 지자체간

차별성 부족, 이전 기관의 법적·경영상의 여건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지금까지 기업 투자유차 지원

제도가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된 측면이 강하기 때

문에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그 동안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기업의 입지 경쟁 요인 분석, 낙후지역 선정, 지방의 산업 기반구축 등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았으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요자인

기업의 지방 투자 요인과 효과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투자유치 지원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수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한 특수성과 대

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다른 혁신도시가 그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를

운영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데 더더욱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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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기업유치

지원제도 효과 분석에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으로 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광주전남 공동 혁

신도시가 조성되어 본격적으로 연관 기업을 유치하기 시작한 2015년 3월

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자체에게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총 280개 기업이며 투

자실행기업과 투자 준비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투자 실행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을 확보한 기업 즉, 투자를 위한 토지 매입 혹은

사무 공간의 임대차 계약 등의 활동 이상을 시행한 기업을 의미하며 현

재까지 173개 기업이 해당이 된다. 준비기업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구

체적인 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으로 현재까지 107개 기업이 있다.

기업유형으로는 96.0% 중소기업이며 나머지는 외국기업·창업기업이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지역 전략산업이 에너지(전력)분야로서 설문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은 전력산업 업종에 해당이 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설문 조사를 통한 가설의 실

증분석 등 연구 목적에 맞게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지원제도 등은 각종 선행연구 논문, 단행본, 보고서, 정책 자료와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각종 현황 및 분석자료는

정부 보도자료, 통계청 및 각 지자체 등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투자결정요인과 지원제도 효과 분석을 위해 수요자의 니즈

(needs)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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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는 기업의 경영실태 및 경영 애로사항, 투자현황 및 만족도,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업 일반현황으로 총 4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경영실태 및 경영 애로사항에서는 기업의 현재 경영환경, 인력현황, 자금

현황, 마케팅현황, 생산 및 기술개발로 나누어 기업의 기본 현황을 살펴

보고 투자현황 및 만족도에서는 투자현황 및 계획, 지원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 투자환경의 만족도와 중요도 조사를 통해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투자 기업의 인식을 알아보고 한다.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서는

금융 지원정책, 경쟁력강화 지원정책, 기술개발 지원정책, 인증제도 지원

정책에 대해 추가 및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고자 한다.

영 역 세부항목

Ⅰ. 경영실태 및 경영 애로사항

‣ 경영환경

‣ 인력현황

‣ 자금현황

‣ 마케팅현황

‣ 생산 및 기술개발현황

Ⅱ. 투자현황 및 평가

‣ 투자현황 및 계획

‣ 투자지역 인지도 및 만족도

‣ 투자환경 만족도와 중요도

Ⅲ.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 금융지원정책

‣ 경쟁력강화 지원정책

‣ 기술개발 지원정책

‣ 인증제도 지원정책

Ⅳ. 기업일반현황

‣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 설립연도, 대표자 출생지

‣ 회사조직, 해외지사유무

‣ 주요 업종

<표 1-6> 설문조사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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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전체 협약기업 280개 기업 중 회사 설립절차를 밟고 있는 2개

회사를 제외한 2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231개사의 설

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77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회수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운영 중인

지원제도의 사전인지도, 효과 인식, 만족도 결과를 추출하였으며 지원 제도가

기업의 투자금액, 신규 채용규모, 이전형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집단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tata-13을 활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내용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 격차 문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방향을 알아보고 본 연구의 필요성 등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문헌 조사, 선행연구, 정부 자료 등을 통해 기업이 지방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기업 유치 지원제도 현황, 기업 투자 유치 효과 등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별 지원제도를

비교해 보았다.

3장에서는 2장에서의 선행 연구 이론적 모형을 근거하여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연구 모형과 변수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모형과 변수를 활용하여 가설 검증을 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의

의와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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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의 논의

1. 기업의 투자결정요인

본 연구의 목적인 기업의 지방 투자유치 지원제도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특정지역에 대해 공장설립, 기업 이전 등을 통해

입지하는 행위로서 투자 결정까지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 Weber(1929), Losch(1956)등의 연구는 고전적인 투자결정이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결정은 지역

의 생산요소와 시장 등을 고려하여 생산비를 최저로 할 수 있는 요건에

따라 결정한다고 한다.

고전적인 투자결정이론은 신고전학파의 최적자본 스톡이론, 케인즈 학

파의 가속도 이론, 토빈의 Q 이론 등으로 발전했다(박재곤외 2008). 신고

전학파의 투자이론은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의 순현재가치에 기초하고 있

다. 투자 비용과 기대효과를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적정할인율로

환산하여 그 값이 양이면 투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Hall and Jorgenson(1967)의 신고전학파 최적자본스톡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는 투자결정과 집행시점 차이에 따라 실제 자본과 적정 자본

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즉,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까지 투자가 이루어지며 최적

의 투자규모는 한계 생산성과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

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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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학파의 가속도 이론에서는 투자에 따른 산출량 변화가 투자 결

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의 조정 시차와 잉여 생산

능력 등으로 적정 자본과 실제 자본의 차이 중 일정부분만 투자가 실현

되며 결국 과거 산출량 함수에 의하여 투자가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

Tobin의 Q이론(Tobin, 1969)에 따르면 전통적 투자함수의 주요 변수인

이자율 외에 투자유인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고려하여 투자가 이루어진다.

Q이론에서 Q는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와 그 기업의 총자산의 대

체원가 비율로서 Q가 1보다 크면 시장의 평가보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투자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역투자 의사결정은 특정 지역에 대한 입지가 이루

어지게 되어 경제지리학적인 입지이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이론으로 Porter의 경쟁우위이론과 Hayter(1997)의 입지이론이 있다.

Porter(1990, 1998)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4가지 요인을 설정하고

해당 요인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결정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기업의

생산요소로서 노동력, 토지, 천연자원, 자본, 인프라 등이며, 둘째는 소비자

존재 등의 수요조건, 셋째는 지역 내 부품 공급 등 관련 산업 존재여부,

넷째는 기업의 전략 및 구조, 경쟁관계 등 4가지 요인에 따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림 2-1] 포터의 지역 경쟁우위 결정요인

기업전략구조 및

경쟁관계

투입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지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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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ter(1997)는 기업의 지역투자 요인을 지역 여건에 따른 유무형적 특

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역여건은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후보지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교통시설, 시장, 노동력, 원재료 공급, 세금, 지원

제도, 외부경제 환경, 에너지, 지역인프라, 자본, 토지, 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Hayter 입지이론에서는 기업이 투자지역을 결정은 이러한 지역 여

건에 대한 중요성 정도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가

중치가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투자환경은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기업의 투자지역 선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표 2-1] Hayter의 전형적인 기업 투자결정요인

구 분 유형적 특징 무형적 특징

교통시설 화물 수송비 신뢰성, 빈도, 손해, 이용가능성

원 료 생산비용, 운송비용 안정성, 질

시 장 운송비용, 서비스 비용 접근 가능성, 기호, 경쟁자

노 동 력 임금, 임금외 비용, 신규채용 비용 숙련도, 이직, 구인

외부경제 - 정보공유, 평판, 공통서비스

에 너 지 비용 신뢰성, 다양성

지 역

인 프 라
자본비용, 세금 질, 다양성

자 본 건설비용, 임대료, 자금조달비용 이용가능성, 건물 연수

토지/건물 비용 규모, 형태, 접근성

환경(규제) 비용, 세금 종사자의 선호도, 분위기

정부정책 인센티브, 벌금, 세금 안정성, 사업환경



- 14 -

이외에 기업 지방 투자결정요인을 환경적 측면과 정책적 지원 측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환경적 요인으로 시장, 관련 산업 및 혁신기관의 집적,

노동시장, 교통망, 정보통신, 저렴한 지가 등 그 지역에 주어진 기업입지

환경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이덕희·박재곤, 1999). 정책적 지원은

지방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의미하며 조세감면, 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다(이성근 외, 2003).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지원제도를 종합한 최적의 지역이 기업 투자 입지의 적절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박재곤·정준호, 2007).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종합하여 투자 주체인

기업 관점에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박재곤, 2010)

[표 2-2] 지역투자결정요인

구    분 결정요인

내부요인

·요구수익률(내부수익률)

·재무상태(부채비율, 내부유보금)

·경영전략(보수적 경영, 기업가 정신 충만)

외부

요인

전국적
수익 ·경기수요(생산량)

비용 ·금리, 자본재 상대가격, 환율, 세금 등

지역적
수익 ·지역시장(GRDP), 집적효과, 인센티브

비용 ·인력, 토지, 자금, 인프라, 행정비용

2. 지방 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

1) 기업유치 지원제도의 의미

투자유치 지원제도는 지방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 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의미한다(UNCTAD, 1995/1996/2004). 그리고

이러한 지원제도는 지방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고 기업에게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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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곤(2010) 연구에 의하면 기업은 순현재 가치 개념을 기초로 분석하여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크면 투자가

발생한다. 여기서 투자유치 지원제도는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투자는 수익 증대,

비용 절감, 그리고 할인율 또는 위험의 감소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조

세감면, 재정지원 등의 지원제도는 비용의 현재가치를 변화시켜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UNCTAD(1998) 보고서에서는 지원제도가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주된

원인은 시장, 비용 등 경제적 요인들은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제약이 있

지만, 지원제도는 단기간에 조정이 가능한 변수로 정부의 정책의지가 시장

또는 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최소 95개국 이상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근거는 외부경제효과에 따른 시장

실패의 보정과 유치산업 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UNCTAD, 1996)

첫째, 지원제도는 생산의 외부성에 따른 시장실패 보정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는 재화의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

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종업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긍정

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기업의 투자는 다른 기업의 투자를 유

도하는 확산효과 또는 누적적 집적효과를 창출한다(Hogenbirk and Narula, 2004).

이런 외부성이 발생할 때 투자자는 시장기능을 통해 대가를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하며 따라서 기업의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간에 차이가 발생한

다. 따라서 기업에 귀속되는 기업의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간의 차이가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정책에 오류가 발생하면 생산

구조를 왜곡시키고 행정비용도 증가시킬 우려도 상존하는게 사실이다.

둘째,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단위 비용이

낮아지며 효율성은 향상되어 기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특히 산

업발전 초기에는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고 투자 규모가 작기 떄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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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 세

제감면,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수익을 보전해 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실행의 근거가 된다(박재곤, 2008).

2) 지원제도의 종류

한국은 1980년대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경기 침체, 지역간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법을 정비하여 지원정책을 추진

해왔다. 80년대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90년대는 공업배치 기본계획,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

차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지방의 기업 투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으면서 김대중·노문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세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보완 신설하였다.

세제지원

세제지원은 국가가 특별한 재원확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196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정시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도입

하였으며 일몰기한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2021년까지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제지원은 주로 수도권 또는 대도시 소재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또는 세금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와 같은 특례를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는 반

대로 수도권 등 과밀억제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 지방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진광 외, 2007).

세제지원 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법인세 감면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수

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해 이전 후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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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50%로

한정해서 감면을 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와 그 후

3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또 다른 세제 감면 혜택은 이전기업의 지방세 감면이다.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또는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지역 투자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 이다. 이와는 반대로

수도권내로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 외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과밀지역

또는 대도시에 위치한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 주된 사무소를 지방으

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초 5년간 연기하고 그 이후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 2-3] 세제지원제도

감면 내용 대 상 현 소재지 이전대상 지역

양도차익세 5년간 과세특례 공 장 대도시 대도시 밖

양도차익세 5년간 과세특례 본점또는주사무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법인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

중소기업 공장
(2년 이상)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법인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

공장, 본사, 주사무소
(3년 이상)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외
(광역시는 산단만)

법인세 4년간 50% 감면 창업 신규 창업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대도시 외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공장 대도시 대도시 외

취득세 중과세
본점, 공장,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출처 : 기업투자지원 포털사이트(www.com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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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제도

지방 이전 보조금은 2004년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제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2008년 고용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1년에부터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통합·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림 2-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의 개편 추이

기본적으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

업에게 입지, 설비,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

준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최대 60억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상은 수도권 3년 이상 소재 기업 중 3년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된다. 특히 이전 이후 최소 3년간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 상황 지역에 이전할 경우에는

소규모 기업의 집단이전을 통해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산시설에 대한 신증설 투자비

지원이다. 즉,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신증설 설비 투자비 일부를 지원

해주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하려는 지역의 전략산업, 선도

산업 또는 지역 특화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 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

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 이후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 고

용인원의 10%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건축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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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 및 설치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지역에 따라 3% ~ 22%까지 지원

된다. 지원 규모는 기업규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업종, 상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보조금으로는 입지 보조금이 있다. 입지 보조금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기존 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부지 비용을 지원하고

분양가 및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최대 65%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20% ~ 60% 지원을 받는다.

