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
료

연구자료 08-03

08
I

03

FEZ Development Strategy for Improv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
Hyung gon Jung and Seong Kwon Nah

외
자
유
치
촉
진
을
위
한
경
제
자
유
구
역
제
도
개
선
과
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
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
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② 조세 ③ 경영환경 ④ 외국인정주환경 ⑤ 우수인력의
수급 ⑥ 기타 정치사회변수의 6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
경영관련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강화가 아니라 전략산업 등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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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곤 나승권

현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 세계의 경쟁은 더욱 심
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미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은 국가 전
체를 기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
국 및 아랍에미레이트 등 또한 국가 주도의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규제완
화와 투자유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상대적인 투자매력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선진개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
르․홍콩, 외자유치를 통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여건 비교를 시행
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
고자 하였다.
주요 외국인투자 결정요인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제성장률, 1
인당 GDP 수준, 시장규모, 노동생산성 요인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부규제 변수, 정치․사회 변수까지 최대한 폭넓게 고려하였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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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요인들을 ①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② 조세 ③ 경영환경 ④ 외국인
정주환경 ⑤ 우수인력의 수급 ⑥ 기타 정치사회변수의 6개 영역으로 구분
하여 국가별 경쟁력 비교를 수행하였다. 다만,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도모
하기 위해 IMD,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분석자료로 발표하
고 있는 각 지표에 대한 경쟁력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였으며,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해 서면 혹은 현지방문 면담, 자료조사, 관련법령 분석 등 다양
한 방법으로 각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각종 제도에 대한 조
사를 시행하였다.
전체적인 평가결과를 보면 시장성 요인에서는 홍콩․싱가포르․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보다 중국과 한국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성의 기준을 자국의 경제규모만으로 한정
하였기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낮게 평가되었으나, 주변․배
후지를 고려할 경우 이들 지역의 시장성 요인은 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시장성을 제외한 기타 요인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과 중국
(선전)은 홍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당부문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는 시장성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높은 경
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 선전(중국)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각
요인 중 뚜렷하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세, 경영환경, 정치․사회 변수의 순으로 경쟁력이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사회 변수의 경우는 무역자
유도 및 노동자유도, 정주여건 중에서는 보건 및 환경, 교육부문에서 상
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결과 및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각 분야별 개
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조세부문의 경우 단계적인 세율인하 및 조세감면확대 조치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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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무엇보다 효과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선도기업에 대해 우대지원
(Pioneer Status Award)이 가능한 탄력적인 조세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둘째, 경영환경 개선과제의 경우 궁극적인 해결에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우선 외자유치 지원제도를 외국인 맞춤형 시스
템으로 개혁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원기관의 자율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의료 등 주요 서비
스 부문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기단계에서는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
부 차원의 차별적인 인프라 조성 및 주택공급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규제완화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맞춤형 규제완화 및 최혜
국대우 도입 등 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방안을 검토․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장성 요인의 경우도 정부정책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
해 간접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경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 우리
의 시장성 요인의 경쟁력은 개선되기 어려우나,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국가적․기업적 차원의 논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수인력의 확보문제는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지는 않
으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성과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적
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각 주력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유치․양성하
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연구단지 주변의 일정지역을 지식기반산업 중심
의 교육단지로 지정하고 대학원 중심의 국외대학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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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정치․사회여건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부문 자유도 개선
문제이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정리
해고 요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노사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특수
조정절차의 수립을 도모하고, 외자기업의 노사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요인별 평가에서 도출된 요인은 아니나 현 경제자유구역의 안
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승인
절차의 간소화 ②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화 유도를 위한
자율권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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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1. 연구추진 배경
세계화와 개방화가 전 세계 경제질서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으로의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공장 설비구축과 고용창출, 기술이전 및 생산
성 향상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1) 또 이런 효과들이 실제 성공사
례들로 증명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은 보다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두바이, 아일랜드, 중국 등은 경제특구 중심의 국가 주도에 의
한 적극적인 개방경제정책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일구어내면서, 외자유치 확
대를 위한 벤치마킹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Borensztein, Greorio, and Lee(1995)는 선진국에서 69개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1970~1979년, 1980~1989
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특히 Okamoto, Y.(1999), Sinani, E and L. Meyer(2004) 등 다수의 연구에
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 개선 및 기술이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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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경제성장 초기 단계부터 산업의 보호와 정부주도에 의한 성
장을 추구하면서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등 개방을 통해 성장한 국가들과
는 달리 외국인투자 비중이 크지 않다.2)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현재까
지도 여러 형태의 규제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
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한국 정부 역시 세계화의 추세에 따르고 외
국인투자유치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들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
다.3) 특히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대표적인 성과로 들수 있는 것이 바로 경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정책 및 규제를 일시에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선진적 기업환
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지역
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진행되어왔다. 또한 최근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대, 외
자유치 촉진, 경제자유구역청간 경쟁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문제 등이 지
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
고 있다. 더불어 현 정부가 국정지표를 통해 핵심적인 경제 전략으로 제시하
고 있는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등의 과제 또한 경제자
유구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경제자유구역
은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활성화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은 추진과정에서 다

2) 2006년 기준으로 GDP 대비 FDI 스톡 규모가 8% 수준에 불과하다.
3) 2006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산업 매출의 13.4%, 고용의 8%, 수출의 12%를 차지하고 있
다. 지식경제부(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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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 초기개발단계라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이며, 그 원인으로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속도의 저하, 여전히 낮은 투자환
경 수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6개 지역으로의 확대지정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유치산업 중복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도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문제점에 대
해 보다 명확히 인식하는 한편, 도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문제점의 도출을 위해서는 먼저 현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및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
리나라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주요 여건을 홍콩, 싱가
포르, 두바이 등 경쟁국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벤
치마킹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비교평가 결과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각
분야별 우선추진과제 및 향후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타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정책적인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행 제도 중 부족한 요인들은 보완하고 경쟁력
있는 요인들은 그 비교우위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보다 실무적이고 미시
적인 방안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주요 개방경제권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각 분
야별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

15

제1장 머리말 │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한 주요 비교평가 대상으로는 대표적인 선진
개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홍콩․두바이, 외자유치를 통해 높은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선전 등을 선정하였다.
각 지역별 투자환경 요인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위해서 먼저 다양한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특히 FDI 결정요인으로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물을
근거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부규제 변수, 정치․사회 변수까지 포함하
여 가능한 최대한의 요인을 폭넓게 고려하고자 한다. 경제분야의 변수로는
Dunning(1981), Dunning and Narula(1996), 이종욱(2003; 2004) 등이 제
기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수준 등을 주요변수로 고려하였으
며, 그 밖에 시장규모, 노동생산성 요인들을 중요 요인으로 검토하였다. FDI
결정요인으로서의 규제변수, 정치․사회 변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세계은
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검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핵심요인인 조세제도 및 각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우수인력 확
보 가능성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교통․통신 등 인프라 수준, 외국인 거주
환경의 편의성 등을 주요요인으로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김태은(2007) 등이
제시한 바 있는 정부규제 수준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주요 특구 및 선진투자유
치국의 성과 및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여기서는 비교적 객관화된
분석을 위해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통지표를 통해 비교하는 한
편, 각 국가별 운영성과 등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각 변수간 경쟁력 비교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강
점․약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강점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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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성공사례 등을 근거로 보다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그 중요성 및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과제별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도 동시에 시행하고자 한다.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 연구사례는 크게 외국인직접투자 입지 결정요인을
평가한 연구와 주요 도시간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어떠한 요인들이 외국인직접투자 입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Dunning(1993)과
Sethi(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입지 우위에 기반을 둔 변수들 즉 시장크기,
시장증가율, 무역장벽, 임금, 생산성, 투명성 및 비용, 정치적 안정성, 물리적
거리, 그리고 유치국가의 무역 및 세금 규제 등이 투자입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김태은(2007)은 정부규제를 중심
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대상별 경
쟁력 분석을 시행한 연구 또한 다수 존재하며,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이창
재(2002), 삼성경제연구소(2003), 김원배․안형도(2007)를 들 수 있다. 이창
재(2002)의 연구는 싱가포르, 상해,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의 경제여건 및 성과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우리의 여건을 고려한 효
과적인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
(2003)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제특구 추진필요성을 제기하고 다양한 특구의
유형 및 성공을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네덜란드, 중국 푸
둥신구, 스웨덴, 싱가포르의 경제특구 성공전략 및 성과를 조사 분석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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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특구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원배․안
형도(2007)의 연구는 이른바 지역경쟁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쿄권, 오사카
권, 나고야권, 서울권, 부산권, 베이징권, 상하이권, 광저우권 등 동북아 주요
대도시권의 경쟁력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각 도시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연구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
도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즉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의 경제적․제도적․지정학적 기반여건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물류․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일부 제도적 연구 또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보다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
한 경영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전제하에서 큰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쟁력 비교 및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시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원제도 및
추진체계 등의 문제들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국(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중국 선전)의 주요
FDI 결정요인별 경쟁력 분석을 위해 국제기관에 의해 시행된 공통의 평가지
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각국의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FDI 유치
환경은 국가의 경제수준 등 정량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은 제도 및
정책 등 정성적인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요인에 대한 평가를 위한 최적의 방법은 각 대상지역을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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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나, 그 작업의 효과적
인 수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충분한 수의 대상이 확보되
지 않을 경우 평가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작업 대신 현재 IMD,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분
석자료로 발표하고 있는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 대한 경쟁력평가 결과를 근
거로 상대적인 경쟁력 수준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국제기구
의 평가지표 또한 어느 정도 주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평가방법의
적절성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비경제 변수라는 특성에 따른 문제이므로, 자
체설문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각종 제도를 비교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각국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각국의 외자유치 관련 운영시스템 등 실제운영성과에 대한 비
교를 통해 우리의 여건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면 혹은 현지방문 면담, 자료조사, 관련법령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실제적인 운영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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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성과평가

