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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정보

국제투자, 산업구조 고도화에 활용
요약
○ 우리나라는 2000년 말 현재 누계액 기준으로 129억 6,000만 달러의 투자수
지 흑자를 나타낼 정도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해외직
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함.
○ 우리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산업의 유치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되어
경쟁력이 개선되는 구조조정의 선순환 구조를 나타냄.
-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를 야기하기보다는 주요 수출산업의 국제경
쟁력을 개선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효과가 있음.
- 섬유 및 의복업종의 해외투자와 같이 사양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됨.
○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의 선순환효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함.
- 생명공학, 디지털산업 등 성장 초기에 있거나 급성장 중인 산업에 대
한 인센티브와 투자유치활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잔존 규제 및 투자절차의 완화, 조세 및 금융지
원의 강화, 정보지원체제의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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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는 활발하나 해외투자는 저조
○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첫해인 1998년에 신고 기준으로 65억 달
러를 기록한 이후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126억 달러와 141억 달러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금년 들어 11월까지 신고 기준으로 127억 달러의 투자가 유입되었는
데, 이는 처음 외국인 투자가 유입된 1962년부터 1991년까지 30년간
의 투자 합계액인 93억 달러보다도 큰 금액임.
○ 반면에, 해외투자는 1996년에 총투자 기준으로 42억 달러로 최고를 기
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으로 30억 달
러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2000년에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통신 분야에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건수 기준으로는 사상최고를 기록
하였음.

투자수지는 흑자를 기록
○ 우리나라는 2000년 말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이 424억 1,000만 달
러,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이 294억 5,000만 달러로 129억 6,000만 달러의
투자수지(외국인 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흑자를 나타냄.
- 80년대 이후 투자수지 적자의 해는 1990년과 1992~97년의 6년에 불
과하고 그 이외의 연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항
상 초과하였음.
- 제조업의 경우도 1992~97년 기간의 5년간 투자수지 적자를 기록하
였을 뿐 그 이외의 시기에는 흑자를 기록하여 2000년 말 현재 제조
업 투자수지 흑자 누계액이 97억 3,000만 달러에 달함.

구조조정의 선순환 구조 유지
○ 제조업 업종별 발전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산업의 태동 및 성장
에,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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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선순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외국인 직접투자가 산업의 태동에 기여하고 산업의 경쟁력이 확
보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되고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되어 경
쟁력이 더욱 개선되는 구조조정의 선순환을 나타내어 왔음.
- 80년대 초 기계장비, 전자통신장비, 수송기계업종 등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각각 제조업 직접투자의 7.6%, 18.4%, 6.1%를 차지할 정
도로 상당히 진행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전무한 상태였음.
- 반면, 90년대 후반에 이들 3개 업종은 각각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의 11.8%, 34.3%, 13.3%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외국인 직접투자
의 56.8%가 이들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을 주도하였음.
- 섬유 및 의복 그리고 화학업종의 경우에도 1980년까지 각각 제조업
외국인 투자의 11.6%와 41.0%가 집중되어 있어 그 당시 외국인 투
자가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섬유의복 및 가죽업종의 경우에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고 영업직 등 고부가가치 직
업을 국내에 유지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는 쇠퇴산업 혹은 생산의 해외이전을 통하여 산업구조
조정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과 자본의 유휴화, 그리고 축적된
경영 기술, 생산 기술 등의 사장을 방지하고 있음.

산업공동화 조짐 없어
○ 상관계수 분석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증
거를 발견하지 못함.
- 성장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해외
직접투자액을 상회하고 있고, 산업에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주
요 수출산업에서 해외투자가 활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해외투자가
산업공동화를 야기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로 평가됨.
○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해외직접투
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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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경우 세계시장에 판매비용을 분산하여(규모의 경제) 기업
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 연구개발, 광고, 판매촉진 및 유통망
에 더 많이 투자하여 경쟁력이 개선됨으로써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음.
- 우리 경제에서도 성장산업인 기계장비, 전자통신장비 그리고 기계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것은 이러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시사함.

국제투자 활성화 지속 필요
○ 투자의 구조조정 선순환효과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
해 성장 초기산업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사양산업에서는 해
외직접투자의 지원에, 성장산업에서는 양 투자 모두를 활성화시키는
투자 정책이 필요함.
- 생명공학, 디지털산업 등 성장 초기에 있거나 급성장 중인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투자유치활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잔존 규제 및 투자절차의 완화 혹은 철폐, 조
세 및 금융지원의 강화, 정보지원체제의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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