또한 이전기업이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하고 신규로 인원을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추가 고용인원 1인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훈련비를 보

조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기업이 타지방에 투자를 할 경우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입지지원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훈련비 역시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하고

신규 채용 규모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2-4] 보조금 지원제도

구 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대 상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30인 이상(기존사업장)

·지방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존 사업장은 폐쇄 또는 매각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10인 이상(기존 사업장)

·중소/중견기업 투자금액 10억원 이

상대기업의 경우 300억원 이상

·투자로 인한 신규고용 10% 이상

· 지역집중 유치산업, 지역전략산업

·기존 사업장 유지

기 준
·수도건에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비수도권에서 신/증설

종류

/규모

·입지지원 : 30% 이내(중소

10%이내(중견)

·설비투자 : 14%이내(중소)

11%이내(중견)

8%이내(대기업)

·입지지원 : 없음

·설비투자 : 14%이내(중소)

11%이내(중견)

8%이내(대기업)

<출처 : 산업부 고시(2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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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원칙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게 지자체별로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지급 규모, 시기 등은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하여 기업이

지자체에 신청하게 된다. 보조금 신청에 대해 시도는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부에 승인요청을 하며 최종적으로 산업부에서 시도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져 승인이 되면 지자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림 2-3] 보조금 지원 프로세스

<출처 : 산업부 보도자료(2016.12.21.)>

지원금 지급 후 지자체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보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 설정 등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후 18개월 내 착공을 하지 않

으면 환수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해당 업종에 대하여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매입한 토지는 7년이내 처분이 불가능하다. 또

한 지원금은 3년이내 투자가 완료되어야 하며 실제 투자 규모를 지자체

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표 2-5] 권역별 보조금(국비) 지원규모 변화

(단위 : 억원)

구 분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수도권
인 접

합 계

2004년 22.0 100.0 3.5 - - 7.0 113.0 245.5

2008년 18.1 343.4 5.0 6.0 15.7 46.5 361.5 796.2

2011년 43.8 433.1 300.2 184.1 100.4 8.7 435.9 1,506.2

2013년 96.8 254.6 218.7 263.2 190.9 35.8 308.4 1,368.4

증가율 61.5% 75.1% 81.6% 85.7% 79.2% 45.3% 79.7% -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김광국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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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등 기타 지원제도

보조금 지원제도는 200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왔으며

규모 역시 증가해왔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이 되어

차별적인 지원이 불가능하여 투자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더라도 획기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며 차별화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대구경북연구원, 2008).

그 중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지원이다. 이 제도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행중으로

지자체가 기업육성 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해 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문문철, 2011).

[표 2-6] 지자체별 금융지원 현황

구분 주요내용

부산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연리 4.9%, 시장정비자금 : 연리 3% 융자

·중소기업 운전자금 :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의 2 ~ 5% 이자보전

대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생산시설 현대화 자금 연 3% 융자

·경영안정자금 : 단기운전자금 대출 금리의 2~3% 이자보전

광주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 연리 3.72% 융자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시설투자 자금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전업율 30% 이상 기업 융자이자 2년 지원

울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최대 8.72% 이하 융자(이차보전 4% 이내)

강원
· L-Biz 자금 : 바이오, 신소재 등 중점산업 육성분야 연리 3% 융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기준금리 + 1.8%)

충북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신성장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3.0%)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 고용관련 기업 연리 2.5% 융자

· 청년창업 지원자금 : 청년창업기업 대출지원 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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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업투자지원 포털사이트(www.comis.co.kr)>

자금지원과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전략산업에 특화된 인력양성 및 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매칭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

으며 지역 대학교와 연계하여 기업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

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 2011).

[표 2-7] 지자체별 인력양성지원현황

충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첨단산업 사업전환 지원(연리 4.4%)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상품화 자금 융자(연리 3.3~ 3.5%)

·기업회생자금 : 천재지변 등 경영애로 자금 융자(연리 3.0%)

전북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운전자금의 이차보전(2.0%)

·벤처기업육성자금 : 우수 기업 운전자금 저리 융자(연3.0%)

전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차입금 평균금리 + 1.0%(소상공인 우선)

·벤처기업 지원자금 :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연리 2.5%)

경북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시중 대출이자 금리 이차보전

· 희망경제펀드 투자확대 : 공동 투자펀드 조성 및 우수기업 투자

경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일반중소기업 연리 2.0%, 우대 2.5% 융자

·중소기업 시설설비자금 : 낙후시설 교체 융자(중소 2.5%, 우대 3.0)

제주
·중소기업 육성자금 : 경영안정자금,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등

·제조업 창업 투자 보조금 :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구 분 주요내용

부산 · Brain Busan 21 운영 :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출신 석박사 양성 사업

대구

· 맞춤형 주문식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 현장투입 맞춤형 인력양성

·기업인턴사업 : 청년층 미취업자 인턴경력 제공 및 인건비 지원

·통상전문인력양성 : 수출중소기업 대상 외국어 서비스 인력 제공

광주

·중소기업 취업 및 채용박람회 개최

·중소기업 R&D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 이공계 대졸자 인턴채용 지원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 특성화고생의 중소기업 취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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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업투자지원 포털사이트(www.comis.co.kr)>

최근에는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신용보증보험,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등과 연계하여 노무환경

개선사업, 금융 컨설팅 지원, 지역R&D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중이며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한전을 중심으로 지역내 생산 물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대출 금리지원, 펀드조성, 인력양성,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

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원주 의료기기 패키지 지원사업 등 지자

체별로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원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대전
·퉁상아카데미 : 관내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등 무역 실무교육

· 1인1사 무역 도우미 : 통번역, 무역서류 작성 등 무역실무 인력지원

울산 · 취업알선 프로그램 : 지방노동기관과 연중 상시 프로그램 운영

강원
·강원 무역 아카데미 및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 FTA 대비 전략적 수출 실무 강좌 운영

충북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개최

충남
·일자리 종합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취업상담실 운영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지원 : 인턴 1인당 월 80만원(6개월)

전북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맞춤형 교육훈련, 주문식 기능인력 양성

·기업인력 지원사업 : 중소업체, 전문계고졸업생 인턴지원 등

전남
·중소기업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 중소기업의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 찾아가는 수출도우미, 무역전문교육 실시

경북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및 취업 박람회 개최

경남

·경남 청년 고용지원(EGI) : 구직자 상당, 교육, 인턴근무 패키지지원

· 무역인 양성과정, 기업 수요 맞춤형 주문식 교육 후 취업약정 등

·경남 IT엘리트 양성, 지능형 융합 전문인력 양성 등

제주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지원 : 산학협력 중심 대학체제 개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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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투자유치와 효과

기업 투자유치는 지자체의 지방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

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간 과도한 투자유치 경쟁,

지원제도 난립으로 지방재정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지역적 관점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지역에 있어 투자유치의 가장 큰 장점은 재정적 효과이다. 첫째, 기업의

생산과 고용에 따른 직접적 효과, 연관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간접 효과

그리고 금융, 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고용유발 등 파급 효과로 지방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조승현외, 2015). 둘째, 지방세수 증가는 중앙정부로 부터

지방교부금 의존도가 낮아져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게 된다. 셋째,

지방세수 증가는 지자체의 서비스 질과 양을 높일 수 있게 되며 이와 함께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정비하고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有斐閣, 2003).

반대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지방 재정에 오히려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현석(2016)은

지자체의 지방세수 증가는 단순히 기업 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특정

산업 또는 경제적인 여건 등의 다양한 동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투자

유치가 직접적인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한

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 유치

지원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있으며 제2절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겠지만 지원제도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상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보조금 등의 다양한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윤현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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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투자유치는 지방세수 효과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는

관점도 있다. 윤현석(2016)은 기업의 투자유치는 단순한 세수 증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효과,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등을 통한 기업 경제 활

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 또한, 유치한 기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지역에 위치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결합하여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신두섭외, 2014). 먼저, 유치

한 기업이 필요한 원료, 부품 등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높아질수

록 투자유치의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또한, 기업 이전이 곧 바로 일자

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서 고용하기보다는 지역외

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증가

하여 오히려 노동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대기업 등의 대

규모 투자유치는 오히려 지역소재 기존 중소기업이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기업의 도산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CNBNEWS, 2015). 그리고 특

정 산업분야나 유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의존은 산업구조 변화나

경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켜 역으로 지역경제의 안

정성을 위협할 우려도 존재한다(윤현석, 2016).

2) 국가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 기업유치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업유치

활동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

업유치는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세수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으나 기업유치로 인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고 단순 지

역간 이동에 그친다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효과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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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유치 효과는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손익을 평가하면 안 되고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有斐閣, 2003).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국가 균형발전 시각에서 기업 유치 효과를

살펴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용환(2006)은 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는 한 방안이며 기업 이전으로

지역의 사회적 이익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포괄하는 관

점에서 수도권 지역외의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재곤(2010)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지방의 기업투자를 보다

확대하고 이를 위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투자유치는 낙후된 지역일 수 록 더 큰 효과가 있으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관점에의 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

라고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기업의 투자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기업투자결정과 입지이론에 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Townroe(1972)는

영국의 59개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지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그 중 투자결정요인으로 기존 지역 소재 기업과의 연계 가능성, 토지 및

건물의 가격, 입지 만족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Stafford(1974)는 지방 투자결정 과정에 참여한 미국 제조업체 임원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입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국가와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각각 14개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단위에서는 시장 접근성과 운송시설, 지역단위에서는 개인 연고와 지역

공동체의 쾌적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54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의 지방투자를 한 제조업 업체 22개사를 분

석하여 시장 접근성, 원자재 공급, 인력확보, 노동 숙련도, 임금, 법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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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체, 관리 편의, 경쟁업체 존재, 세제, 재무요인, 보험요율, 정치적 상

황, 수송 시설등 29개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그 중 시장 접근성과 수송시

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Cheng&Kwan(1999)은 중국에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결정요인

실증 결과 시장규모, 노동비용, 산업인프라, 정책, 교육 수준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그 중 시장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Rondinelli&Burpitt(2000)는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노동

력, 운송의 질 및 활용가능성, 삶의 질, 지방의 기업환경, 교육 요인, 근

접성, 공장입지서비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세 지원, 정부지원 프

로그램, 정부재정지원 프로그램, 정부 마케팅 지원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Blume(2006)는 요인분석을 통해 지역의 기업환경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 9개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이들 변수로는 ① 유연하고 효율적

인 행정 서비스 ② 지자체 혁신 정도 ③ 산업용지의 가격 및 공급 ④ 지

치체 부서 간 협력 서비스 제공 정도 ⑤ 경제주체들(상의, 협회, 연구기

관 등)간 협력 정도 ⑥ 인허가 소요 시간 ⑦ 집적 정도(1인당 인프라 투

자,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 1인당 예술 문화 세금 지출 등), ⑧ 지역기

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출 정도, ⑨ 지역 내 민관협력 정도가 있다.

Badri(2007)는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 205개의 지역 투자결정 요인을 선

정하여 2,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입지결정

요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송, 노동, 원자재, 시장규모, 산업

용지 및 인프라, 정부 정책, 세제 등을 중요한 요소로 분석하였다.

국내 실증 연구의 경우 박재곤·이원빈(2005)은 지역투자 결정요인으로

① 공장용지확보 용이(49.9%), ② 생산요소 비용(47.9%), ③ 협력업체 집

적(39.9%), ④ 기업가의 연고지 등 개인적인 요인(31.7%), ⑤ 지역투자

인센티브(15.9%)로 분석하였다.

산업연구원 보고서(2007)에서는 투자환경의 구성요소를 4대분야 10개

구성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투자환경에 중요한 요소로 물적 인프

라, 인력, 협력업체 집적, 시장수요 등으로 나타났고 지원제도는 6위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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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기업투자유치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

연구자 기업투자유치 요인

Rondinelli &

Burpitt(2000)

① 노동력(활용가능성, 봉급수준, 상대적 생산성, 노동권 등)

② 운송의 질(도로/공항/항만의 활용도, 철도운송체계)

③ 삶의 질(교육시설의 수준, 생활비용, 문화생활의 다양성

④ 지방정부의 기업환경(공무원의 태도, 조세 부담, 규제 등)

⑤ 교육 요인(초, 중, 고, 대학 수, 인턴 프로그램, 연구기관 등)

⑥ 근접성(시장 및 고객 접근도, 관련 기업들과의 접근도 등)

⑦ 공장입지서비스(민간 및 공공 인프라 활용, 정부의 재정지원)

⑧ 정부의 인센티브(투자 및 고용인센티브, 재정지원 등)

⑨ 정부지원 프로그램(신규고용훈련, 정부의 고용훈련지원)

⑩ 정부재정지원 프로그램(금리인하, 대부, 포괄보조금 등)

Blume(2006)

① 지자체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② 지자체의 혁신정도

③ 산업요인의 가격 및 공급

④ 지자체 내 부처들 간 협력 서비스 제공 정도

⑤ 지자체의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 협력 네트워킹 정도

⑥ 인허가 소요 시간

⑦ 집적 정도(인프라투자/공공서비스지출/예술문화세금지출등)

⑧ 지역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출 정도

⑨ 지역 내 민관협력 정도 등

Badri(2007)
① 수송 ② 노동 ③ 원자재 ④ 시장규모

⑤ 산업용지 및 인프라, ⑥ 정부 정책 ⑦ 세제지원 등

박재곤·이원빈

(2005)

① 공장용지확보 용이 ② 생산요소 비용 저렴

③ 협력업체의 집적 ④ 기업가의 연고지 등 개인적인 요인

⑤ 지역투자 인센티브

박재곤

(2010)

① 생산요소 환경(인력, 토지, 금융 등)

② 산업집적 환경(협력업체의 집적과 시장 수요 등)

③ 인프라 환경(물적 인프라, 지식 인프라, 생활 인프라)

④ 정책 환경(기업관련 규제 개선 노력과 투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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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를 보면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생산비용, 숙련된 인력확보, 위험 감소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지원

제도는 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보완적인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원제도가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가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잠재력의 차이로 지역 간의 격차는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기업은 기업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가진 지역에 투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투자환경이 열악한 곳의 기업 투자 유치는 쉽지 않다. 또한 기업의

지역투자로 지역이 얻는 혜택보다는 기업의 이득이 적거나 기업이 얻게

되는 사적효과가 지역사회의 공적효과보다 작을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차이가 적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될 수 도 있다(박재곤, 2010). 이처럼 지역의 투자환경에 따른 투자유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투자유치 지원제도 효용론

효용론자들은 투자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투자 환경을 극복하고 기업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지원제도가

기업이 투자지역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즉,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기업이 얻게 되는 이익과 지역사회가 얻게 되는

이익의 차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UNCTAD, 1995).

Hinges(1996)는 이분선택 모형을 활용하여 미국 50개 지역에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법인세율이 투자 지역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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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2001)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 및 세제 지원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였으며

Root & Ahmed(1978)도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은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Balasubramanyam & Sapsford(1994)도 선

진국과 후진국 모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제시하며 지원제

도의 유용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였다.