1. 우리나라의 FDI 유치 현황
한국의 연간 외자유치 규모는 1965년 약 2천만 달러에서 2007년 현재
105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아시아 지역 주요국들과 비교했
을 때 GDP 대비 FDI 유치실적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림 2-1]과 같이 각국의 GDP 대비 FDI 스톡 규모를 비교해 보면 홍콩과 싱
가포르가 기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2006년 기준으로 8% 수준에 불과하여 중국뿐 아니라 대만, 말레이
시아, 필리핀, 태국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각 국가별 FDI 유입실적 추이를 보아도 대부분 국가의 유치실적이
2002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증가추세4)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2004
년 이후부터 오히려 유치 실적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

4) OECD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FDI 유입 총액 또한 200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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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주요국 FDI 스톡의 GDP 대비 비중 ❚
(단위: %)

자료: UN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 2007

❚ 그림 2-2. 아시아 주요국의 FDI 유입실적 추이 ❚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FDI Statistics DB(http://stats.unctad.org/FDI/)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별 FDI 유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급격
히 증가한 중국을 제외하면, 산업화 초기부터 대체로 미국, 일본, 구주지역
(영국, 독일, 네덜란드)을 중심으로 한 선진경제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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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주요 FDI 유치 국가 ❚
1963-69년

1970-79년

1980-89년

1990-99년

2000-07년

1

미국

일본

일본

미국

중국

2

일본

미국

미국

네덜란드

미국

3

영국

홍콩

독일

일본

일본

4

네덜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말레이시아

독일

5

홍콩

독일

홍콩

독일

홍콩

6

독일

영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7

대만

스위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8

캐나다

프랑스

프랑스

영국

영국

9

프랑스

벨기에

싱가포르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10

스위스

호주

스웨덴

홍콩

프랑스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 DB(www.mke.go.kr)

또한 산업별 FDI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의 FDI 유치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서
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2-3. 한국 FDI 산업별 유치액 추이 ❚
(단위: %)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 DB(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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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제조업의 산업별 FDI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의 경우 전
기전자 부문의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화공, 운송용 기계, 기계․
장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산업별 FDI 유치 비중 변화를 보면 기계․
장비, 전기․전자, 운송용 기계부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학공업, 섬
유․직물․의류 산업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 표 2-2.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별 FDI 유치 비중 ❚
(단위: %)
1962~69년

1970~79년

1980~89년

1990~99년

2000~07년

식품

0.69

3.36

6.81

11.78

4.36

섬유 직물 의류

9.61

18.39

2.11

1.12

2.10

제지 목재

0.13

0.44

1.56

10.14

1.21

화공

40.05

31.74

23.30

19.06

16.81

의약

2.10

0.43

4.74

2.03

1.48

비금속광물

8.80

5.39

2.44

4.69

4.77

금속

3.05

6.49

2.90

4.65

5.40

기계 장비

5.34

5.61

4.72

7.51

10.95

전기 전자

23.87

19.80

32.87

29.53

36.65

운송용기계

3.32

4.47

15.86

8.09

14.54

기타 제조

3.04

3.89

2.67

1.41

1.72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 DB(www.mke.go.kr)

서비스업의 산업별 FDI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의 경우 금융부문의 비
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유통), 문화․오락의 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각 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 비중은 변동이 심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보험 분야와 문화․오락 분야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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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별 FDI 유치 비중 ❚
(단위: %)
1962~69년

1970~79년

1980~89년 1990~99년 2000~07년

도 소매(유통)

17.95

12.91

22.03

46.21

17.47

음식 숙박

14.01

45.48

48.58

11.37

7.18

운수 창고(물류)

12.33

10.90

1.17

2.61

5.07

통신

0.00

0.00

0.00

2.32

3.17

금융 보험

11.05

23.05

17.34

24.93

35.32

부동산 임대

0.00

0.49

6.19

1.87

9.26

비즈니스서비스업

40.21

4.96

3.41

5.95

9.17

문화 오락

0.00

0.28

0.50

3.57

12.32

공공 기타서비스

4.45

1.94

0.78

1.16

1.03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 DB(www.mke.go.kr)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경제자유구역은 참여정부 출범(2003)과 함께 3개 지역이 지정되어 5년간
개발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송도를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2009~2010년 정도에 이르면 주요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부산․진해, 광양만
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아직은 개발전략 수립 등 사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투자유치 실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비교적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경우 실제 외국
인 투자유치 또한 개발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사업투자액 중
외자비중 또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8년 3월까지 확정5)된 경

5) 2008년 3월 이후의 경우 외국인투자 예정액은 별도 추계되지 않아서, 2008년 3월까지의 누적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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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유구역 내 사업투자 예정액 475.8억 달러 중 외국인투자 예정액은 92.7
억 달러로 전체 투자예정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까지 신고
된 경제자유구역 내 FDI 유치액은 16.2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2007
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FDI 규모의 약 3%에 불과한 수치이다.6) 물론 단계적인 상황을 고려
했을 때 기초 인프라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09~2010년에 이
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투자유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성과에 대한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 단계에서
부터 기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그림 2-4. 경제자유구역의 연도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
(억 달러)

(%)

자료: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 DB(www.mke.go.kr)

6)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0.6%, 2004년 1%, 2005년 5.2%, 2006년
2.0%, 2007년 3.9%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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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3개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외자유치 실적 ❚
구 분

인천

부산
진해

광양

기

업

업

종

금 액
(억 달러)

계약일

Gale(미)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127

’02. 3

AMEC(영)

인천대교 건설

15.9

’03. 6

Portman Holdings(미)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

170

’07. 8

Oaktree(미)-Posco

청라 국제업무지구 개발

12

’07. 11

르노삼성(프)

자동차엔진공장 증설

6

’05. 3

DPW(아랍에미레이트),
PSA(싱)

부산항 신항 건설

20

’05. 2

Bouygues(프)+

신항 터미널 조성

5.1

’07. 7

Snow-box(영)

실내스키장 등 개발

2

’05. 5

메이야율촌(몰타)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3.6

’98. 7

Onmost, Glitter(홍)

화양 레저단지 개발

15

’04. 3

Mitsui(일)

CTS 터미널 운영

2.5

’03. 1

소시에테 미디에르

니켈제련소

3.5

’06. 5

주: 각 경제자유구역별 투자유치사업 중 규모가 큰 4가지 주요사업의 세부 내역만 정리함.
자료: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2008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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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비교
평가

1.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다수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국가의 소득수준, 성장률, 시장의 크기 등 경제
적 변수들을 FDI 유치액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
다. 이 중에서 UNCTAD(2002)의 경우는 FDI 유치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을
국가정책적 요인․경제변수․비즈니스여건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주
요 경제변수로 시장지향형(Market-seeking) FDI는 시장규모․1인당 소득․성
장률․글로벌시장 접근성․소비자 성향을, 자원지향형(Resource/asset-seeking)
FDI는 천연자원 부존량․노동인력조달․물적 인프라 수준을, 생산효율지향
(Efficiency-seeking) FDI는 각종 원자재 및 투입비용 수준․지역통합협정의
가입국 여부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경제성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규모,
1인당 소득, 성장률, 노동생산성 등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별 경쟁력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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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각 국가별 시장 규모 및 성장잠재력 요인을 비교해
보면, 먼저 시장규모 및 성장률 면에서는 중국이 월등히 유리한 요건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시장규모(인구)는 중국에 비해, 1인당
GDP 수준은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에게 뒤져 있다. 한편 선전시는
중국내 도시 중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7) 두바이의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1인당 GDP와 비슷하나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표 3-1. 국가별 주요 경제성 변수 ❚
1인당 GDP