Carrie(2000)는 기업의 지방 투자와 성장을 해당 기업의 창업자 및 조

직 특성, 산업 특성을 중심으로 성장단계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의 경우 지자체마다 유사한 지원제도 운영으로 차별성이 부족하여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편이나 2004년 이후 지역 균

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문철(2011)은 이전 보조금을 받은 247개사와 수도권 소재 투자여력이

있는 종업원 90인 이상 571개사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투자

인센티브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기업은 지역 투자를 결

정하는데 있어 신규 부지확보 용이성(36.5%)에 이어 지방이전 인센티브

지원(26.4%)가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투자의사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생산시설 확장(42.5%)에 이어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13.8%)을 중요 요인으로 하고 있다. 즉 이 논문에서는 투자유치 지

원제도가 기업의 유치를 위한 정책성 수단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아울러 해당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결과 입지 보조금과 설비 보조금의 선호도가

높고 고용과 교육훈련 보조금이 선호도를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지원제도가 미치는 영향 정도에 차이가 있어 수요자인

기업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지원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건영·라공우(2015)는 장기적으로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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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제도 강화, 지원 체계 정비 등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국·백승기·황지욱(2016)의 지방투자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과거 11∼13년 보조금 지급 성과 분석결과, 보조금의 순수 효과를 분리

하기는 어렵지만 보조금 지원이 기업유치를 위한 효과를 배가시키고 기

업의 지방투자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김흥배(2006)는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기업중 보조금을 지급 받은

9개사의 경영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비해 낮은 교통 여건, 시

장규모, 인력확보 등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 및 인센티브 등이 이

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한다. 이외에 김성관(2007)은 해외 사례분

석 및 전주시 기업유치 환경 분석을 통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산업환

경을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유치 지원제도 비효용론

이에 반해 신고전학파를 중심으로 균형성장론자들은 지역간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장기적으로 지역 격차가 해소가 이루어져 투자 지원제도가 기

업의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Markuses(1995)는 세제지원과 지방투자는 미미한 관계임을 밝혔으며

Poracano & Price(1996) 역시 세제 및 금융지원제도 등 투자 인센티브보

다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ller & Pentecoat(1994)는 미국기업의 영국내 투자결정시 정부의 지원

정책보다는 시장규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박봉

규·김용덕(2004)은 시장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세제지원

이나 입지 제공 등의 지원제도는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고 하였다.

지원제도의 부정적인 관점의 원인은 첫 번째로 효과성의 문제이다. 투

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서 수요자인 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제공이 되지 않

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에서 지원제도는 덜 중요한 요인으

로 인식된다는 것이다(OEC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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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원인은 지역 간의 과도한 지원제도 경쟁에 있다. 다른 지역에

서도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지역간의 지원 효과는 축소하게

된다. 특히 국가간 또는 지역간 지원제도 경쟁이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는 과다 지급하게 되고 결국 지원제도가 없는 상태가 더 바람직

하다고 주장한다(Rondinelli and Burpitt, 2000).

세 번째로 지원제도의 효율성 문제이다. 이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지만,

편익을 극대화하고 과도한 비용을 투입함으로서 비용의 최소화에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비용과 잠재적 비용(기회비용) 간의 차이

가 자원의 낭비로 귀결되고 예산제약하에 동일한 자원을 다른 곳에 사용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있을 거라고 주장한다(OECD, 2003).

3.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

기업 투자유치의 산업집적 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Henderson(1996)과

Glasser(1992)의 연구가 있다.

Henderson(1996)는 미국과 브라질의 제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

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의 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지역경제효과는 동일 산업 또는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기업이 특정지역

에 입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지역화 경제는

대다수 산업에서 강한 유의성이 나타났으나 도시 규모가 클수록 효과가

줄어드는, 즉 낙후 지역에 위치할수록 효과가 더 크다고 제시하고 있다.

Henderson(2003)는 1972~1992의 미국 소재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4개

첨단산업과 5개 기계산업으로 분류하여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첨단산업에서만 지역화 경제가 유의하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Glasser(1992)는 미국의 170개 도시에 위치한 6대

산업분야의 1956년 대비 1987년 고용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투자

유치가 지역경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이번송·장수명(2001)은 제조업을 경공업과 중공업,

첨단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경쟁에 의한

지역화 경제 효과가 모두 지역산업의 생산성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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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종하·박성훈(2010)는 1994년과 2006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권역별 산업특화에 따른 집적경제 효과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경공업은 수도권과 충청권, 중공업은 인천과 경남권,

첨단산업은 경기도와 충청권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발전연구원(2004)의 하이트맥주 홍천공장 사례분석에서 기업 유치

가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유치가 지역경

제 측면에서 고용과 소득 창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표 2-9]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납부규모 비 고

조세 및 준조세

국세 1조 8,93억원

도세 4억원

군세 36억원

공과금 등 179억원

지방세 감면
도세 36억원

군세 0.7억원 도비의 2.16%

고용실적

정규직 33명 기존직원 115명

일용직 958명

도급직 957명

소득 과급액 급여 승수효과 1,453억원 승수적용 2.9

지역생산품 구매
일반구매 12억원

공장 건설비용 76억원

<출처 : 조계근·황규선(2004) 하이트맥주 홍천공장 사례 분석>

이처럼 기업의 지방투자유치에 따른 집적 효과 실증연구는 다수 존재하

나 지방투자기업 유치 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중 최영출(1994)은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기업 투자유치가 지방재

정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할 수 있으나 낙후지역의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

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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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철(2011)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을 받

은 318개 기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전기업들은 약 3,036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으며 해당 기간 동안 7조 3,686억원 투자, 2만 4,625명 수준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성과로

분석하면 보조금 1억원당 24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하고 8.1명의 신규

고용창출에 해당된다. 물론 기업의 지방이전은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의 각종 투자 환경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

자와 고용효과를 직접적 순수 효과로 볼 수 는 없지만 보조금 지원이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표 2-10] 지방이전 보조금의 기대효과

구 분
지원기업
(개)

지원규모
(A, 억원)

기업투자
(B, 억원)

지원효과
(B/A)

고용효과
(명)

‘04년 18 132.5 2,546 19.2 550

‘05년 49 300.0 8,298 27.7 3,406

‘06년 52 238.4 7,796 32.6 3,447

‘07년 56 234.0 8,246 35.2 3,355

‘08년 34 434.5 14,290 32.8 3,552

‘09년 38 870.1 15,807 18.2 3,482

‘10년 71 826.6 16,703 20.2 6,833

합계 318 3,036.1 73,686 24.3 24,625

<출처 : 문문철(2011), 기업의 지방투자 결정요인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반면에 박재곤(2010)은 기업의 지방투자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투자

유치로 인한 직접적인 순수효과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이전하는

경우에서 분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의

70% 이상이 입지보조금을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제도가 기업의 투자 규

모나 고용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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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업유치 사례분석

1. 외국 사례

1) 영국의 사업투자보조금

외국의 기업유치 지원제도 중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제도는 영국의

낙후지역 지원제도이다. 영국 기업유치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낙후지

역은 2000년을 기준으로 경제성장이 쇠퇴하거나 정체한 지역으로 EU 가

이드라인과 영국의 산업 발전법에 따라 지역의 낙후정도와 취업 및 실업

수준, 인구변화, 인구 유출 가능성 등 앞으로 변화를 고려하여 Tier1과

Tier2, Tier3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그리고 지정된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2008년 이전에는 선별

적 재정지원 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를 시행

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투자보

조금(GBI;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제도로 대체시행 중에 있다.

영국의 사업투자보조금 제도는 1982년 재정된 산업발전법과 유럽연합의

국가보조금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여건 및 경제 환경 등

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KOTRA, 1998). 원칙적으로 기업의 규

모나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기본 자격요건만 갖추면 보조금 신청이 가

능하며 EU 보조금 규정과 산업발전법상 한도 내에서의 투자 충족요건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또한 업종에 관계없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비스 기업 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기업의 투자는 공장의 시설 및 증설, 생산제품의 다각화,

생상시설의 개선 등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며 투

자 완료 이후 해당 지역에서 대기업은 5년, 중소기업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박상철, 2010). 또한 기업 투자는 단순한 자본투자가 아닌

관련 산업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신규 고용창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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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경영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야한다. 이와 함께 생산

성 감소 또는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사업투자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게만 자금을 지

원하고 집행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이 있어야만 해당

지역에 투자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한다(Hart & Scott, 1994).

보조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역의 낙후도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으로 적용한다. 낙후도가 심한 Tier1과 Tier2는 대기업도 지원이 가능

하나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Tier3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다. 보조금 규모는 대상 기업의 투자 금액 또는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의 2년간의 인건비 추정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지급한다. 특히

낙후지역이 큰 지역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일수록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며

대규모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보조금의 비율 상한을 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표 2-11] 영국 사업투자 보조금 지급한도

구 분 Tier 1 Tier 2 Tier 3

대기업 30% 10 〜 30% -

중기업 40% 20 〜 40% 10%

소기업 50% 30 〜 50% 20%

<출처 : 영국 사업혁신기술부(www.bis.gov.uk>

[표 2-12] 영국 사업투자 보조금 고용유지기간

보조금 기준 고용유지 의무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급 최초 분할 지급 후 5년 이상(중소기업 3년

이상) 또는 마지막 보조금 지급 후 18개월 이상 고용유지

인건비 비용
투자완료 후 3년 이내에 실제로 신규고용을 창출하여야

하며 5년 이상 지속(중소기업 3년)

<출처 : GBI Guideli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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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 전에 사업투자 보조금을 먼저 신청

해야한다. 그리고 영국의 사업혁신기술부(BIS)와 지역개발청(RDA)에서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투자 보조금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한다. 특히 평가시 투자

위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반적인

용도의 건물 취득은 리스크가 낮은 투자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서 제외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공간 확장 등과 같은 일상적인 투자도 보

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순한 이전으로 신규 고용창출이 없는 경

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토지 매입비용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하고 차입금을 제외한 순투자금액인 순적격투자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불

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결정과 함께 해당 기업이 신규로 창출해야할 고용 규모와

유지기간, 근로자의 생산성 및 숙련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 일자리 관련

목표 설정이 이루어진다. 보조금 지급 후에도 기업의 사업 영위기간, 신규

고용창출 및 유지 등 당초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며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지원이 보류되거나 지급

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박상철, 2010).

영국의 투자보조금(GBI)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투자 확대와 성장,

낙후지역 개발, 근로자의 생산성과 숙련도 향상, 이윤 창출 등 지역과 기

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분권화를 위해 200만 파운드가 넘어가지 않은 소규모

지원은 해당지역의 기역개발청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는 투자유치기관으로써의 지자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행정 지원을 가능하게 해준다.

2) 일본의 기업유치 촉진제도

일본은 과거 공장제한법, 공장재배치법, 공장입지법 등 공장 3법을 통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펼쳐왔으나 수도권 완화정책 확대로 2002년 공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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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촉진법, 2006년에는 공장재배치촉진법이 폐지된다. 특히 낙후지역으

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 공장재배치촉진법의 폐지는 기업이 낙후지역을 비롯한 지방에 대한

투자 축소와 함께 지역 경제 침제 등의 부작용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정부는 과거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던 보조금 대신 지자체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7년 기업입지 촉진을 통한 지역의 산업집적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지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앙정부는 해당 지자체의 기업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게 된 것이다.

일본의 기업입지촉진법은 이전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및 규제완화, 예산

지원 및 저리융자, 정부부처와 연계 등으로 지원 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및 규제완화의 경우 기계 등 설비는 15%, 건물은 8%의 특별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과세하고 녹지면적 규제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방자

치단체에 이양하여 기존 20% 이상의 규제를 20% 이내 범위(최소 1%)

내에서 지자체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의 기업

투자 유치 역량 강화와 지원을 위해 전국 10개 거점에 기업입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변필성 외, 2009).

예산지원 및 저리융자의 경우 임대시설, 교육시설, 물류시설 등 공용시설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보조를 해주며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해 일본 정

책 금융금고에서 저리로 융자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설비자금 대출, 정부

의 채무보증, 중소기업 신용보증보험 특례 등을 지원해준다.

또한 지자체의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자원에서의 지원활동도

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농지 전용 절차 간소화, 교통성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정비, 후생성은 고용사업자 지원, 문무성은 인재양성 등의 지원을

해주며 투자 기업의 지방세 감면액 75%를 3년간 보정하고 기업유치 후

사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지자체 재정을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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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일본 기업입지촉진제도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기업지원제도

(지자체⟶기업)

·기업입지 상담창구 운영 : 권역별 설립, 전문가 상담

·공용시설 사업비 보조금 지원(20.1억엔)

- 공동이용 시설, 교육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자

·전원지역 산업자원기능 강화사업 보조금

- 전원지역에서 연구개발시설, 임대공장 등 정비사업보조

·입주기업 인재육성지원 : 입주기업 신입사원 연수비용 보조

·공장의 녹지면적 특례 : 지자체 조례로 1 〜 20% 설정

·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 농경지내 공장 신증설 절차 완화

·세제지원 : 설비투자에 대한 특별상각(기계15%, 건물 8%)

·기술개발지원 : 산학연구체제의 연구개발비 지원

유치활동지원

(중앙정부

⟶ 지자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정비

·지방세 감면분 보전(3년간 75%)

·유치기업 지원 경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산업입지지원 : 유치활동을 위한 홍보비, 자문료 등 경비 지원

·인재양성지원 : 유치대상산업의 인재양성, 연수비용 등 지원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http://meti.go.jp)>

일본의 기업입진촉진제도 운영은 먼저 중앙정부에서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자체별로 구성되어있는 지역산업 활성화 협의회에서 세부 운영 방안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정부 동의를 거쳐 확정

한다. 지역산업 활성화 협의회는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 지식 및 경험 보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기업 투자

유치활동 지원, 지역 특화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심사, 투자 유치 기업

지원금에 대한 재정 집행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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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일본의 기업입지촉진제도 구조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투자 또는 관련사업 고도화 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각종 지원

을 제공한다.

[표 2-14] 일본 보조금 신청 주요내용

기업입지계획 사업고도화계획

① 지역 투자 내용 및 투자시기

② 관련 시설 및 설비 설치, 기타

투자를 위한 조치 사항

③ 요자금 및 재원조달방안

① 사업고도화 목표

② 사업고도화 내용 및 시기

③ 사업고도화에 관한 연구개발 내용,

설비 등 고도화를 위한 조치사항

④ 소요자금 및 재원조달방안

3) 프랑스의 낙후지역 지원제도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크게

낙후지역 지원제도와 재정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낙후지역 지원제도는 지역발전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 경제성장 정체로

인구유출방지가 필요한 농어촌구역, 주거환경 낙후지역, 높은 실업률의

[국 가]

기본방침 수립

(협의) ↑↓ (동의)

(신청)

(승인)

[지자체] (신청)

(승인)
·지역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사업자]

지방투자

계획수립

사업 고도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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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활구역 등으로 구분되며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창업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감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용웅 외, 2009).

재정지원 프로그램에는 지역발전 보조금, 산업분산기금, 지방정부 지원

제도 등이 있다. 지역발전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투자기업 지원제도로서 낙후된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분야의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설비보조금은 낙후된 지역 내에서 공장 신설 및 증설을 하거나 지역내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장을 인수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제도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최소 2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거나

최소 2,000만 프랑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나(DATAR, 1995)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소기업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신 소상공인 지원은 일자리 창

출 기준에 따라 지역 창업보조금, 지역고용 보조금 등으로 지원이 되며

투자 규모, 투자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

[표 2-15] 프랑스의 설비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급한도

지원기준 지급한도

· 2,000만 프랑 이상 투자하는 제조업 영위 창업기업

·연 매출 3억프랑 이상 기업이 투자금의 50% 이상을 투자

또는 해당 기업이 보증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업

· 파리로부터 이전하는 제조업체

· 30명 이상 고용하는 서비스 또는 연구개발업체

·산업침체지역에서 20명이상 고용을 하는 창업기업

·기존기업이 10명 이상 또는 기존 인원의 50% 이상 추가고용

고용인원 1인당

2만 프랑

·공업육성 장려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 육성 특별지정지역 투자기업

고용인원 1인당

3만5천 〜

5만프랑

<출처 : DATA(2012), Economic Developement and Rerional Planning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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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산 지원기금은 1991년 프랑스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제도로 파리권역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역발전 국가기금(FNADT)을 재원으로 낙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과 종업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한다. 파리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이주근로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기업에게는

이전하는 근로자 1인당 2만 5,000프랑을 지원을 하며 이주하는 근로자에

게는 1인당 8만 프랑을 지원을 한다. 이전 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파리권외에 어는 지역이든 이전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프랑스는 경제 사정이 매우 열악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2004년 9월 경쟁거점 정책을 도입한다. 해당 정책은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지역발전 정책에 지역혁신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일정 지역에서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들이 상호 협

력을 통해 혁신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한다(박영 외, 2008).

경쟁거점 선정은 먼저 중앙정부가 신청방법, 작성 기준을 발표하고 공모

가 이루어지고 광역 지자체와 관련 중앙 부처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을

한다. 평가는 발전 전략, 혁신 계획, 운영 체계 확립 등을 종합하여 기존

지방의 개발 계획과 연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선정된 경쟁

거점에 대해서는 참여 주체 별로 정부부처에서 7억유로, 조세 감면 3억유로,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5억 유로 등 현재까지는 최대 15억 유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6개 경쟁거점이 선정되어 380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으며 프랑스 전체 GNP의 54%를 차지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18)

[표 2-16] 프랑스 경쟁거점

구 분 중점산업 구 분 중점산업
Provence Alpes
-Cote d'Azur

·정보보안분야
·스마트 카드

Rhones-Alpes
·나노테크놀로지
·전통산업 소형화

Rhones-Alpes
· 생명공학단지
·보건위생, 생화학

Aquitaine,
Midi-Pyrenees

· 항공, 우주공학
·운송시스템

Ile-de-France
·정보산업
·소트트웨어

Ile-de-France
·의료분야 단지
·의학연상, 세포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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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의 낙후지역 지원제도

스웨덴은 낙후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지역개발보조금과

지역사회보자기여금 할인의 두가지 틀에서 지역투자 보조금, 지역고용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지역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개발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지역투자

보조금과 지역고용보조금으로 다시 구분이 되며 지역투자 보조금과 지역

고용보조금의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지역투자 보조금은 낙후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해당 산업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

기 위해서는 공인받은 회계감사보고서와 종업원의 집단행동권 보장, 적

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사회보장 제공 등 근로자의 권익신장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기업내 인종차별 금지, 종교 선택의 자유 보장, 성

차별 금지 등의 인권을 위한 보호 노력도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나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은 환수하게 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은 낙후지역 A와 B로 구분이 된다. A는 전략적

으로 중요한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지정이 되어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외에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가진 대부분의 지역은

낙후지역 B에 해당되어 합리적이며 타당한 투자사유, 지역발전 기여, 전

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등의 기업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지원규

모는 투자기업 규모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상이하며 투자금액 비율에 따

라 조정된다. 특히 고용 창출, 경제 성장률,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결정이 된다.

지역투자보조금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이전에 승인절차가 필요하

며 낙후지역 A지역은 지역행정 위원회라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며 낙후지역 B지역은 각 지자체의 지역경제성장청에서 승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수령 후 2년이내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규모가 클 경우 분할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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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스웨덴 지역투자보조금 지원비율

투자형태
지원규모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기계, 장비, 건설 및

무형자산(특허권 등)

A지역 : 35%

B지역 : 30%

A지역 : 25%

B지역 : 20%

A지역 : 15%

B지역 : 10%

토지 등 부동산 A지역 : 25% B지역 : 20% -

컨설팅 서비스,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50% 50% -

특별훈련 40% 40% 30%

상품개발(R&D) 40% 40% -

<출처 : Invest Sweden(2010)>

지역고용 보조금은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이

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역에 소재한 기업 모두 신규직원 채용

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지원금은 신규 채용 인력의 장기

고용, 해당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 달성에 한정하여 지정된 범

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신규 고용인원은 정규직이어야 하

며 특히 실업자나 실직 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한 지역고용보조금은 스웨던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공공고용 지원서비

스의 직원보조금과 병행 사용이 불가능하다. 낙후지역 A의 경우 지역내

창업 기업 또는 전략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중요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나 낙후지역 B의 경

우 신규 기업에게 한정하여 지원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이 이

루어지기 전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성장청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에 대한 평가는 고용 창출 규모, 사업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며 낙후지역A는 매년

66,000크로나, B지역은 매년 40,000크로나로 3년간 지원하게 된다(단, 2,

3년차는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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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스웨덴 지역투자 고용보조금 지원한도
(단위 : 크로나)

구 분 낙후지역 A 낙후지역 B

1년차 66,000 40,000

2년차 66,000 40,000

3년차 66,000 40,000

합 계 198,000 120,000

<출처 : Invest Sweden(2010)>

2. 국내 사례

1) 경기도 파주의 모토로라 유치활동

국내 기업유치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파주시의 모토로라 유치를 둘

수 있다. 1967년 모토로라는 서울에 아시아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 이르러 기존 공장의 노후화와 공장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공장 주변 상업화, 핸드폰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기존 공장의 증

설과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토로라는 새로이 투

자지역을 물색하였고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을 투자 후보 대상자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중국, 말레이시아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우수한 노동 생산성과 시장 접근성인 면에서의 장점으로 한국에 재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 재투자 결정과 함께 모토로라는 기존 공장

부지의 부동산 매각 자금을 활용하여 추가투자 없이도 신규공장 설립이

가능하고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에 근접하면서 과밀 억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찾기 시작한다.

이러한 모토로라의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 지역의 한 군데인 파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파주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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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는 제공하지 못한 법·제도 개선과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기획단을 활용하여 관련 부처간 의견을 성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 및

제도 개정을 이루어냈다. 수도권정비계획법(94.1월) 및 시행령(94.4월)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94.7월)을 차례로 개정하여

수도권이라도 상관없이 첨단업종에 해당되는 대기업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로 이전이 가능해져 모토로라의 수도권내 이전의

법적 제한 사항을 해결하였다. 또한 부처간 업무조정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후 실시하던 환경

영향평가를 지정절차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당시 평균 350일이 소요되

던 행정처리 기간을 150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입지개발지침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모토로라가 입주할 공단

에 대해 경기도 지방 산업단지 조기지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파주시는 기업이 이전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 조성부터 행정

지원까지 모든 처리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였다. 산업단지 지정 신청

이전부터 해당 부지에 위치한 분묘 등 지장물 이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모토로라 외에 이전 의향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필요 부지면적,

전기·용수·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소요량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비하였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대비로 직경 600m/m 규모의 상수도관 연장, 데이터

송수신용 통신선로 424회선 공급, 도시가스 연결, 전기공급을 위한

154kW 변전소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등의 관련 부대시설 건설이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 큰 어려움이 없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대·외국기업이라는 인식으로 타지자체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지역개발기금 70억원 융자, 도비 및 시비 각 3억원을 지원을 통해 당시

글로벌 기업인 모토로라의 파주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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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파주시의 모토로라 지원사항

구 분 주요내용

법·제도

개선

·수도권정비계획 및 동시행령,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입지개발지침 개선

·군사지역에 대한 건물고도제한 완화

·공단 준공전 사용허가 및 외국인 토지취득인가 특례적용

행정서비스

편의제공

·한전, 전화국, 가스공사 사업비의 기업부담금 선납입

·상수로 관로 공사 지연에 따른 물 운반공급

·공무원 현장상주를 통한 토지보상업무 수행

·모토로라 부지 공단 우선조성과 공장건설을 통시 진행

·민통선내 환경영향평가 용역출입허용 편의제공

·공장건설 기간 공무원 전담반 구성하여 현장 상주

금융 및

보조금지원

·중앙정부의 지역개발기금 저리 융자(70억원)

·도비 및 시비 각 3억원 지원(총 6억)

2) 경상북도 투자유치

2014년 이후 경상북도는 매년 10% 이상이라는 기업 투자 유치 실적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성

장 둔화, 국내 내수부진과 기업투자 위축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경상북도

는 6조 2,072억원이라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투자유치는

단순히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만의 제공이 아니라 대상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치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북 상주에 입주한 ㈜DSE 기업은 개성공업단지에서 고효율에너지

LED 조명램프를 생산하던 기업이다. 2015년 기준으로 매출액 595억원,

당기순이익 58억원에 이르며 꾸준한 R&D 투자로 200여개 특허를 보유한

국내 최고의 LED 명장 기술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업은

개성공단 폐쇄이후 중부지역에 물류기지와 개성 공장을 대체할 부지를

확보를 검토하고 있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이러한 기업 요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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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수요에 적극 부응코자 물류 여건이 좋은 상주

IC 인근의 폐공장 부지를 입지로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DSE 본사가 소

재한 인천을 방문, 입지 장점과 인센티브, 행정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그

결과 113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2015년 경북 구미로 이전한 루미너스코리아는 히트싱크, 브래킷, 렌즈홀

더 등 차량용 헤드램프 부품을 도요타, 혼다, 닛산, GM, 포드 등 완성차

메이커에게 납품하는 자동차 헤드램프 전문기업이다. 이 기업은 증가하

는 히트싱크 생산량을 대응하기 위해 제2공장 건립이 필요성이 대두되었

으며 기존 공장부지 인근에 추가 증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기존 공장

과 연접한 2개 필지의 합병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투자

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자체 차원에

서의 해당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지자체장이 직접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내 합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외부 유출을

막고 180억 규모라는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다.

경북 영주시 길산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용베어링 생산업체 ㈜서궁은

2012년 회사 설립과 함께 제1공장을 설립하고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꾸준한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서궁은 현대차, 아우

디, BMW의 늘어나는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시장과 가까운

광주, 전남 지역에 제2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는 기계장치의 핵심부품으로 베어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고 영주가 첨단 베어링 산

업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의 유치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더라도 공장의 증설 또는 추가 투자에 대해

서도 타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 결과 ‘15년 기존 공장 인근에 추가 공장 증설을 결정하고

약 100억여원의 추가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상북도의 꾸준한 기업유치 성과는 단순히 법·제도를 통해 제

공되는 지원제도만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기업이 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에 맞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유치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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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사례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

역 투자촉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낙후지역

개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낙후정도와 기업 규

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 규모, 지역의

낙후정도, 투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스웨덴은 낙후지역에

한정하여 낙후정도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

지며 지원 규모 등은 중앙정부 통제에 의해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이 반

영하기 힘든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자체 개별 지원 역

시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제도에 의존하여 지역마

다 차별화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로 인해 지원제도 보다는

기업과의 행정 절차 간소화나 우호적 관계 형성 중심으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국내 기업 유치 지원제도를 비교해 종합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첫째, 해외 선진국들은 지역의 낙후 정도와 투자기업

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해외 지방

투자 기업유치 지원은 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외국의 투자 유치 인센티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차별화

된 지원이 가능하고 지역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외국은 인센

티브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한 투자기업 선별과 함께 사후 모니터링과

지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

역마다 특화된 산업에 연계된 지방 정부의 계획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지

원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운영방식과 같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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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낙후지역을 포함

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방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방 투자유치 지원제

도 효과에 대한 상이한 원인에 대해 L.Wells(1996)은 지원제도의 종류가

다양하여 이를 유형화하여 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측면과 지방 투

자기업의 다양한 상황 변수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지방 투자 유치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투자 유치 지원제

도 효과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윤현석, 2016). 이는 지원

제도라는 정책 도구가 기업의 투자 유치와 그 성과에 대해 직접적인 영

향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데 그 원인을 두고 있다(김이수, 20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투자 유치 지원제도의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실제 투자 결정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투자유치 지원제도 만

족도를 중심으로 지원제도가 투자 규모와 일자리 창출 규모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앞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