인구(백만 명)

10년간 평균 성장률

중국

2,453.5

1,321.29

9.52 %

선전(중국)

10,628.0

8.61

14.70 %

홍콩

29,846.9

6.93

3.88 %

싱가포르

35,163.0

4.59

5.34 %

아랍에미레이트

35,117.0

5.20

9.30 %

두바이(아랍에미레이트)

35,413.2

1.13

13.24 %

한국

20,015.2

48.46

4.40 %

주: 아랍에미레이트의 성장률은 2003~2007년간의 평균
두바이 성장률은 1996~2006년간의 평균이며, 두바이 인구 및 1인당 GDP는 2005년 기준
선전시의 성장률은 2007년 기준임.(10년간 평균 약 48.59%)
자료: Main Economic Indicators, April 2008(OECD)
CEIC Database(2008)
Statistics Center of Dubai(http://www.statisticsdubai.ae/)
UN Demographic Database

7) 2007년 현재 상하이의 1인당 GDP는 약 8,788달러, 베이징은 약 7,709달러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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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주요국의 10년간 성장률 추이 ❚
(단위: %)

자료: Main Economic Indicators, April 2008(OECD)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Data. 2003~2008

노동생산성의 경우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및 홍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의 경우는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중국 전체의 생산성 수
준을 선전지역의 노동생산성 수준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가정일 것이다. IMD 보고서에 아랍에미레이트는 평가대상으로 포함되어 있
지 않으나 2005년 두바이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경쟁력을 평가한
사례8)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두바이의 노동생산성은
14.45달러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8) IMD(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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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주요국별 노동생산성 추이 ❚
(단위: US달러/노동자 1인*1시간)

주 : *노동생산성=GDP(PPP) per person employed per hour, US$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Updated: May 2008)

2. 조세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은 투자유치에서 주요 변수로 고려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Taylor(1993), UNCTAD(1996)의 경
우는 빠른 절차, 토지보조, 보조금, 세금감면, 관대한 투자 승인과 같은 인센
티브의 제공이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
고, Helleiner(1973), Wells(1986)는 수출지향적(export-oriented) 투자자들
이 제조업 입지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 투자자
들에 비해 세금감면을 중시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9) 반면, Root and
Ahmed(1978), Lim(1983) 등은 세금감면이 실제 투자 결정에 있어 유의미
한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사례로 전태영(2006)은 주요 외국인투자 기업을 대상으

9) Rolfe et al(1993) 3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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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의 수혜 여부와 세무조사 여부가 외국인투자 규모의 결정에 유의한 변수임
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
를 고안하고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대상 기업의 공정한 선정과
세련된 세무조사방법의 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조세 법령의 관
리방식이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세율뿐만 아니
라 관련법령의 일관성과 단순성,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결
론을 도출하였다.
정책변수로서 국가별 세율은 세계은행에서 발표되는 국가별 이익대비 총
세율(%)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3-3]과 같이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7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세율은 비교
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 홍콩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비교대상지역 중 가장 낮은 세
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윤세는 0%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3. 주요국별 세율 현황 ❚
(단위: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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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인 세율
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이윤세의 경우는 다소 편차가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 등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단순히 세율 수준만으로 조세인센티브의 효
과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하의 각 절에서는 지역별 조세정책 방
향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홍콩
홍콩은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제도 또한 매우 간단
하다. 홍콩의 세금은 단순히 이윤세, 근로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세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es), 원천징수세제
(withholding taxes), 소비과세(sales taxes), 부가가치세(VAT), 자산보유과
세(net worth taxes) 등과 같은 기타 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주식과 증권 등 재산권 판매에 대한 부담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기업 및 개인의 직접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
이라고 밝히고 있다.10)
이윤세율의 경우, 법인은 16.5% 비법인 기업은 16%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100,000홍콩달러(12,850 US달러)의 초과분에 대해서 최소 2%에서 최대
17%까지 차등 적용되며, 표준 세율은 15%이다. 홍콩세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기타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별도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만을 통해 투자를 유
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및 상하이와의 경쟁에서 아시아

10) Inland Revenue Department(http://www.ird.gov.hk/eng/tax/budget.ht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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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금융센터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콩정부는 2007년 근
로소득세 및 이윤세 세율을 모두 1%씩 인하한 바 있다.11)

나.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조세제도를 적
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굳이 공동사업체(joint Venture)로 참여
하거나 국내 이익단체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형태로 진출할 필요가 없으
며, 기타 기본적인 법령 또한 국내 기업들과 무차별하게 적용받게 된다.12)
최근 싱가포르는 홍콩(17.5% 법인세)과 경쟁하기 위하여 2008년 세법개
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20%에서 18%로 낮추었으며, 기업들이 부분 세액공
제를 적용받게 되는 소득한도 또한 십만 싱가포르달러에서 삼십만 싱가포르
달러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는 실제적으로 과세대상소득에
최초 1만 싱가포르달러까지는 4.5%, 1만~3만 싱가포르달러는 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3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시에만 표준세율인 18%를 적용받게 된
다. 단 법인세 감소에 따른 세수입 감소를 충당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
터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의 세율을 2% 인상하였다.13)
한편 싱가포르는 특정지역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따로 적용하고 있
지 않으나, R&D 허브 및 금융허브 육성과 지역운영본부의 유치를 위한 다
양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 조세특례규정은 주로 경제확장인센
티브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과 소득세법(Income Tax Act)
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먼저 R&D 허브 구축의 지원을 위해 외국에서 얻은
사용료 또는 이자소득을 수령연도부터 5번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

11) 홍범교․기은선(2007)
12) Economic Development Board(http://www.edb.gov.sg)
13)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http://www.iras.gov.sg/irashome/default.aspx), 홍범교․기은선(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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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사용할 경우 당해 사용료 또는 이자소득에 대해 5년간 세금을 면제
해 주고 있으며, 금융허브 구축의 지원이라는 목적에 따라 금융기관이 얻은
일정한 역외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또는 세율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운영총괄본부14)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세율감면, 배당소
득에 대한 세금면제 등과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간 거래에 따른 경영수수료 및 기타 지역본부 관련 소득, 대
출금의 이자소득,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5~10년 동안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싱가포르 지역본부에 분배되는 배당
등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 밖에 선도적 기업
(Pioneer Company)15)의 경우 생산일로부터 5~10년 동안 소득세가 면제되
며, 처음 선도적 기업 지위를 획득했을 때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추
가적으로 10년까지 면제지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특히 선진기술이나 회수기
간이 긴 항목에 투자하는 경우,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감면이
가능하다.16)

다. 선전
중국은 1979년 개방정책 이후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인 조세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7년 3월 전국인민대회에서 내․외자기
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채택하였다. 세법개정 이전
에도 내․외자기업에 관계없이 33%의 명목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외자기업은 평균 15%, 내자기업은 평

14) 다른 나라에 있는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15) 아직 싱가포르에서 제조되지 않는 항목이나, 전문적인 사업, 신제품․첨단기술제품 제조업 등에 투자하는 경
우, EDB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도적 기업 인정 여부를 결정함.
16) 홍범교․기은선(2007),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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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5%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개정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
대정책이 폐지․축소됨에 따라 외자기업의 평균세율이 15~25%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2006년 3월 16일 이전에 설립된 외자기업은 이전의 법률
에 따라 감면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선전과 같은 경제특구나
기술산업 개발 지역의 경우, 1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3%의 지방소득세를
면제하게 된다. 또한 10년 이상 운영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하여 이익을 내는
첫 2년 동안은 소득세를 면제해주며 셋째 해에는 50%를 절감해 준다. 승인
받은 수출중심 기업(Certified export-oriented enterprises)의 경우, 소득세
면제 및 절감 만료 시,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면 소득세를 10%
절감해 준다. 그 밖에 외자기업에 적용되던 기간감면규정, 세전공제 항목의
차별화, 가속상각의 허용 등의 규정 또한 폐지 혹은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적
용받도록 변경되었다.17)
반면 세법개정으로 특정지역 위주의 우대정책은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
환되었다. 따라서 첨단기술기업18)은 지역에 관계없이 15%의 특혜세율을 적
용받게 되며, 사회기반시설 및 농업․임업․수리업․어업 등과 같은 주요 산
업에 관한 세수우대 혜택은 내수기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라. 두바이
두바이는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Jebel Ali Free Zone) 등 정부 차원에
서 육성되고 있는 각종 자유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각 자유지