거나 신규 투자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검토한 다양한 변수 중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광주전남

지역 투자 기업과 관련있는 결정적 변수를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방투자 결정요인의 우선순

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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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하였다. 먼저 지방투자유치기업 지원제도가 실제 기업

이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에 투자 계획서 제출

이후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기업과 투자 의사를 철회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제도에 대한 사전 인지도, 효과 인식도, 만족도와 투자의사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가 기업의 투자 자금 규모,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지

방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사전 인식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원제도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추출하여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이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

로 한 자금규모, 채용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의 분석틀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독립변수

⇒

종속변수

지원제도 사전인지도
(세제, 보조금, 기업지원프로그램)

지원제도 효과 인식도(종합)

지원제도 사후 만족도
(세제, 보조금, 기업지원프로그램)

1. 투자의사결정

- 0:투자철회 / 1:투자진행

2. 투자규모

- 투자자금 규모

- 채용규모

통제변수
- 입주형태(신/증축, 임대)

- 지역과의 관련성 : 원소재지, 대표자 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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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1. 투자유치 지원제도가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업이 지방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경

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

서는 그러한 다양한 요인 중에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가 실제로 기

업이 지방투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와 해외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

가들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에 있어서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에 대

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가 투자 결정에 대한 유효성 논란에

대한 상이한 견해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종류가 존재로 인하여 이를 유형

화하지 못한 측면과 지원제도의 수요자인 투자기업에 대한 연구가 제대

로 이루어지 않아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L. Wells, 1986)

이에 대해 박재곤·이원빈(2005)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투자기업 유

치 지원제도가 중요한 투자의사결정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해야할 제일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원제도가 기업의 투

자 결정의 중요 요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기업들이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재곤(2010)은 국내 기업의 지방투자 결정요인으로 인력, 토지,

금융 등 생산요소적 측면에 대한 접근성과 시장, 비용, 위험 등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 요인이며 지원제도와 같은 정책적 측면은 결정적 요인이

아니나 정부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단

으로서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2장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 결정은 생

산적 요인이 결정적 요인이며 투자유치 지원제도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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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지역의 낙후도를 보완해주는 정책수단으로써 유효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지방투자기업 지원제도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업유치 지원제도에 대해 긍정적일 수록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1-1. 지원제도에 대한 사전인지도(세제, 지원금, 기업지원프로그램)가

높을수록 기업의 투자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1-.2.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업의 투자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1-3. 지원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이 기업의 투자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2. 유치지원제도가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투자환경이 열악한 낙후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

는 산업기반 마련과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전략산업 지정과 특화산업 집중 육성, 관련 산업 집적

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

으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모든 산업 분야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 업종 기업의 집적화는 전후

방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어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이 창출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여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용웅외, 2009).

아울러 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생산 활동과 함께 이를 위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 기업의 활동은 규모의 경제, 신기술 및 신기술

창출, 고용효과, 지역혁신 역량 강화 등 긍정적 외부경제 효과를 발생시

킨다. 따라서 지방 관점에서는 기업 투자 유치는 기업의 직접 투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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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와 고용효과를 비롯하여 긍정적 외부 효과를 기대하고 꾸준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결국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

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원제도가

투자규모,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지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지원제도 사전인지도

지자체에게 있어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은 해당 지역이 가진 투자 매력도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열악한 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

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제도 소개로 시작한다. 이를 매개로 기업은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며 이러한 지원제도를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처한 경영 환경과 해당 지역의 매력도 등을 고려하려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 된다(김이수, 2013). 즉, 기업에게 있어서 지방투자시 지원

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할 수 있는 기회

가 되며 지원제도에 대한 사전 인지도가 높을수록 기업이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 사전인지도에 따라 기업의 지방

투자규모가 다를 것이다.

2-1-1) 사전인지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투자자금이 클 것이다

2-1-2) 사전인지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채용규모가 클 것이다

2) 투자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

지방투자기업 지원제도는 지역의 불리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제도는 부족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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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과 기업 투자로 인해 지역 사회가 얻게

되는 이익의 차이에 대한 보상 역할을 한다(UNCTAD, 1995). 따라서 기

업 입장에서는 지원제도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한 상쇄 효과 또는 더 큰 수익 창출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게

되며 이에 따라 투자 규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가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2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에 따라 투자규모가 다를 것이다.

2-2-1) 지원제도 효과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투자자금이 클 것이다

2-2-2) 지원제도 효과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채용규모가 클 것이다

3)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김이수(2013)의 기업투자유치 정책도구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 도구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할 요인 중에

하나가 정책 수단에 의해 수요자가 얻게 되는 만족도라고 주장한다. 수

요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가 원하는 목표 달성이 원활해지며 따라

서 지원제도과 같은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요자에 적합하도록 정책을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지방투자기업 유치 지원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

자리 창출에 있다. 그리고 지원제도의 수요자는 지방에 투자를 하는 기

업이 된다. 따라서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지원제도 운영하여

기업의 만족을 이끌어야 만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지역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

의 만족도는 기업의 투자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가정으로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3 투자유치 지원제도 만족도에 따라 투자규모가 다를 것이다.

2-3-1) 지원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투자자금이 클 것이다.

2-3-2) 지원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채용규모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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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정의

1. 독립변수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

하기 위하여 사전인식도, 효과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세가지 변수를 리

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전인지도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에 대한 사전 인지도는 기업에게 있어 지방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연결이 되며 지자체 등 기업

유치 활동 기관들의 유치 노력에 따라 사전인지도와 연관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처한 경영 환경과 정부의 지원

등을 종합하여 투자 계획을 세우게 된다(Galbraith De Noble, 1988).

김이수(2013)는 기업유치지원제도의 정책도구로서 효과분석을 위해 기

업유치 노력에 따른 기업의 지원제도 정보 획득 여부를 측정하여 기업유

치 노력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지원제도 효과 인식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은 수요자인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치지원제도가 도움이 되는지를 측정한 변수이다. 투자유치 지원제도가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

책수단으로서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재곤·이

원빈, 2005). 또한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있어 지원제도 인식이 지역 투자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박건영·라공우, 2015)

문문철(2011)은 국세감면, 지방세 감면, 입지보조금 등 지원제도를 8개

분야로 유형화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김병초(2011)는 지자체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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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정책, 조세감면 정책, 각종 보조금 등 3가지로 지원정책을 유형

화하여 이전기업과 미이전기업의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

다. 또한 김주영·신기동(2018)은 개별기업의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

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했다. 본 논문에서는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정도를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만족도

공공부문에서 만족도는 공급자인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인 국민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로써 허만형외(2001)은 공공기관이 제

공하는 서비스 효과외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이용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

접촉하는 직원 등 전달체제, 이용 후 사후관리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이수는(2013)은 지원제도 효과로써 수요자인 기업이 느끼는 만

족도를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분석하였으며 문문철(2011)은 지원제도를 8

가지로 유형화하여 기업이 느끼는 만족도와 투자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

였다. 이 논문에서는 세제지원, 보조금지원, 기업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유

형화하여 지원 정책이 수요자인 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해 얼

마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가를 평가하였다.

[표 3-1] 독립변수 활용 연구

구 분 사전인지도 만족도 효과인식

Galbraith(1988) ○

김이수(2013) ○ ○

문문철(2011) ○ ○

김주형(2018) ○

박재곤

(2005,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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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방투자는 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지역에 밀착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지

역의 경제발전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변필성 외, 2009). 즉,

기업유치는 단순한 금전적 투자확대가 아닌 지역의 자본 형성을 통해 경

제성장을 촉진하며 성장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

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자본

은 지역 산업의 고도화로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 및 경제가 성

장하는 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는

지역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기업유치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일

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Bakely(1994)는 지역경제 발전이 어

떠한 형태를 취하든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일자리 수와 다양성 증가

가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한다. Sullivan(1993)은 경제성장은 총 고용의

증가로 정의를 하며 기업의 노동 수요 증가 또는 지역의 노동 공급 증가

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휘창·정진섭(2010)은 기업이 필요로 하

는 인력에 대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오고 이와 함께 연관기업의 생산

증대로 연결되어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앞의 선행 논문을 바탕으로 지원제도 효과 분석을 기업

의 투자규모를 종속변수로 한다. 기업의 투자규모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

하는 자금 규모와 일자리 창출 수로 조사하였다. 자금 규모나 일자리 창

출의 경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기업의 직접적인 투

자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파급 효과는 조사에

서 제외하였다.

자금규모에 있어서 건설기업의 경우 토지구입, 신·증축 등 건물 건설,

시설, 직원 기숙사 설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업의 경우 임대비

용(보증비용 제외), 인테리어, PC등 집기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

으로하였으며 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위해



- 59 -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였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정규직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표 3-2] 종속변수 활용 연구

구 분 투자결정 투자금액 채용 규모

문문철(2011) ○ ○ ○

박재곤(2010) ○ ○ ○

문휘창·정진섭
(2010)

○

3. 통제변수

입주형태(신축, 임대)

기업의 투자 규모는 기업의 규모, 업종, 투자형태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기업의

규모는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 역시 모두 전력 또

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에 해당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업종

또는 회사 규모도 건물을 짓거나 임대 입주 등에 따라 투자 규모에 영향

을 줄 수 있어 투자 형태를 통제변수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

에서는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와 임대 입주하는 경우를 설정하였다.

원소재지

선행이론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지원제도는 원소재지 위치에

따라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이 상이하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

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규모가 크며,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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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역 또는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규

모가 작아진다. 이러한 지원제도 특성으로 원소재지 위치는 수요자인 기

업의 투자규모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역

의 원소재지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대표자 출생지

기업의 투자 규모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자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대표자가 해당지역 출신일 경우 지역에 대해 우호적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자의 출생지를 광주전남 출신 유무로 구분하여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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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변수 정의

구 분 변수명 측정단위 측정내용

독립변수

지원제도 사전인지도
리커트

척도(5점)

1. 정부의 세제지원(1 〜 5점)

2. 지자체 보조금지원(1〜5점)

3. 기업지원프로그램(1 〜 5점)

지원제도 효과인식
리커트

척도(5점)
지원제도 전반(1 〜 5점)

지원제도 만족도
리커트

척도(5점)

1. 정부의 세제지원(1 〜 5점)

2. 지자체 보조금지원(1〜5점)

3. 기업지원프로그램(1 〜 5점)

종속변수

투자결정 0 / 1
0 : 투자철회

1 : 투자결정

투자

규모

자금규모 억원
건설:부동산, 시설, 설비 비용,

임대:임대료(2년), 인테리어 등

일자리 창출 명 정직원 규모(이주, 신규)

통제변수

투자형태(건설/임대) 0 / 1
0 : 건물 신·증축

1 : 임대 입주

원소재지 0 / 1
0 : 광주전남 이외 지역

1 : 광주전남지역

대표자 출생지 0 / 1
0 : 광주전남 이외지역

1 : 광주전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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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량 분석

1. 전체 변수 기술통계 분석

1) 기초분석

본 연구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투자하기로 한 2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기업을 제외한 177

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4-1] 설문지 회수현황

구 분 빈 도 비 율
완 료 177 63.2%
조사거절 36 12.9%

조사내용 불명확 54 19.3%
연락불가 8 2.9%
설립 진행중 2 0.7%
폐 업 3 1%
합 계 280 100%

설문에 응답한 기업 177개 기업 중 83.6%, 148개 기업이 투자를 실행하

거나 공간확보 등 투자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9개 기업은 지

자체에 투자 계획서를 제출 후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혁신도시에 투자를 진행한 기업 중 45.9%, 68개 기업이 광주전남에 기

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CEO 출생지 역시 광주전남 출신이 62개

社로 약 41.9%를 점유하고 있다. 즉, 혁신도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 40% 이상이 광주전남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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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분석대상

구 분 투자진행 투자철회 합 계

합 계 148社(83.6%) 29社(16.4%) 177社

원소재지
광주전남 68 13 81(45.8%)
기 타 80 16 96(54.2%)

CEO

출생지

광주전남 62 13 75(42.4%)
기타 86 16 102(57.6%)

기업이 투자하는 형태는 공장 이전이 48개사, 32.4%로 제일 많으며 본사

포함한 전체 조직이전, 본사 이전(생산설비 제외)이 26.4%, 연구소 이전이

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표 4-3>와 같다.

[표 4-3] 이전하는 조직형태

구 분 N
전체
이전

본사
이전

연구소
이전

공장
이전

최소조직
(영업)

전 체 148 42 39 18 48 1
건 설 86 25 26 13 22 0
임 대 62 17 13 5 26 1

본 연구의 대상인 177개 기업 모두 다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에 해당되며

광주전남혁신도시 유치대상 특성상 업종은 전력분야 기업에 해당한다.

[그림 4-1] 세부 투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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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혁신도시로 투자 결정 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에너지공기

업 집적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 투자설득이 18.0%, 지원제도가

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투자 유치 대상

이 전력분야 기업으로 이 기업에게 있어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전, 한전

KDN, 한전KPS가 최대 납품처로서 판로 개척 등을 비롯하여 향후 사업

기회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표

4-4]와 같다.

[표 4-4] 투자 결정요인

구 분 N 비율(%)

에너지공기업집적 46 26.0

지원제도 27 15.2

에너지대기업집적 13 7.4

낮은 투자비용 9 5.2

에너지 연구기관 7 4.2

우수한 정주여건 5 3.0

지자체의 투자설득 32 18.0

판로확보 용이성 22 12,2

유관기업의 추천 13 7.2

기타 3 1.6

기업이 신규 투자를 꺼려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 자금 조달 어려움

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침체 요인이 19.3%, 판로확보 어

려움이 13.5%, 인력 수급 어려움이 16%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데

이터는 [표 4-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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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신규 투자 저해 요인

구 분 N 비율(%)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위축 34 19.3

자금조달 곤란 47 26.4

판로확보 어려움 24 13.5

인센티브 부족 12 6.9

투자처 발굴 곤란 6 3.5

인력수급 어려움 28 16

수익모델 부재 15 8.4

기타 11 6

2) 독립변수 기술통계분석

지원제도 사전인식도 조사 결과 보조금 지원제도는 평균 3.62점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세제지원은 3.53점,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3.38점순이며

정주여건 지원은 평균 3.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인식은 평균 4.07점으로 사전 인식도에 비해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기업 지원제도가 3.8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산업단지 3.53점, 보조금 지원 3.36점, 세제지원이 3.29점

순이며 정주여건 개선 노력이 3.11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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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지원제도별 인식도

구 분

조사결과

N 평균
표준

편차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사 전
인식도

보조금
지원 6 19 50 63 39 177 3.62 1.05

세제
지원 6 21 57 59 34 177 3.53 1.04

기업
지원 8 30 54 57 28 177 3.38 1.08

지원제도
효과 인식

4 11 28 59 75 177 4.07 1 .02

만족
도

보조금
지원 4 18 84 53 18 177 3.36 0.89

세제
지원 5 23 82 50 17 177 3.29 0.91

기업
지원 3 14 74 59 27 177 3.83 1.50

투자 진행 여부에 따라 지원제도별 사전인식도, 지원제도 효과 인식, 지

원제도 만족도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지자체와 투자 협약 체결후 투자 의사결정 기업에 대한 기초 통계량 분

석은 [표 4-5]와 같다. 지원제도 사전인식도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원제

도가 3.74점으로 가장 높으며 세제지원, 기업지원, 정주여건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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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효과 인식은 평균 4.22점으로 사전 인식도와 만족도 등을 비

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지원제도 만족도는 기업지원제도가 3.93점으로 가장 높으며 산업단지

지원,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순으로 나타나며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7] 투자 의사결정 기업의 인식도

구 분

조사결과

N 평균
표준

편차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사 전
인식도

보조금
지원 3 13 39 58 35 148 3.74 0.99

세제
지원 3 13 48 54 30 148 3.64 0.97

기업
지원 5 23 46 50 24 148 3.43 1.04

지원제도
효과 인식

2 7 18 51 70 148 4.22 0.93

만족
도

보조금
지원 3 13 69 45 18 148 3.42 0.89

세제
지원 4 17 67 43 17 148 3.35 0.92

기업
지원 2 10 62 48 26 148 3.9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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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투자 협약 체결후 투자 진행 기업에 대한 기초 통계량 분석은

[표 4-7]과 같다. 전반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비해 투자 철회

기업의 점수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원제도 사전인식도에 있어서는 기업지원제도가 3.07점로 가장 높으며

보조금지원, 세제지원, 정주여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제도 효과 인식은 평균 3.34점으로 사전 인식도와 만족도 등을 비

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나 투자 진행기업에 비하여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지원제도 만족도는 기업지원제도가 3.31점으로 가장 높으며 산업단지

지원, 보조금 지원순으로 나타나며 세제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8] 투자 철회 기업의 인식도

구 분
조사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사 전
인식도

보조금
지원 3 6 11 5 4 29 3.03 1.18

세제
지원 3 8 9 5 4 29 2.97 1.21

기업
지원 3 7 8 7 4 29 3.07 1.22

지원제도
효과 인식

2 4 10 8 5 29 3.34 1 .14

만족
도

보조금
지원 1 5 15 8 0 29 3.03 0.78

세제
지원 1 6 15 7 0 29 2.97 0.78

기업
지원 1 4 12 11 1 29 3.3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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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수 기술통계분석

광주전남혁신도시의 투자 규모는 평균 46.08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실제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기업은 61.68억원으로 철회한 기업의 당초

투자 계획 규모인 26.76억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채용 규모는 평균 36.19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

의 평균 채용 규모은 37.12명으로 철회한 기업 31.11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투자를 진행 하는 기업은 최초 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제출

때부터 높은 수준의 투자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철회

하는 기업은 투자에 대한 리스트, 투자에 대한 확조한 의지 등이 부족

하여 최소한의 투자 규모를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데이

터는 [표 4-7]과 같다.

[표 4-9] 투자규모
(단위 : 개, 억원)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금

규모

전체 177 46.08 46.14 1 250

투자 148 61.68 50.21 6 250

철회 29 26.78 25.50 4 80

채용

규모

전체 177 36.19 42.14 4 265

투자 148 37.12 44.10 5 265

철회 29 31.11 29.21 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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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각 지원제도별 인지도, 만족도, 지원제도 효

과 인식과 종속변수인 투자결정, 투자 자금규모, 채용규모 상관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 Pearson 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상관관계란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으로써

다른 변수가 변화하는 정도와 방향을 보는 것으로 정도에 따라서 0을 기

준으로 ±1 사이로 나타난다. 0에 가까울수록 낮아지며 ±1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관계성을 의미한다. 상관관계의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4-10]과 같다.

종속변수인 투자결정과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사전 인

지도는 보조금(0.21), 세제지원(0.20)와 전반적 효과인식(0.28)가 95% 신

뢰도를 기준으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만족도에 있어 보조금 지원제도,

세제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모두 90% 신뢰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95% 신뢰도를 기준으로 유의확

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세제지원의 사전인지도와 보조금의 사전인지도의

상관계수가 0.88, 세제지원의 만족도와 보조금 만족도가 0.86으로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가지 제도가 대표적인 투자유치 지원제도이면

서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위한 정보 탐색을 통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지원제도이자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통상 지자체

가 투자 유치 활동시 동일 선상에서 활용하는 투자유치 지원제도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로 판단된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전인지도

및 만족도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

수 값이 0.9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

가 없다(송지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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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상관관계 분석

구분
투자
결정

투자
자금

채용
규모

사전인지도
효과
인식

만족도
투자
형태

원
소재지

출생지
보조금

세제
지원

기업
지원

보조금
세제
지원

기업
지원

투자결정 1.00

투자자금
0.162

**
1.00

채용규모
0.052

-

0.613

***
1.00

사
전
인
지
도

보조

금

0.207

**

0.193

**

0.168

**
1.00

세제

지원

0.202

**

0.232

**

0.195

*

0.878

***
1.00

기업

지원

0.086

-

0.217

**

0.180

**

0.638

***

0.661

***
1.00

효과인식
0.282

***

0.085

-

-0.046

-

0.304

***

0.310

***

0.240

**
1.00

만
족
도

보조

금

0.129

*

0.069

-

0.010

**

0.509

***

0.506

***

0.423

***

0.485

***
1.00

세제

지원

0.127

*

0.091

-

0.070

-

0.477

***

0.530

***

0.388

***

0.417

***

0.864

***
1.00

기업

지원

0.128

*

0.211

**

0.123

-

0.371

***

0.381

***

0.515

***

0.356

***

0.559

***

0.557

***
1.00

투자형태
-0.126

*

-0.341

***

-0.074

-

-0.296

***

-0.263

***

-0.218

**

-0.204

**

-0.186

**

-0.098

**

-0.166

**
1.00

출 생 지
-0.046

-

0.028

-

-0.094

-

-0.117

-

-0.131

*

-0.174

**

-0.085

-

-0.198

**

-0.241

**

-0.279

***

-0.149

**
1.00

원소재지
0.110

-

0.104

-

-0.109

-

-0.004

-

-0.096

-

-0.104

-

0.090

-

-0.053

-

-0.062

-

-0.073

-

-0.174

-

0.278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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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투자지원제도 효과 분석

1. 지원제도가 기업의 지역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1 : 지원제도가 지역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코자 투자 여부에 따른 지원제도 사전 인식도, 만족도, 효과 인지도

에 대한 집단간 차이의 유의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 인지도 분석결과 보조금 지원이 0.268, 세제지원이 0.457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438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95% 신뢰도를 기준으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조금 지원과 세제지원제도는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지원프로그램은 정(+) 값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95% 신뢰도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95% 신뢰도를 기준으로 유의

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나타난다.

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인식도는 정(+)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95% 신뢰도를 기준으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서는 투자형태와 원소재는 부(-)의 값을 나타내고 대표자 출

생지는 정(+) 값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95% 신뢰도를 기준

으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원제도별 사전 인지도와 만족도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인 지원제도 효과인식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투자유치 지원제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운영 되고 있어 지역마다의 차별적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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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지원제도가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독림

변수

사전

인지도

보조금지원 0.268 0.48 0.575

세제지원 0.457 0.50 0.364

기업지원프로그램 -0.438 0.33 0.187

만족도

보조금지원 -0.296 0.59 0.620

세제지원 -0.099 0.57 0.861

기업지원프로그램 0.196 0.26 0.447

지원제도 효과인식 0.603 0.25 0.015**

통제

변수

투자형태 -0.281 0.48 0.562

원소재지 -0.366 0.53 0.486

대표자 출생지 0.513 0.43 0.233

상수항 -0.827 1.54 0.592

관측수 177

R-squared 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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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제도가 기업의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2 : 지원제도가 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제도별 사전 인식도, 만족도, 전반적 효과 인지도에 대한 투자 자금

규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1) 투자자금

먼저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기타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지도와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제도 효과 인식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사전인지도와 지원제도 효과인식은 부

(-)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외 모든 지원제도에 대한 투자 자금 회귀계

수가 모두 정(+)의 값을 보이고 있나 모든 지원제도에 대한 사전 인지

도, 만족도가 95% 신뢰도를 기준으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기업지원프

로그램의 만족도는 90% 신뢰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투자 유치지원제도가 기업의 투자와 관계없이 운영

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제지원의 경우 투자 규모 자체에 대한

감면 조건이 없으며 보조금 지원의 경우 기업의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해주기는 하고 있으나 한정된 지원비율과 지원금액 한고가

있어 제한적이며 더욱이 지자체와 매칭으로 지원이 되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규모로 인해 제한이 있어 기업에게 더 큰 투자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인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투자자금과 회귀계수가 모두 정(+)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형태만이 95% 신뢰도를 기준으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

보다 작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투자가 지원제도로 인한 직접적인 순수효과를 분리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박재곤, 2010)과 일치하고 있으며 인센

티브 만족도와 실투자금액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문문철(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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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지원제도가 투자 자금규모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P-value

독림

변수

사전

인지도

보조금지원 -0.14 -8.79 9.70 0.366

세제지원 0.26 16.24 10.31 0.117

기업지원

프로그램
0.06 3.39 6.20 0.586

지원제도 효과인식 -0.02 -1.55 5.30 0.771

만족도

보조금지원 0.22 16.03 11.21 0.155

세제지원 0.07 5.39 10.69 0.615

기업지원

프로그램
0.18 7.84 4.11 0.058*

통제

변수

투자형태 0.29 37.36 9.94 0.000**

원소재지 0.01 1.66 10.00 0.868

대표자 출생지 0.08 8.28 7.15 0.249

상수항 - 73.13 33.76 0.032

관측치 177

R-squared 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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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규모

채용규모와 지원제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조금지원, 세제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인지도,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제도 만족도, 전반적

인 지원제도 효과 인식에 대한 회귀계수 결과 전박전인 지원제도 효과

인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의 값을 보이고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채용

규모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제도의 사전 인지

도와 만족도에 대해서만 P-값이 0.05 미만으로 95% 신뢰수준으로 두 제

도만이 채용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인지도에 있어 보조금 지원의 표준화 계수는

0.13 나타나며 보조금 지원의 만족도는 0.27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보조금

지원제도 모두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요인이나 특히 지원제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실제 기업이 채용 규모를 산출할 때 지자

체의 투자 유치 활동보다는 실제 지원제도 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 변수의 경우 모두 P-값이 95% 신뢰도를 기준으로 유의확

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금 지원제도가 직접적으로는 교육훈련 보조금과 같

이 채용 규모에 따라 기업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으며 간접적

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채용과 유지가 이루어져야 입지, 설비 보조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채용 규모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의 채용 규모와 기업유치노력

(Gallbraith, 1998), 기업 집적프로그램과 채용규모(Dunning, 1988;

Porter, 1990), 보조금 지원제도(박재곤, 2008; 문문철, 2010), 지원제도 만

족도(김이수, 2013) 등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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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지원제도가 채용규모에 미치는 효과

구 분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P-value

독림

변수

사전

인지도

보조금지원 0.13 5.24 7.26 0.047**

세제지원 0.05 1.99 6.83 0.771

기업지원

프로그램
0.06 2.45 4.37 0.575

지원제도 효과인식 -0.09 -3.88 3.73 0.301

만족도

보조금지원 0.27 13.19 7.89 0.009**

세제지원 0.15 7.17 7.53 0.342

기업지원

프로그램
0.09 2.57 2.89 0.374

통제

변수

투자형태 -0.07 -6.07 6.99 0.386

원소재지 -0.05 -4.24 7.04 0.574

대표자 출생지 -0.08 -4.86 5.03 0.336

상수항 - 42.88 23.76 0.073

관측치 177

R-squared 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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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는 L. Wells(1986)의 투자 유치지원제도가 기업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이한 견해는 다양한 종류의 지원제도가 존재하여

이를 유형화하지 못한 측면과 지원제도의 수요자인 투자기업에 대한 연

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

는 국내 투자유치 실증 분석인 문문철(2011)의 기업 지방이전 지원제도

연구와 박재곤(2010)의 지역투자 결정요인과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전략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 투자유

치지원제도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과 투자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 177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시행하였다.

국내외 연구사례 분석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 문항

을 마련하였으며 이 문항을 바탕으로 수요자인 기업이 느끼는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 실증을 진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의 가설인 유치지원제도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

적일수록 투자 의사결정에 효과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지원제도별 사전인지도, 만좃도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제지원, 지원금 지원

등 대부분의 지원제도가 중앙정부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자체의 재

정 한계로 인해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제도가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인걸

로 보인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투자지원제도가 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지원제도의 사전인식도, 만족도, 효과에 대한 인식을 독립

변수로, 투자자금 규모와 일자리 창출을 종속변수로 검증을 했다. 그 결

과 지원제도별 사전 인식도와 만족도에 관계없이 투자자금은 어떠한 지

원제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2장의 선행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투자 유치지원제도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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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그 한도 역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규모로 인해 제한이 있어 기업에게 더 큰 투자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인요소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사전인지도와 만

족도 모두 정(+)의 결과가 나왔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규직 채용 규모에 대해 인원수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

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그 외의 지원제도는 일자리와 관

계없이 투자 유무 등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

인다.