17) 홍범교․기은선(2007), pp. 23~24.
18)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은 ① 핵심적이고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해야 함 ② 상품 또는 서비스가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 영역”에 해당되어야 함. ③ 연구개발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 비율
이상 되어야 함 ④ 기업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상품 또는 서비스 수입 비율이 규정비율 이상이 되
어야 함 ⑤ 과학기술인력이 기업의 직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 비율 이상 되어야 함. ⑥ “첨단기술
기업 인정관리방법”에서 정한 기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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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는 최고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외국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특
례 등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85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
에 대한 100% 외국 소유권이 가능하며,19) 50년 동안 무법인세를 보장한다.
또한 자본 및 이익 본국 송환의 제한이 없으며 외화 통용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역장벽, 외환의 단속, 그리고 원천징수세제(withholding
taxes) 또한 없다. 수입 관세의 경우에도, 자유무역지대로 들어오는 수입품들
은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20)
그밖에 1996년 지정된 두바이공항 자유무역지대(Dubai Airport Free
Zone)를 비롯하여, 인터넷 시티, 미디어 시티, 국제금융센터 등 이후 설립된
주요 자유구역에서도 설립목적에 따라 각 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무법인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3%, 1억 원 이상은
25%로, 홍콩․싱가포르에 비해 아직은 높은 편이나 단계적으로 20%까지 인
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그 격차는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만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3년간 100%, 2
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세금부담이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 또한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감
면기간이 개별지정 외국인투자지역(7년)보다 짧아 효과적인 외국인투자유치가

19) 비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49%까지만 인정함.
20) Government of Duba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2007),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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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5년간 100%, 2년간 50%로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싱가포르와 같이 선도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조
세감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기업유치 경
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기타 국가들의 경
우 단순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례보다는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되는 성
격이 강한 데 비하여 아직 우리나라는 지역별 우대정책에 보다 집중되어 있
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역차
별의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3. 경영환경
가. 비즈니스 여건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평가는 World Bank,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등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World Bank에서는 매년 전 세계 178개국의 비즈니스 여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요인은 사업의 개시(Starting a Business)21), 인
허가 제도(Dealing with Licenses)22), 고용(Employing Workers)23), 재산
의 등록(Registering Property)24), 신용지표(Getting Credit)25),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세금납부(Paying Taxes), 국가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26), 계약의 이행(Enforcing Contracts)27), 사업의 종료

21) 신규비즈니스를 위한 최소자본금, 소요비용, 절차 및 시간 등을 비교.
22) 각종 인증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간, 절차 빛 비용 등을 비교.
23) 종업원 고용의 용이성, 근무시간, 해고 비용 및 절차 등을 비교.
24)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하여 각종 자산관련 등록에 필요한 소요시간, 비용 및 절차 등을 비교.
25) 각종 신용과 관련된 지표로 신용정보 취득의 용이성 및 신용공여도 등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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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a Business)28) 등으로 구분된다. 2008년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환경구축 수준의 측면에서 178개국
중 30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싱가포르(1위), 홍콩(4위)뿐만 아니라 태국(15
위), 말레이시아(24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 보면 특히
사업의 개시, 노동자 고용, 세금 부과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표 3-2.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 평가 ❚

비즈니스 환경 종합
사업의 개시
인허가 제도
고용
재산의 등록
신용지표
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국가 간 무역
계약의 이행
사업의 종료

싱가포르

홍콩

한국

중국

1
9
5
1
13
7
2
2
1
4
2

4
13
60
23
58
2
3
3
3
1
15

30
110
22
131
68
36
64
106
13
10
11

83
135
175
86
29
84
83
168
42
20
57

아랍
에미레이트
68
158
38
65
8
115
107
4
24
144
139

자료: Doing Business 2008 report(2008), World Bank

이하에서는 이렇게 주요국별로 경영환경이 높게 혹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근거로서 각국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구축 노력 및 성과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홍콩
홍콩의 성공요인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요인은 철저한 개방성과 규제

26) 교역관련 서류, 비용 및 시간 등을 비교.
27) 비즈니스 관련 분쟁 발생 시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 시간, 절차 등을 비교.
28) 파산 또는 비즈니스 중단 시 비용 및 시간 등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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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소화이다. 홍콩은 인구 700만의 소규모 경제로서, 국가 간 경쟁에서 살
아남기 위해서는 자본 또는 기업의 국적을 가리거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할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홍콩정부는 1972년 12월 외
환 및 자본거래를 완전히 자유화하는 등 개방과 무규제의 정책노선을 지속
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홍콩은 정부의 규제와 기업에 대한 정보 요
구 조건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업의 자본화 조건 또한 최소한으로
만 요구하는 등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국내외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등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
하고 있다.29) 이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 조사에서 14년간 연속
으로 1위를 차지한 데서도 잘 나타나있다.
또한 홍콩은 지적 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허권, 저작권, 등록 상표, 등록 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홍콩투자자협회(HKII: Hong Kong Institute of
Investors)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콩의 금
융시장과 정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알리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30) 이렇게 안정된 지적재산권 법제도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
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World Bank,31) PricewaterhouseCoopers32) 등의 기관에 의
해 수년 동안 꾸준히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큰 경쟁력을 갖추고 외국인들이

29) Invest Hong Kong
30) Hong Kong Institute of Investors(http://www.hkii.org)
31) World Bank(2007)
32) PricewaterhouseCoopers(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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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나라로 선정되어 왔다. 특히 발달된 인프
라, 정치적 안정성, 개방적인 비즈니스 정책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비
즈니스 허브국가로서 인식되고 있다.33)
또한 싱가포르 경영여건의 강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요인은 기업들이 필
요로 하는 우수인력의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2007년 Business
Environment Risk Intelligence(BERI)가 발표한 노동력 평가결과(Labor
Force Evaluation Measure)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인력 수준과 노동생산성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싱가포르 인력의 가장 큰 장점으로 영어
와 IT에 굉장히 능숙하다는 점을 꼽았다.
노사관계의 경우 싱가포르는 정부, 고용주, 노동자로 이루어진 국가적인
차원의 3자 협의체제(Tripartite System)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특히 싱가
포르 정부의 노동부(MOM: Ministry of Manpower) 산하의 노사 관계부는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대립이 있을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하
고 있다. 또한, 노동부 산하의 노사관계 및 사업장 관리국(Labor Relations
and Workplaces Division)은 싱가포르의 고용관계법(Employment Act)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법 및 제도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고
소한 사건들을 조사 및 평가해 주고 있다.34) 노동자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
이 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위해 노동법원(Labor Court)으로 갈 수 있다. 또
한,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업중재법
원(Industrial Arbitration Court)으로 가서 중재 재판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고용주와 노동자들 간의 원만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Federation of Trade Unions, Employer Trade Unions, Employee Trade
Unions 등의 다양한 노동조합(Trade union)들이 조직되어 있다. 노동자와

33) http://www.contactsingapore.sg/
34)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about_us/divisions_and_statutory/labour_relations_depart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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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또는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대립이 있을 경우,

노동부의

‘e-Appointment System’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이 고용법
에 따라 승인될 경우,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시스템 내의
‘Inquiry Session’을 통해 양측 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법원이나 기업중재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기각되고 한 달 이내로 노동부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35)
3) 선전
선전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산업이 가장 밀집된 장소 중 한 곳으로 중국
의 남부 국경, 주강 삼각주(Pearl River Delta)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홍콩
과 인접해 있고 남중국해 통행의 중심지 홍콩과 인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선전은 무엇보다 중국의 첫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으로 28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한 개혁․개방과정을 거치면서 안정
된 시장경제를 구축하여온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선전 지역의 차별화된 서비스 중의 하나로 선전 지
방 자치제에서 외국투자와 관련된 부서에서 큰 규모의 외국투자기업들에게 사
업신청서, 사업자문 및 안내, 그리고 불만사항 접수(Complaint acceptance)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선전 개발구역인 선전 고
신기술구(Shenzhen

High-Tech

Industrial

Park),

선전 광역산업단지

(Shenzhen Grand Industrial Zone), 선전 물류단지(Shenzhen Logistics
Park), 선전자유무역지대(Shenzhen Free Trade Zone)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36)

35) Ministry of Manpower (http://www.mom.gov.sg/publish/momportal/en/legislation/Labour_Relations.html).
36) Invest Shenzhen (http://www.szinvest.gov.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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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노동자와 고용주,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분쟁
이 있을 경우, 기업 측면에서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인 제
도를 펼치고 있다. 중국의 법률에는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의 절차를 가이드
하는 기업 내 노사분쟁 조정법(Handling of Labor Disputes in Enterprises)
과 개인분쟁조정을 위한 임시법령(Provisional Regulations on Handling of
Personnel Disputes)이 있고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한 화해를 장려하고 있다.37)
4) 두바이
두바이는 체계화된 인프라와 낮은 경영비용 조건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
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서명자인 아랍에미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제와 자유무역을 수행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및 상표법(Trade
Marks Law), 사기방지법(Fraud and Swindling Law), 상업 에이젠시법
(Commercial Agencies Law) 등 다양한 법들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자유
구역의 “One Stop Shop”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들에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보조 시설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벨 알리 자유구역청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두바이 미디어 시티(Dubai Media City)
와 같은 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인프라 및 전략 제도 측면에
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기업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38)
노사관계에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37) Regulation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s in Enterprises in the PRC
(http://www.lehmanlaw.com/resource-centre/laws-and-regulations/labor/regulations-governing-th
e-settlement-of-labor-disputes-in-enterprises-in-the-peoples-republic-of-china-1993.html)
38) Government of Duba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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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Organization)의 모델을 기반으로 노동법을 제정하였으며, 노동사회부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가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분쟁을 원
만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합의가 어
려울 경우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먼저 고
용주 또는 노동자가 정부 조정방안을 거절하고 항소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
고, 만약 분쟁의 사건이 인식된 후 10일 이내에 관련 노동부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에 넘길 수 있으며 이 위원회는
노동사회부(Minister of Labor and Social Affairs)에서 총괄한다. 위원회는
2주 이내에 대다수의 의견(majority vote)으로 분쟁의 해결을 보아야 하고
노동자와 고용주는 이러한 협상에 문서로 승낙을 한다. 만약 승낙을 안 할
경우 30일 이내로 최고중재위원회(Supreme Arbitration)에 위원회의 결정을
항소해야 하며 이렇지 못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39)
5) 한국(경제자유구역)
우리나라의 경영환경 여건에 대해서는 Invest Korea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경영환경에 대한 설문을 참고해 볼 수 있다. 2006
년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인
R&D 인프라, 세무 및 노무여건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
다. 즉 한국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부문을 벗어나서는 아직도 높은 세율을 유
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또한 여전히 한국 내 경영환경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물류여건 및 입지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비교
적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

39) Ministry of Labor (http://www.mol.gov.ae/index.php?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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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국내 경영환경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가 ❚

자료: Invest Korea(2006),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경영환경 특히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금지원,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타지역
과 차별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자금지원방안으로는 외국기업
이 사용하는 부지조성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주택․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발사
업 시행자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의 일괄처리(36개 법률), 수도권규제완화 등
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를 위한 방안으로 의무고용제(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및 월차유급휴가
적용을 배제하고, 무급휴일 및 무급생리휴가, 파견근로 대상 업종 및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40)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여건에 대한 국내외적인 평가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0)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www.fe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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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기술 인프라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투자 유치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이 외국인직접투자
를 유인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들
어서는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기초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 고도화에
따라 정보통신망과 같은 기술집약적 사회간접자본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대
두되고 있다.41) 특히 정보기술 관련 인프라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기술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
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 표 3-3. 주요국 정보기술 인프라 수준 평가 ❚
싱가포르

홍콩

한국

중국

아랍
에미레이트

Rank

23

-

6

65

32

E-Readiness Index

0.7009

-

0.8317

0.5017

0.6301

Web Measure Index

0.6120

-

0.8227

0.5084

0.7157

Human Capital Index

0.9080

-

0.9841

0.8366

0.3813

Infrastructure Index

0.5853

-

0.6886

0.1600

0.7908

E-Participation Index

0.6364

-

0.9773

0.4773

0.6301

자료: Global E-Government Survey 2008, United Nations

각국의 정보기술 인프라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기준으로는 IMD의 국
가경쟁력 평가 및 UN에서 실시하는 정보화수준에 대한 평가사례 등을 참고
할 수 있다. 이 중 UN이 발표하는 “E-Government Readiness Index”는 크
게 웹수준 지수, 전기통신인프라 지수, 인적자원 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41) Reuber et al.(1973), Wheeler & Mody(1992) Sethi et al.(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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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웹수준 지수와 전기통신인프라 지수 등을 정보기술 인프라 비교평가의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인
프라 수준은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정보화
지수는 192개국 중 6위권이며, 특히 정보화참여 지수는 미국 다음으로 2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

4. 외국인 정주환경
외국인 정주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은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출입국, 통신,
생활문화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가요인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정주환경에 대해서만 별도
로 국가별․도시별 경쟁력 비교를 수행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MD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평가 중에서 인프라 부
문의 평가요인인 기초 인프라, 테크놀로지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 및 환
경 인프라, 교육 인프라 중 기초 인프라, 보건 및 환경 인프라, 교육 인프라
평가 결과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 표 3-4. 주요국 인프라 정주환경 관련 인프라 수준 평가(IMD) ❚
(단위: 순위)

중국
홍콩
한국
싱가포르
두바이

평균 순위

기초 인프라

보건 및 환경
인프라

44
18
32
11
30

25
4
24
2
16

51
25
33
16
30

교육 인프라
56
26
34
14
43

주 : 두바이의 경쟁력에 대한 IMD의 평가가 2005년에 단 한 번 시행된 바 있으므로, 동일한 시
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2005년을 기준으로 각 국가별로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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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를 보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한국, 중국 순으로 관련 인프라
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서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
여 선전의 경우 중국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이를 선전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홍콩
1) 교육
아시아에서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힌 홍콩은 가장 많은
정부예산을 교육에 투자할 만큼 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예산의
약 1/5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을 못
받는 실태를 막기 위하여 충분한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홍콩
정부는 6세에서 15세 사이의 학생들에게 9년 동안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42)
홍콩정부가 일찍부터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43)해온 결과 현재
90여개의 영어 유치원을 비롯하여 56개의 초․중․고등교육용 국제학교44)가
개설되어 있으며, 세계 100대 대학에 랭크된 3개 대학45)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교육환경은 우수인력의 자체양성은 물론 글로벌 투자기업의
홍콩진출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46) 단, 홍콩에는 대학입시에서 유학생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제도는 없어 현지 학생과 같은 조건하에 입학시험

42) Hong Kong in Brief 2006(http://www.info.gov.hk/info/hkbrief/eng/living.htm)
43) 홍콩정부는 1967년부터 ESF(English School Foundation)를 설립하여 영어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국제학
교 신설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등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함.
44) Chinese International School, Hong Kong Japanese School,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등.
45) THE TIMES 선정 2007년 세계 대학랭킹: 홍콩대 18위, 홍콩 중문대 38위, 홍콩 과기대 53위
46) 한국은행 홍콩사무소(2008),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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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러야만 한다.47)
홍콩 내 50개 이상의 국제학교에서는 9개 이상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
으며 어린이들이 본국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국제학교에는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스위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및 미국 어린이들
을 위한 교육제도와 국제학위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홍콩국제학교 졸업생들이
세계 유명대학에 입학하고 있다.48)
2) 주거환경
홍콩은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중의 하나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변동 또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주권자
가 아닐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더욱 어렵다. 장기간 홍콩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제한이 심하기 때문
이다. 그 밖에 높은 교통비와 소비성 내구재 가격 또한 생활비 상승의 원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49)
다만 홍콩에서의 주택 임대는 런던 및 뉴욕과 같은 주요 국제도시의 경우
와 같이 비교적 선택의 폭이 넓으며, 시내 중심의 고급 고층 아파트에서 시
외곽 신계지의 독채 빌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임대 기간은 보통 2년이
며,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50)

3) 교통
홍콩은 지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택시, 페리선, 철도, 버스, 전차 등 다양한

47) Education Bureau(http://www.edb.gov.hk/index.aspx?nodeID=2&langno=1)
48) Invest Hong Kong(http://www.investhk.gov.hk/)
49) Expats Guide: Just Landed HK(http://www.justlanded.com/english/Hong-Kong/Topics/Housing-Rentals)
50) Invest Hong Kong(http://www.investhk.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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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 운용되고 있으며, MTR 등을 이용하면 도시 어느 곳이나 2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하다.51)
특히 1998년 7월에 개항한 홍콩 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운영
되고 있는 최고의 공항 중 하나이며, 연간 3,600만 명의 승객과 3백만 톤의
항공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홍콩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면 5
시간 이내에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 도착할 수 있으며, 홍콩에서 상해까지
는 항공편으로 2시간 이내, 북경까지는 약 3시간이 소요되는 등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서 적합한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홍콩 국제공항은
고속 레일 링크로 중심 업무 구역에서 23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싱가포르와 상해, 홍콩 사이에 있는 심층수 항구는 현대식으로 개발되
어 중국 남부에서 모든 해상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52)
4) 의료
홍콩에는 국내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세계 수준의 사립 및 공립 의료 기관이 있으며,
주요병원으로는 ‘Queen Mary Hospital’, ‘Kwong Wah Hospital’, ‘Prince
of Wales Hospital’, ‘St.Paul Hospital’ 등이 있다.53) 또 다른 의료 혜택으
로 한의학 연구에서 세계 최고인 자격과 면허를 갖춘 한의원을 홍콩에서 이
용할 수도 있다.54)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의료진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
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홍콩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용이 들어 홍콩