[표 4-14] 가설 검증결과

구 분 가설내용 검증결과

가설 1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는 기업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분채택

(지원제도 효과인식)

가설 2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는 기업의 투자

규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분채택

(기업지원 프로그램)

①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는 기업의

투자 자금 규모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 각

② 지방투자기업 유치지원제도는 기업의

고용창출 규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분채택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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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

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낙후된 지역의 투자 유도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 도입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하였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금융 등

기업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별

도로 산업단지 조성, 정주여건 개선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

도에 대해 문문철(2011)의 수도권 이전 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에서는 현행 국내의 보조금 지원제도가 입지, 투자, 고용 보조금을 포괄

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있어 가장 만족도가 높고 유용한 지원제도로 나타

나고 있으며 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도 세제지원보다는 현금 지원의 보조

금 지원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투자 유치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인 배분이다. 이는 동일한 재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경제성 원칙으로도 연계되며 따라서 지원제도라는 정책도구가 지자체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4장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를 위해 활용된 기업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 지원제도를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기업지원 프

로그램지원 등으로 유형화하여 해당 지원제도가 기업이 광주전남 공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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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투자 결정과 투자 규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종속변수로는 투자 진행여부와 투자 자금과 일자리 창출 규모, 독립

변수로는 지원제도에 따른 사전 인지도, 만족도,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활용하였다.

먼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투자 요인으로는 관련 기업집적,

지자체의 설득 노력, 지원제도, 판로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기업이 실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제도 보다는 관련기업과

연계, 성장 가능성 등 경제적 요인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투자 유치 노력과 지원제도 등은 결정 요인은 아니나 정책 수

단으로써 보완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목적인 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

였다. 먼저 지원제도가 실제 투자 여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봤으며 그

결과 전반적인 효과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투자 결정에 유의미 하다는 가

설이 채택되었으나 실제 지원제도 측면에서 분석해봤을 때 지원제도가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지원제도가 기업의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

해봤다. 그 결과 어떠한 지원제도도 투자 자금 규모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보조금 지원제도의 사전 인지도, 만족도가 긍정적일

수록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클 것이다라는 가설만 채택되었다. 이외의 다

른 가설들은 모두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가설 검증 결과는 지방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운영

중인 지원제도가 실제로 기업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현장의 기업 담당자들 역시 현재 지원제도가 기업의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거나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는 지원제도가 지역이나 기업의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며 기업과 협상 주체가 되는 지자체도

사실상 권한이 없어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서 운영되어

사실상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운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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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갖는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세 등 기업 유치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

하였으며 또한 기업 유치에 대한 효과 중심의 분석으로 지원제도가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지원제도로 인한 유치 기업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자금

규모, 창출하는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둘째, 수요자인 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으로 기업의 원소재지,

CEO 출생지 등 투자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반영하여 통

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세 번째, 지원제도 효과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

그러한 특성으로 선행 연구는 충남권, 전북권, 강원권 등 지역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광주전남혁신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제 2 절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투자 유치활동의 사례분석, 지원제도가 기업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원제도가 투자 규모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투자유치 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봤다.

1. 보조금 예산규모 확대와 지원 항목 개선

그 동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예산과 지원규모는 입지, 설비, 고용, 교

육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며 지원 대상과 기준 완화로 2004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한정된 만큼 보조

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점을 개선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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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보조금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 보조금 지원제도는 중앙정부 재원과 지방 재정의 매칭 지원이 이루어

진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위해 파격적인 지원이 어렵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

족으로 기업과 당초 약속한 보조금 지원을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지원하

지 못해 수혜자인 기업의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업 경영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중앙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입지, 설비, 교육, 고용훈련 등 다양한 용도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의 75% 이상이 이전 부지 매입 용도인 입지 보조금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당초 보조금 지원제도 목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화 측

면에서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원

조건상 부동산 매입 후 3년 이내 이전만 이루어지면 되고 부동산을 담보

로 대출 등에 활용하여 더 선호하는 보조금 유형이다. 그러나 지역 입장

에서 단순 토지 매입은 지역의 생산 증대나 산업 활동 촉진에 직접적인

기여가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오히려 지역 경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영국의 GBI 경우 기업의 보조금

규모 평가시 기업의 투자 규모 중 토지 매입비는 제외하고 있으며 국내

의 경우에도 과거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토지 구매

비용은 제외한 건축비용과 설비비용만을 인정하여 보조금 규모를 산정했

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입지 보조금은 축소 또는 폐지

하고 이를 설비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보조금 용도로 전환해야한다.

2. 낙후도에 따른 차별적 운영 필요

우리나라의 기업 유치 지원제도는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

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실제 수도권에서 지방하는

이전하는 기업 대부분이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에 편

중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 역시 해당 지역에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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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편중현상의 원인은 현재 지방유치 지원제도가 수도권과 비수도

권으로만 구분되어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 지원대

상 지역은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고 비수도권은 다시 일반

지역,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지원 지역

설정에 있어 수도권과의 거리, 생산인력 비율, 고급인력 규모 등 지역 낙

후 정도나 경제 상황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별 지원 격차 역시

크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는 지자체별 국비 지원 한

도를 15%로 제한하였고 최근 3년간 국비 지원 20% 미만인 지역에 한해

서 국비 부담금을 최대 5% 추가하는 보조금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 낙후도가 반영되지 않는 지원제도 운영은 지역간의 상대적

인 박탈감과 발전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또 다른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2장의 외국 선진국과 같이 현재 지역 발전 수준, 인구 현

황, 경제 여건, 재정규모, 발전 가능성을 종합하여 낙후 지역 등급을 산

정하고 낙후정도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차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1] 낙후 지역 선정 지표(안)

구 분 지 표 내 용

인 구
·인구변화율 ·인구변화율 평균(5년)
·인구밀도 ·지역별 면적 대비 인구수
·고령인구비율 ·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

산업·경제

· 1인당 소득세수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지역 인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평균
· 1천명당 총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총수 ÷지역인구
· 총사업체 종사자수 증가율 ·사업체 증가비율(5년)

재 정
·재정력 지수 ·기준 재정수요 대비 수입비중
·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지방세 징수 총액 ÷지역 인구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5년)

복 지
· 1천명당 의료병상수 ·의료병상 총수 ÷지역 인구
· 1천명당 공공도서관 규모 ·공공도서관 규모 ÷지역 인구

인 프 라
·도로율 · 총면적 대비 도로 면적
·상하수도 보급율 · 총인구대비 급수인구, 하수처리인구

<출처 : 행안부, 지역분류 시안(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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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특화산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 강화

기업투자 유치 지원제도는 낙후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을 통해 열악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세제, 보

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의 산업 기

반을 마련하고 기존 지역 산업과의 연계로 해당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행 제도에서는 지역 선

도산업, 전략 산업 등에 대해 우대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업 유치활동이 이러한 지역 산업과의 연계는 미흡한 실

정이며 지자체 역시 기업 유치시 이러한 특화 산업보다는 유치 편의성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 균

형 발전 정책, 광역권 특화산업 육성, 시도 전략산업 등에 따라 해당 분

야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지원 통해 지자체에서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표 5-2] 연관 산업 생산 유발효과(수도권외, 2013년)

구 분
생산 유발효과(억원) 취업유발효과(명)

지역내 지역간 전국 지역내 지역간 전국

대전 1,116 803 1,919 665 460 1,125

충북 1,187 736 1,924 502 417 919

충남 1,276 639 1,914 361 390 751

광주 1,190 688 1,878 436 411 847

전북 1,139 868 2,007 445 492 937

전남 1,246 865 2,111 536 573 1,109

대구 1,232 856 2,088 591 465 1,056

경북 1,247 608 1,855 268 390 658

부산 1,255 807 2,063 892 433 1,325

울산 1,160 903 2,063 278 544 822

경남 1,256 866 2,122 442 486 928

강원 1,195 940 2,135 784 548 1,332

제주 1,056 355 1411 302 228 531

<출처 : 한국은행, 지역산업 연관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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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

야 한다. 현행 지원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 일자리와 연계된 지원은 전체 지원 규모 대비 2%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이다(문문철, 2011). 이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 규모 자체가 전체 지원규모에 비해 낮은 편이며 입지, 설비

보조금 등 기업 투자 지원 역시 일자리와 연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유럽 선진국의 경우 투자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 정도

를 평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고 일정 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때

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역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에 직·간접적인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 보다 많

은 지원을 해주며 지방의 고용 창출과 연계한 평가 기준과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한다.

4. 성과평가 및 지자체의 권한 강화

2장의 해외 선진국 지원제도 운영 사례를 보았듯이 외국의 경우 지원을

받은 기업의 투자 실행 실적에 따라 분할 지원을 하거나 저조할 경우 회

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투자 이후 7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해야하는

조건만 이행하면 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당초

지원제도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지

원을 받은 기업의 성장, 애로 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 평가 부족은 효과적인 지원제도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와 기업의 사후 지원 관리

가 필요하다. 우선 투입되는 재정규모, 지자체 행정 노력 등에 대한 사전

노력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고

운영과정에 있어서 공평성, 투명성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지원제도

가 원하는 수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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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이 되어 향후 지원제도 개

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동시에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

방세 교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표 5-3] 투자유치 단계별 평가(안)

구 분 사 전 집 행 사후관리

주요기능 투자유치 마케팅 보조금 교부 결정 모니터링

활동내용

·타겟팅&프로모션

·정보 제공

·투자기업 방문/상담

·프로젝트 발굴

·투자 계획서 작성

·보조금 등 지원신청

·계획서 평가

·보조금 집행

·투자 실행 확인

·투자 성과 관리

·제도 개선

·기업 애로사항

평가내용
·투자목표및계획타당성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보조금 규모 적정성

·사업 진행 문제점

·계획 대비 진행사항

·당초 목적 실현평가

또한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제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제도 운영과 평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운영 주제별로

권한을 위임해야할 필요가 있다. 2장의 지원제도 운영 현황에서 살펴보

았듯이 지원제도 지원 결정은 지자체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 정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지자체는 기업 유치의 실질적인 주

체이나 지원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 투자 효과가 큰 우수한 기업보다는 실적 위주의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어 효과적인 기업 투자 유치 지원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는 투자 유치 지원제도 운영의 기본적인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제도

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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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유치 협력체제 및 거버넌스 구축

현 정부 들어 지방의 기업 투자유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만이 아닌 각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에도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투자 유치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이제는 세제지원, 보조금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

원도 요구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투자 유치 활동과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이전

기관, 연구소 및 대학 등을 포함하는 투자유치 거버넌스를 구성할 필요

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투자유치 거버넌스에서 우선 각 지자체의 특화산업과 유치 대상 기업

및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각 기관별로 효율적인 지원제도 운영과 협력사

항에 대해 논의하며 발굴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수

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지역 특화 산업 기업 설명회 등 공동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며 지역의 제한된 자원을 결집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이 거버넌스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투자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

장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투자유치 지원제도는 낙후 지역의 매력도를 보완하여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유치는

지원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원제도는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에 불과할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

경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 도로 등 물류유통, 정부의 산업정책 등 산업

인프라부터 문화, 교육, 보건 등 종업원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도 이루어

져야 한다. 결국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

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와 지역 격차 해소

등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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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지원제도의 효과에 대

한 실증 분석을 통해 지원제도가 기업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후

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유치한 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광주전남 지역의 기업 유치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보았듯이 지역의

산업별 특성으로 지원제도 효과가 상이하여 다양한 업종 또는 타지역의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반화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업종과 타 지역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제도 효

과를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지원제도 효과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기업이 지역

에 투자하는 자금 규모, 정규직 기준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규모를 활용

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정부 정책 수단의 직접적인 순수효과를 분석해봤

다는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유치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

만 지방세 증가, 관련 산업 육성, 연관 기업 유치 등 간접 효과도 분명히

존재함으로 기업 유치로 파생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변수를 추출 활용함

으로써 다른 변수들의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이 가진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지원제도 외에 기업의 투자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차후에

는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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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ion attraction support

system at the local level.
- The case of Gwangju-Jeonnam Innovation City -

Gyutaeg, Le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 problems of

over-capitalization in Seoul and regional imbalance are gradually

deepen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various support systems

are being operated for the relocation of metropolitan area companies

and the inducement of investment in the underdeveloped regions. In

particular, such government policies are becoming more widespread as

the overcrowding in Seoul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ccelerates the government

policies to create jobs through attracting enterprises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s the top pri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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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is end, Korea is carrying out corporate attraction activities by

utilizing tax incentives, subsidies, and financial support schemes. In

addition, the company is also developing industrial complexes and

improving settlement conditions. And the key to operating this

support system i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limited resources. It is

also linked to the principle of economic efficiency to get the

maximum effect by putting the same financial resource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ion

attration supports system carefully so that the policy tool can lead

to the desired outcome of local government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the investment inducement

support system for the companies that decided to invest in

Gwangju-Jeonnam Innovation Cit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vestment support

system on taxation support, subsidy support and enterprise support

program support. For this, we used the status of investment,

investment funds and job creation scale as dependent variables, and

perception of prior awareness,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support system as a independent variable.