51) Hong Kong Tourism Board(http://www.discoverhongkong.com/eng/mustknow/information/mk_info_gett.jhtml)
52) Invest Hong Kong(http://www.investhk.gov.hk/)
53) Hong Kong Hospital Authority(http://www.ha.org.hk/visitor/ha_visitor_index.asp?content_id=100&lang=ENG)
54) Invest Hong Kong(http://www.investhk.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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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알맞은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채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55)

나. 싱가포르
1) 교육
싱가포르는 세계적 수준의 학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국제적 교육의 허
브로, 서양식 교육방식에 동양적인 학교시스템이 접목된 다양성을 가지고 있
어 정부의 적극적 정책과 향후 해당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 발전이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Global Schoolhouse’56)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교육허
브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비전은 외국대학과의 관계증진 및 분교 유
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5년 말까지 INSEAD, MIT 등 12개 우수 외
국교육기관의 분교57)를 유치했으며, 우수한 외국대학들로부터 아시아 지식의
집산지로 인정되어 분교 설립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국제학교를 다
니며 이러한 국제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지역 내에 거주해야 하는 규제는 없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주로 영어 위주의 수업이 많지만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
을 위해서 다양한 외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58)

55) Department of Health, Hong Kong(http://www.dh.gov.hk/)
56)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57)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http://www.sedb.com/edb/sg/en_uk/index.html)
58) Explorer: Singapore(2007),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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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환경
싱가포르는 주택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외국인투자를 통한 신속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도시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300~500유로 정도로 외
국인들도 지역 대리점을 통해 쉽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편의
를 고려하여 시장가격 및 전망, 각종 세제혜택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59) 단,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는 가능하지만 승인
된 주택단지(콘도, 아파트) 한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매입을 위해서는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60)
3) 교통
싱가포르는 택시, 버스, MRT(Mass Rapid Transit) 철도 시스템을 중심
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은 버스
나 MRT를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특별한 허가가 없을 경우 4명
미만의 승객이 탑승한 차량의 “제한구역”내 진입을 금지하는 등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최고 공항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창이 국제공항은 57개국 182개 도
시와 연결되어 매주 4,000회에 걸쳐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는 싱가
포르 국제교류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61) 또한 싱가포르항은 2007
년에만 2,793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여 세계 컨테이너항만 순위 1위를
고수하는 등 아시아․세계 해운물류의 허브로서 자리잡고 있다.62)

59) Housing Development Board(http://www.hdb.gov.sg/)
60) Explorer: Singapore(2007), p. 99.
61) Asian Info(http://www.asianinfo.org/asianinfo/singapore/pro-transportation.htm)
6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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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
싱가포르의 개인 의료 서비스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립병원과 사립병원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외국인들은 사립병원을
더 선호하며, 싱가포르의 주요 사립병원은 Gleneagles, Mt. Elizabeth와
Raffles 병원 등이다. 개인 클리닉 또한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외래 환자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3)
싱가포르의 “MediSave(Medical Saving Accounts) 제도”64)는 의료재정
에 개인의 책임과 저축의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연령에 따라 6~8%를 적립해 필요시 개인의료비로 사용한다. 의료재정안정
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입원대상의 중증질환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MediSave
를 넘어서거나 소득이 없는 생활보호 층을 위해서는 ‘MediShield 펀드’를 2
중, 3중으로 구축해 기초의료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또한 효율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식회사형 민간병원을 허용해
의료산업의 첨병으로 육성하고 있다.65)

다. 선전
1) 교육
선전에는 5개의 국제학교가 있으며 이 중 3곳은 홍콩에서 온 학생들을 위
해 설립된 학교들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10개의 넘는 기관들이 있고 이
중 Tsinghua University 와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가 포함된다.
또한 선전은 ‘Virtual University Park’를 설립하여 40개가 넘는 국내 및 국
제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들을 유치하였다. 선전은 현재 791,000여명의

63) Explorer: Singapore(2007), p. 142.
64) Enter Singapore(http://www.entersingapore.info/sginfo/insurance.php)
65) Ministry of Health(http://www.moh.gov.sg/mohcorp/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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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있는데 이 중 10,000여명은 해외 졸업생들이며, 선전
지역에는 매년 20,000명이 넘는 중국 일류 대학 졸업생들이 진출하고 있다.
또한 선전 및 근교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410,000여명에 이르
며 이는 대비 인력을 보완해 준다. 선전은 초등과 중등 교육에서 영어 및 중
국어 등 두 가지 언어의 병용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다른 도시들보다
높은 영어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20개가 넘는 외국어 공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66)
2) 주거환경
상하이, 베이징에 비해 선전의 주택제도는 덜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선전 내 높은 주택수요 때문에 베이징과 상하이에 비해 비교적 주택임
대비는 높은 편으로, 홍콩거주자들의 유입 또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주요원
인이다. 그러나 최근 선전의 주택가격은 부동산시장의 경직으로 인하여 하락
하는 추세이다.67)
선전의 주택은 중국의 여타지역에 비해서는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개발되
어 90퍼센트 이상의 주택이 녹지를 포함하여 건설되고 있다.68) 또한 선전시
도시개발계획(Over all Urban Development Program of Shenzhen City)
에 따르면 2010년까지 1인당 거주공간은 현재의 18평방미터에서 20평방미
터로 증가되어 선진국 수준의 주거여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69) 특
히 선전정부는 도시주택건설계획을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9만 7천
세대에 총 47만 평방미터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70) 주택여건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66) Shenzhen Municipal Government(2008)
67) China View News(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8-06/12/content_8353794.htm)
68) http://www.sznews.com/zhuanti/content/2008-06/18/content_3050123.htm
69) Shenzhen Government Online(http://english.sz.gov.cn/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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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은 중국에서 가장 살기 적합한 도시 1위, 관광도시 3위를 차지하였으
며, “Model City of China’s Environmental Protection,” “Nation in
Bloom,” UNEP의 “Global 500”으로도 선정되는 등 중국내에서 가장 좋은
정주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1)
3) 교통
선전의 철도 및 고속도로는 중국 본토와 홍콩을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중국 교통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전은 베이징궈룬, 베이징-광저우, 광저우-궈룬 간 철도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
콩과 연결된 철도(KCR)는 홍콩과 선전 간 교류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선전시는 홍콩과 함께 도심 지하철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1, 2, 3, 4, 11호선의 구축이 완료되면 선전 도심의 핵심적인
운송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72)

❚ 표 3-5. 선전시 지하철 구축 프로젝트 개요 ❚
노 선

공사 개요

거 리

공사기간

Metro Line 1

Window of the World Station - 선전
국제공항

23km

2004~08년

Metro Line 2

Shekou West - Window of the World

14.35km

2004~10년

Metro Line 3

Honglingzhong Road – Longxingjie

32km

2005~09년

Metro Line 4

Children’s Palace – Longhua Town Center

15km

2004~08년

Metro Line 11

Shenzhen West – Tong Hang

38km

2006~10년

자료: Shenzhen Municipal Government(2008), p. 12.

70) China Industry Daily News(http://www.chinainfoworld.com/shownews.php?id=42550)
71) Shenzhen Municipal Government(2008)
72) Shenzhen Municipal Government(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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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서쪽 32km 외곽에 위치한 선전의 바오안 국제공항은 중국 내에
서 4번째로 큰 공항으로, 현재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베트남, 미
국, 캐나다 등 20개가 넘는 국가로 국제 항공선 및 화물선을 운행하고 있다.
4) 의료
중국의 전반적인 의료위생제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수준이 낮은 편이다.
중국의 의료위생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 하이테크, 우수한 의
료스탭은 기본적으로 도시지역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한편, 농촌은 도시에 비
해 합격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스탭이 부족해 일부 도시 내 소규모 병
원조차 우수한 의사가 부족하다.73)
그러나 선전의 의료수준은 중국의 평균 의료수준보다 높으며 선전시 위생
국에서도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중국병원연합회와 함께 전국위생산업 기업관
리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병원박람회를 선전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선전지역
의 주요 병원들로는 Shenzhen People’s Hospital, Beijing University
Shenzhen Hospital, Shenzhe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ospital,
Shenzhen Ophthalamology Hospital 등이 있다.74) 더불어 홍콩, 마카오, 대
만과 외국인 환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병원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한 예로
Aigun 병원은 대만기업들의 투자로 설립되었으며 하버드 의과대학과도 관계
를 맺고 있다.75)

73) Ministry of Health(http://english.gov.cn/2005-10/09/content_75326.htm)
74) Shenzhen Government Online(http://english.sz.gov.cn/lis/200612/t20061210_170277.htm)
75) Shenzhen Health and Hospital Information
(http://www.asiarooms.com/travel-guide/china/shenzhen/useful-information/shenzhen-health-&-hospital-inform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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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두바이
1) 교육
두바이는 세계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이루어진 곳으로 교육 시스템 역
시 다양하고 많은 국제학교들이 있다. 두바이를 포함한 아랍에미레이트의 전
체 교육관련 정부 예산은 2003년 14억 5,000만 달러로 전체 GDP의 1.82%
를 차지했으며, 전체 정부예산 85억 5,000만 달러의 17.02%를 차지했다.76)
이 같은 수치는 같은 해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 GCC 6개국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교육분야에서도 특히 두바이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46.7%인 15개 학교가
두바이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분야에 대한 비아랍계 투자의 75.30%가 두바
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사립교육기관의
26%가 자리하고 있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두
바이는 전체 학생 수에서도 전체 아랍에미레이트 사립학교 학생의 48%를
수용하고 있는데, 두바이 전체 학생의 72%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는
아부다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두바이 시민의 외국인 비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의 국공립학교는 아랍에미레이트 자국민을
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은 사립학교에 등교할 수밖에 없다.
2003년 기준 두바이에는 총 206개 각급 학교가 있고, 이 중 85개는 국공립,
121개는 사립학교다. 전체 학생 수는 13만 8,000명으로 전체 아랍에미레이
트 총학생수 595,000명의 24%를 차지했다.77)

76) Education in Dubai(http://www.dubaicity.com/education-in-dubai/index.htm)
77) Dubai Government(http://www.dubai.ae/en.portal?residents,rsd_edu,1,&_nfpb=true&_pageLabel=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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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환경
두바이는 주택을 비롯하여 각종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은 수준이나,
개인소득세가 없어 어느 정도는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2002
년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를 허용하였지만 아직 특정 지역에서만 구
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허용된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성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8) 한편 대부분의 거주인들은 유지관리가
편하고 가격이 낮은 아파트 임대를 선호한다.79)
3) 교통
두바이 교통인프라의 핵심은 두바이 항과 두바이 국제공항이다. 특히
1959년 건설된 두바이 국제공항은 3개의 터미널에 100여 대의 항공기를 수
용할 수 있으며, 매년 3천만 명의 여행객을 수송할 수 있다.80) 두바이 국제
공항 확장 프로그램의 핵심은 공항면세지역으로 외국입주자들에게는 100퍼
센트의 소유권과 자국으로의 자유로운 송금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36만
평에 달하는 면세지역에는 기술선도기업에서부터 소매 및 경공업 기업, 유통
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향후 두바이 정부는
주변에 두바이 로지스틱 시티를 조성하여 항공뿐만 아니라 해상 및 육상 운
송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81)
4) 의료
두바이는 보건 및 가사지원 서비스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재활

78) Explorer: Dubai(2007)
79) http://www.expatforum.com/articles/cost-of-living/cost-of-living-in-dubai.html
80) http://www.expatforum.com/articles/cost-of-living/cost-of-living-in-dubai.html
81) 안의정(2006)

57

3장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비교평가 │

및 의료비용의 전액 혹은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정부주도하에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다.82)
특히 두바이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보건시설 구축을 목표로 DHCC
(Dubai Healthcare City)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DHCC의
중심부에 ‘웰니스 클러스터(Wellness Cluster)’를 조성하여 대학병원을 설립
하고, 외곽에는 메디컬 클러스터와 헬스케어 서포트 지역을 조성한다는 계획
이다. 대학병원은 종합병원, 의과대학, 생명연구센터로 구성되며, 의료기관
관리회사가 고용되어 약속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DHCC의
목적이 충족되고 있는지 감시하게 된다. DHCC 프로젝트는 2010년경 완료
될 예정으로서 DHCC와 하버드 메디컬 인터내셔널(HMI: Harvard Medical
International)이 공동으로 설립한 CPQ(Center for Healthcare Planning
and Quality)가 의료 서비스의 질, 임상계획(Clinical planning), 교육, 프로
젝트 관리, 훈련, 라이선스 및 서류 발급,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감시하게
된다.83)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Invest Korea(2006)는 국내진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생활환
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
국인생활환경 결정요인 중 특히 교육․교통․주거요건이 그 중요도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출입국․비자 및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

82) http://www.expatforum.com/articles/cost-of-living/cost-of-living-in-dubai.html
83) 안의정(2006), pp. 186~188.

58│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 그림 3-5. 국내 생활환경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가 ❚

자료: Invest Korea(2006),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부문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이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 국제학교 등
외국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따른 문제인 것
으로 판단되며, 점차적으로 국제학교의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
하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선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타지역
과 차별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교육법
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설립 및 운영, 외국인
에 의한 외국 의료기관(약국부터 종합병원까지)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다.
외국기업 및 외국인 편의를 위하여 외국어 공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외국방
송 재송신 채널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과 외국
인투자기업 종사자에게 전체 주택의 10%가 특별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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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인력의 수급
가. 교육인프라 수준
노동비용은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 변수이다. 투자유치국의 노동비용이 낮
다는 것은 곧 생산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 또한 양질의 노동력은 특히 지식
산업의 입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Cushman(1987)은 만약 강력한 자본–노동의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외자본 유치 국가의 임금상승과 모국에서의 임금하락은 직접투자액을 감소
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임금상승과 생산성하락은 해외로의 투자를 유발하
고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인력수준에 대한 비교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국가간 비교를 위한 객관화지표로서 UNDP의 인적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icator) 중 교육지수(Education Index) 및 IMD
국가경쟁력 평가요인 중 교육부문의 평가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UNDP 분석방법의 경우 인력수준은 노동력의 교육수준으로 측정되며, 교
육지수는 “성인의 읽고 쓰는 능력 × (2/3) + 취학률 × (1/3)”으로 측정된다.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의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의 교육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 표 3-6. 주요국별 교육지수 ❚

교육지수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아랍
에미레이트

0.837

0.885

0.908

0.980

0.791

자료: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또한 IMD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중 교육인프라 부문의 경우 교육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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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공투자 규모․교사 1인당 학생 수․고등교육 이수율․영어사용능력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바이와의
비교를 위해 2005년 기준으로 국가별 비교를 시행하였다.84) 우리나라의 경
우 34위로 홍콩, 싱가포르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부평가요인
별로 살펴보면 정량적인 지표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제외하고는 크
게 뒤처지지 않았으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등 정성적인 요
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물론 평가순위를 교육수준의 척도로 단정짓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기업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3-7. 교육인프라 수준 요인별 평가(2005년 기준) ❚
국 가

중국

홍콩

한국

싱가포르

두바이

순위

47위

21위

34위

14위

43위

2.44%

3.93%

4.42%

3.06%

1.60%

41.89

1024.23

725.87

859.45

-

19.43

18.50

29.02

23.52

12.47

21.00%

39.80%

51.00%

51.40%

-

언어능력(설문조사)

3.53

5.26

4.52

7.56

5.87

문맹률

9.10%

-

2.00%*

7.50%

9.20%

GDP 총액 대비
교육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
일인당 교육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액
(US 달러)
초등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

고등교육 이수율

주 : 두바이와의 비교를 위해 2005년 기준으로 평가함.
*한국 문맹률은 2004년 조사결과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단, 두바이의 경우는 Dubai In World Competitiveness 2005)

84) IMD는 “Dubai In World Competitiveness(2005)”에서 2005년 기준으로 두바이의 국가경쟁력을 기존 세계 국
가경쟁력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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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수인력 유치 프로그램
1) 홍콩
홍콩은 오랜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낮은 세금을 비롯한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통해 풍부한 국제비즈니스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85) 능력 있
는 외국인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우수인력 이주허가 프로그램
(QMAS: 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을 발족하였고, 홍콩 교육
및 직업 박람회(Hong Kong Education and Careers Expo) 등을 시행하는
한편, ‘중국어를 어려워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Education Services
for non-Chinese speaking students)’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홍콩 이민국에서 실시하는 QMAS는 월등히 뛰어난 외국인 인재들
과 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들을 위해 비자를 발급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선발대상의 자격조건은 일반점수평가(General Points Test)86)와 더불
어 성취도점수평가(Achievement-based Points Test)를 통해서 평가되는데,
이는 대상자의 자격(올림픽 메달 수상자, 노벨상 수상자 등 각종 국내 및 국
제에서 인정하는 수상 경력)에 따라 각기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점수가 가장 높은 외국인 순으로 홍콩에 초청되어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
치면 홍콩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된다.87)
또한 홍콩 교육 및 직업 박람회(Hong Kong Education and Careers Expo)
는 매년 노동부와 홍콩 무역발전위원회(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외국인들이 홍콩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교
육제도와 다양한 인력시장을 홍보하고 있다. 2008년 행사에는 505개의 교육
기관과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하였고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