First,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support system on the actual

investment. As a result, the positive effect of the recognition of the

overall effect was that the investment decision was meaningful. When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actual support systems, it suggests

that the support system does not directly affect the investment

decisions. In addition,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hypotheses about the effect of the support system on the investment

size of the firm. As a resul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most of the support systems and the local investment

amount of enterprises, and only the enterprise support system shows

meaningful results only at 90% confidence level. In the ca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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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employment size, only the prior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the subsidy support system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nd the support system was not affected. This

suggests that most of the support systems are actually operating

differently from what companies demand.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 support system operated in Korea is limited by the fact that it is

operated by the guidelin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s not

operated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nd the case study on investment

promotion support system of European advanced countries, we have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investment

promotion system of Korea and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support system of regional economy activation and job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ize of subsidy budget in order

to induce the expansion of enterprise investment by poor local

governments and to provide subsidies to companies in a timely

manner. Second, it is necessary to close down the size of the subsidy

system, which is the subsidy for buying real estate, which occupies

more than 75% of the subsidy . Third, there is a need to differentiate

the size of the regional support system by calculating the rank of the

underdeveloped region by combining the development level and the

industrial conditions in each region and the possibility of mid - to

long - term development. Fourth, as the primary purpose of the

investment inducement support system i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create jobs, it should provide preferential support to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or strategic industries and provide more

support for companies with a large effect of creating jobs. Fift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ontinuous evaluation in order to operate

efficient support system. Sixth, in order to operate the differentiated

support system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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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so that

the autonomous support system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can operate. Finally,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elevant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municipalities and

central government, and to establish effective governance.

The investment attraction support system is a device to supplement

the attractiveness of the underdeveloped region and to attract

investment. However, in the long run, the attraction of local

investment by enterprises is limited by the support system. The

support system is merely a complementary element to the poor

environment of the region, and ultimately it needs activitie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company invests.

Through these efforts,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of

over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regional gaps. And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upport

system on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corporate attraction support system in

the Gwangju-Jeonnam innovation city. As a result, only a small part

of the support syste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creating jobs. However, there is a ne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 support system on other regions as the

effect of the support system differs depending on the local conditions.

And,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other factors

affecting the investment effect of firms in addition to the variables

extracted in this paper.

keywords : local investment incentives, attracting enterprise investment,

regional economic vitalization, effect of policy,

Student Number : 2018-2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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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광주전남혁신도시 투자기업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광주전남혁신도시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 결과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1. 경영 환경

질문 1-1. 귀사가 속한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 산업동향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 보통 좋음 매우

좋음

1) 귀사가속한산업의현재동향은어떠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사가 속한 산업의 중장기(향후 2~3년)
동향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나. 국내외 경쟁 수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다

3) 귀사가 속한 산업은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사가 속한 산업은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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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향후 2-3년 동안 경영상 고려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하세요 ( ) - ( )

①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강화 ②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 강화

③ 국내 마케팅 및 판로개척 강화 ④ 해외시장 진출 확대

⑤ 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 강화 ⑥ 품질 및 원가경쟁력 강화

⑦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 단행 ⑧ 타분야로의 주력업종 전환

⑨ 기타 ( )

질문 1-3.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중요도 순으로 2개 선

택하세요 ( ) - ( )

① 자금조달 ② 인건비 부담 ③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④ 유능한 CEO 확보 ⑤ 내수시장의 개척 ⑥ 해외시장의 개척

⑦ 전략적 파트너 부재 ⑧ 정보수집 ⑨ 신제품 개발

⑩ 경영상 애로사항 없음 ⑪ 기타 ( )

2. 인력현황

질문 2-1. 2018년 귀사의 인력 고용여건은 2017년 대비 어떻습니까?

① 매우 악화되었다. ② 악화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호전되었다. ⑤ 매우 호전되었다.

질문 2-2. 귀사는 2019년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 2-3으로 가세요. ② 없다. ☞ 2-4로 가세요.

질문 2-3. 귀사의 채용계획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임원 ② 기획 및 관리직 ③ 마케팅 및 영업직 ④ 연구 및 기술직

⑤ 생산직 ⑥ 기타 ( )

질문 2-4. 과거 인력확보 시 가장 어려운 부문은 무엇입니까?

①해당전문분야인력적음 ②대기업선호 ③임금및근로조건열악

④ 지역적 환경 (지방기피)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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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현황

질문 3-1. 2018년 귀사의 자금상황은 2017년 대비 어떻습니까?

① 매우 악화되었다. ② 악화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호전되었다. ⑤ 매우 호전되었다.

질문 3-2. 자금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판매부진 ② 판매대금 회수지연 ③ 금융기관 대출곤란

④ 제조원가 상승 ⑤ 시설 및 투자 증가 ⑥ 기타 ( )

질문 3-3. 현재 귀사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계시는지 조달경로 중

의존도가 높은 수단순으로 2개 선택하세요 ( ) - ( )

① 자기자본 조달 ② 회사채 발행 ③ 금융기관 대출

④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캐피탈 자금 ⑤ 정부 및 지자체 자금 지원

⑥ 사채 ⑦ 기타 ( )

4. 마케팅현황

질문 4-1. 귀사의 주요 고객(시장)은 누구인지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

하세요 ( ) - ( )

① 국내 대기업 ② 해외대기업 ③ 국내중소기업 ④ 해외중소기업

⑤국내개인소비자 ⑥해외개인소비자 ⑦정부및공공기관 ⑧기타 ( )

질문 4-2. 귀사의 경쟁시장에서 성공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하세요 ( ) - ( )

① 낮은 원가 ② 높은 품질 ③ 빠른 제품 공급 ④ 빠른 신제품 출시

⑤ 디자인 ⑥ 사후서비스(A/S) ⑦ 기타 ( )

질문 4-3. 귀사가 해외시장 개척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하세요 ( ) - ( )

① 현지시장 정보 ② 마케팅채널 확보 ③ 해외시장 개척비용 마련

④ 전문인력 확보 ⑤ 해당국가의 규제 대응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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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 및 기술개발현황

질문 5-1. 귀사의 생산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계획(시장) 생산 ② 주문(하청) 생산 ③ 계획과 주문 생산

질문 5-2. 귀사의 생산제품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완제품 ② 반제품 ③ 원재료 및 소재 ④ 기타 ( )

질문 5-3. 귀사의 기술개발(R&D)은 다음 중 어느 방식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① 자체기술개발 ② 기술도입(라이센싱 등) ③ 국내기업과 공동개발

④ 해외기업과 공동개발 ⑤ 대학과 공동개발 ⑥ 연구기관과 공동개발

⑦ 기타 ( )

질문 5-4. 다음은 귀사 주요 생산품목의 기술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귀사의 주요 생산품목의 선도국가는 어디입니까?

① 미국 ② 유럽(독일) ③ 일본 ④ 중국 ⑤ 기타 ( )

2) 귀사의 주요 생산품목의 국내 선도기업은 어디입니까? 기업명을

적어 주세요. ( )

3~4) 귀사의 주요 생산품목의 선도기업 대비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현황 20% 40% 60% 80% 100%

3) 세계 선도국가 및 선도기업과 비교하여
귀사의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사의 주요 생산품목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인건비는 제외)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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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투자 현황 및 만족도

1. 투자 현황 및 계획

질문 1-1. 귀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투자 희망지역을 선택한 가장

핵심(결정)적인 요인은?

1) 투자(희망) 지역에 V 표시 하세요

혁신도시

클러스터

나주

혁신산단

나주

신도산단

광주

도첨산단

광주

진곡산단

광주

첨단산단

2) 상기 투자(희망) 지역 선택의 결정적 이유를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하세요 ( ) - ( )

① 에너지 공기업 집적 ② 지원제도 ③ 에너지 대기업 집적 예상

④ 낮은 투자비용 ⑤ 에너지 연구기관 집적 ⑥ 정주여건 우수

⑦ 지자체•이전기관 투자설득 ⑧ 판로확보의 용이성

⑨ 유관기업의 소개 및 추천 ◯10 기타 ( )

질문 1-2. 귀사의 2018년 말 기준 투자진행 현황과 이전 완료예정은?

①이전(투자) 완료 ② 부지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③ 사무실또는

공장 건립중(인테리어 공사) ④ 탐색 중 ⑤ 기타 ( )

■ 이전 목표 : 년 월

질문 1-3. 귀사의 2018년 말 기준 투입 자금과 인력채용의 대략적 규모는?

약 억원 약 명(이전 명, 신규채용 명)

질문 1-4. 귀사의 최종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체 조직 이전 ② 본사 이전 ③ 연구소 이전

④ 생산공장 이전 ⑤ 영업부서등 최소 조직 이전 ⑥ 기타 ( )

질문 1-5. 귀사의 최종 예산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자금 규모 약 억원 2) 조직규모 약 명

질문 1-6. 귀사가 희망하고 있는 기업공간 형태와 규모는?

1) 기업공간 형태 : ① 토지 ② 건물 (지식산업센터 등)

2) 기업 부지 면적 :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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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7. 귀사의 최종투자계획을 100%로 가정할 때 향후 2020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직접 기입해 주세요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투자계획 (%) ( )% ( )% ( )% ( )%

2. 투자지원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

질문 2-1. 귀사는 광주전남혁신도시 투자지원제도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구 분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른다
1) 보조금
2) 세제혜택
3) 정주여건 개선
4) 기업 지원프로그램

질문 2-2. 투자지원제도가 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은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문 2-3. 투자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여전히 투자를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하세요. ( ) - ( )

①경기침체로인한시장위축 ②자금조달곤란 ③판로확보어려움

④ 세제지원 등 기타 인센티브 부족 ⑤ 투자처(적정입지) 발굴 곤란

⑥ 인력수급 어려움 ⑦ 수익모델 부재 ⑧ 기타 ( )

질문 2-4. 각 지원제도별 만족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1) 지원제도 전반
1) 지자체 보조금
2) 정부 세제혜택
3) 정주여건
4) 산업단지공급
5) 기업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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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5. 투자지원제도 중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

하여 주세요.

1)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은(수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신청중 포함) ② 아니오 ③ 전혀모름

☞ 2-6번 문항으로 가세요

2) 지자체 보조금 지원 관련한 세부 만족도는?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

(1) 지원규모

(2) 신청절차

(3) 담당자 대응자세

3) 지자체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질문 2-6. 투자지원제도 중 지자체 세제지원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

하여 주세요.

1) 지자체 세제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신청 중 포함) ② 아니오 ③ 전혀 모름

2-7번 문항으로 가세요

2) 지자체 세제지원에 관한 세부 만족도는?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

(1) 지원규모

(2) 신청절차

(3) 담당자 대응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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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한 귀사의 의

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질문 2-7. 투자지원제도 중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

하여 주세요.

1) 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노력 전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

2)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한 세부 만족도는?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

(1) 주거환경

(2) 편의환경

(3) 교통환경

(4) 교육환경

(5) 보건의료환경

3)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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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8. 광주전남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질

문에 답하여 주세요.

<광주전남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위치도>

1) 산업단지 공급과 관련한 아래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

(1) 산업단지선택의다양성

(2) 공급 가격 수준

(3) 위치 및 접근성

2) 산업단지 공급과 관련하여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한 귀사의 의

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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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9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세요.

1) 기업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구분

인지여부

잘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

이다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인력
일자리 Dream 제도

기업개발원

자금
예탁형 이자지원제도

기술보증서 보증료 지원

판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우선구매

포털사이트 B2B 거래지원

동반

성장

수출촉진회, 전시회

수출시범사업

R&D
협력연구개발과제

스타트업 지원

2) 기업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인력
일자리 Dream 제도

기업개발원

자금
예탁형 이자지원제도

기술보증서 보증료 지원

판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우선구매

포털사이트활용B2B거래지원

동반
성장

수출촉진회, 전시회

수출시범사업

R&D
협력연구개발과제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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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만족도는?

구분
지원규모 신청절차 처리과정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인력

일자리 Dream 제도

기업개발원

자금

예탁형 이자지원제도

기술보증서 보증료 지원

판로

중소기업생산물품우선구매

포털사이트B2B거래지원

동반

성장

수출촉진회, 전시회

수출시범사업

R&D

협력연구개발과제

스타트업 지원

4)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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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투자환경의 만족도와 중요도

질문 3-1. 광주전남혁신도시라는 투자환경에 대한 현재 만족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향후 중요도는?

구 분

(현재) 만족도 (향후) 중요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
하지
않음

매우
중요
하지
않음

공정거래

금융/자금조달

노동/교육

환경/안전

공장 설립

물류

건설/건축

수출입지원

정주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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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업 지원을 위한 부분별 정책

질문 1. 기업의 금융정책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중점을 두고 추

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하세요.

( ) - ( )

① 신용대출 활성화 ② 신용보증 공급확대 ③ 정책자금 공급확대

④ 장기대출 확대 ⑤ 기존채무 만기연장 ⑥ 금리인하

⑦ 기타 ( )

질문 2. 기업의 내수/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중요도 순

으로 2개 선택하세요. ( ) - ( )

① 국내 공동물류시설 설치확대 ② 시장정보 제공(판로, 업계동 등)

③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④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지원확대

⑤ 전시장/판매장 등 인프라 확충 ⑥ 마케팅 전문인력양성 지원

⑦ 전문인력 중소기업 연계지원 확대 ⑧ 기타 ( )

질문 3.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

하세요. ( ) - ( )

① 기술개발 자금지원 ② 기술개발 세제지원 ③ 사업화지원

④ 기술인력 양성지원 ⑤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⑥ 기술도입/알선 지원

⑦ 산학연 공동개발 지원 ⑧ 가술혁신 인프라조성 ⑨ 기타 ( )

질문 4. 기업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중요도 순으로 2개 선택하세요. ( ) - ( )

① 인증비용 완화 ② 인증 유사제도 통합 ③ 우선 구매확대

④ 인증절차 간소화 ⑤ 인증 관련정보 제공 ⑥ 기타 ( )

질문 5. 그밖에 광주전남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사항

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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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 일반현황

1. 기 업 명

2. 대표자명 성별 1. 남 2. 여

3. 대표자 출생지

(시·도 까지)
연령

4. 대표전화 ( ) -

5. 본사 소재지

)

6. 회사조직

(V표시하세요)

1. 본사 - 공장 ( ) / 연구소 ( )

2. 지사 - 공장 ( ) / 연구소 ( )

3. 현지 영업조직 ( )

8. 해외지사
유무

1. 유 (지역 : )

2. 무

♠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본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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