85) 이창재(2002)
86) 일반점수 평가요인은 나이, 학력 및 전문가 자격 취득, 직업경력, 언어능력, 가족배경 등임.
87) Immigration Department(http://www.immd.gov.hk/ehtml/QMAS_1.htm)

62│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드, 싱가포르,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이 참가하
였다.88)
“중국어를 어려워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홍콩의 교육
국(Education Bureau)에서 주최하는 제도로 외국인들이 홍콩에 와서 적응을
잘 하도록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세미나 형식으로 여는 제
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홍콩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을 유인하기 위
해 홍콩의 주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89)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글로벌화 시대에 맞춰 국내뿐 아니라 국제 인재들을 육성 및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세안지역
국가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인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IAI)”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제도 및 장학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IAI 사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는 ASEAN 후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마, 베트남)과 보다 더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해 캄보디아–싱가포르, 라오스–
싱가포르, 미얀마–싱가포르, 베트남–싱가포르 간 교육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07년 제13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는 2009~11년까지 이 국가들과
의 협력을 보조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선언하였다.90)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의 교육서비스국(Education
Services Division)은 싱가포르를 국제교육국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시
장개발부(Education

Market

Development),

교육전략마케팅부(Education

Strategic Marketing)와 학생서비스부(Student Services Department)의 세 부

88) HKTDC Education & Careers Expo(http://hkeducationexpo.hktdc.com/index.htm)
89) Education Bureau(http://www.edb.gov.hk/index.aspx?langno=1&nodeID=4372)
90) Singapore Cooperation Program(http://app.scp.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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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두고 있다. 교육시장개발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Singapore Education
Admission Fair”가 2008년에는 인도의 뭄바이에서 열렸는데, 이 행사에서 싱
가포르는 자국의 교육시설과 인력시장을 홍보하는 세미나들을 열고 있다. 학생
서비스부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싱가포르 교육서비스센터(Singapore
Education Services Center)를 관리하며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환경의
안정과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에서는 아세안 해당국 학생들을 위한 ASEAN 장학금91)
과 인도 고등학생들을 위한 ｢SIA Youth 장학금｣92)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싱가포르로 유인하고 있다.93)
3) 선전
선전은 중국내에서도 가장 인력이 풍부한 지역의 하나로 매년 30,000명
이상의 대학 졸업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편, 현재 선전에는 5,000여명의
해외유학 출신 인력들이 300여 개의 하이테크 기업들을 설립하는 등 풍부한
인력 공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94)
또한 노동자 대상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선
전시 노동자의 재교육 비중은 40%가 넘고 있다. 그 밖에도 선전지역에는
칭화대학 및 하얼빈 기술원 등에 의해 설립된 대학원을 비롯하여 10여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다각적인 교육환경개선 노력에 힘입어 선전
은 광둥성에서 최초로 교육중점도시(Strong City of Education)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선전에는 전자정보, 생물의학, 에너지, 신소재 등 300여개 이

91)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 입학하는 ASEAN 지역학생들에게 제
공되는 장학금
92) 싱가포르의 대학예비과정인 주니어 칼리지에 입학하는 우수한 인도 학생들에게 싱가포르 항공이 수여하는 장학금
93)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http://www.moe.gov.sg/education/scholarships/)
94) Invest Shenzhen(http://www.szinvest.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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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5000명 이상의 해외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다.95)
더불어 2007년 중국의 국가외국전가국(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perts Affairs)은 우수한 인력들을 유인하기 위해 CIEP(Conference on
International Exchange Professionals)를 선전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70,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참가한 바 있으며, 선전 지역경제 발
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96)
4) 두바이
두바이는 우수한 국제적인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목적으로 “Dubai
Knowledge Village”와 “Dubai International Academic City”를 설립하였다.
두바이 테크놀로지 & 미디어 자유지역(Dubai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에 위치한 Dubai Knowledge Village는 중동지역의 인재풀을
개발하고 중동을 지식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
되었으며, 세계의 유명대학과 훈련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외
국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100% 외국인 소유권, 100% 무관세, 100%
자본과 이익의 송환 등을 보장하고 있다.97)
또한, Dubai Academic City에 위치한 Dubai International Academic
City(DIAC)는 국제적인 학교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DIAC
는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in Dubai(호주), Middlesex University
Dubai Campus(영국), S.P. Jain Center of Management Dubai(인도) 등과
같이 호주,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아일랜드 영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학교

95) Invest HK(http://www.investhk.gov.hk/PageControl/ShowDynamicb683.html?act=newsdetail&newsid=202)
96) Chinese Government’s Official Web Portal(http://english.gov.cn/2007-11/14/content_805361.htm)
97) Dubai Knowledge Village(http://www.kv.ae/en/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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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유치하여 현재 약 8,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다. DIAC 역시
외국인 교육투자자들에게 두바이의 투자혜택을 홍보하고 있다.98)
이 밖에도 100억 달러 규모로 설립된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재단을 통해 두바이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적
극 지원하고 있다.99)
5) 한국(경제자유구역)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기
업 채용박람회(Job Fair for Foreign Companies in Korea) 등을 운영하고,
외국인학교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 개최된 외국인투자
기업 채용 박람회를 통해 한국 미쯔비시 중공업, LG 필립스, 푸르덴셜 투자
증권, 알리안츠 그룹, 한국 MSD, 머서컨설팅 등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다국
적기업 80여 개사는 채용박람회를 통해 약 1,00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
획이다.100)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주요 외국대학의 유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송도지구는 송도국제도시에 외국대학
유치협상을 진행 중이며, 청라지구내 269,216㎡ 면적에 외국교육기관을 유
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이 프로젝트의 청라지구가 국제업무와 관광레저 등으로 특화되는 만큼 관
광․레저 및 국제금융․업무시설 관련학과 및 IT, BT 관련 학과를 유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 또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경제구역 활성
화방안 회의에서 외국학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잉여금의 해

98) Dubai International Academic City(http://www.diacedu.ae/)
99) Mohammed Bin Rashid Al Matoum Foundation(http://www.mbrfoundation.ae/English/Pages/AboutUs.aspx)
100) 한국산업기술재단(http://www.kotef.or.kr/)
101) 인천광역시, 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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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송금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도 현행 2% 이내에서 해외거주요건 3
년 충족 시 허용키로 하는 등 외국학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시
행해나가고 있다.

6. 기타 정치 사회 변수
가. 법적 안정성
투자 유치국가의 법적 안전성이 높다는 것은 법 집행이 예측 가능하고 따
라서 투자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매력
적인 요인일 것이다. 투자유인으로서 법적 안전성에 관해서는 비교적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Laporta(2000), Levin (1998, 1999), Levine et
al.(2000) 등은 경제성장과 금융발달을 위한 법률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즉, 잘 정의되고 강화된 법률시스템은 금융의 기능 및 투자를 촉진하여,
결국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국가의 법적안정성 측정을 위한 지표로는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의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는
법적안정성의 척도로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한 법원, 재산권의 보호, 정치과
정이나 법률에 있어 군부의 개입, 입법시스템의 완전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 한국은 34위로 중국(63위)보다는 양호하나 홍콩(19위), 싱가포르(16위)
에 비해서는 법적 안성정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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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국가별 법적 안정성 ❚
구 분
순위
법적 안정성: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한 법원
재산권의 보호
군부의 개입
입법시스템의 완전성
법률 집행의 계약
부동산 매각의 규제

한국
34
7.2
5.2
5.3
7.4
6.7
8.3
9.6
7.7

중국
63
5.8
3.9
4.0
4.9
5.0
7.5
7.1
8.4

홍콩
19
8.0
8.2
8.3
8.7
8.3
7.7
8.1
6.8

싱가포르
16
8.4
7.0
8.0
8.9
8.3
8.3
9.4
8.9

아랍에미레이트
40
6.9
6.3
6.3
6.8
8.3
6.7
4.9
9.2

주: 1) 각 요인별 배점의 범위는 0~10
2) 배점이 높을 수록 경제적 자유로가 높음을 의미
자료: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

나. 정부규제
정부규제 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몇몇 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실증적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검증되지는 못하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순히 연도별 실적치를 통해서 볼 때는 규제개혁
의 수준과 FDI 유입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102)

❚ 그림 3-6. 한국의 규제건수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추이 비교 ❚

자료: 규제건수(규제개혁위원회 규제등록통계), FDI 유입액(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유치 통계)

102) 김태은․구교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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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규제의 경우 그 특성상 경영여건 평가 시에 독립된 한 가지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비교를 통해 연계성을 판단 및 검증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정부규제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경
영여건을 구성하는 부분적인 요소로서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변수로서 각 국가별 정부규제를 평가한 지표로는 Fraser Institute의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EFW)와 해리티지 재단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등이 있다.
이 중 2007년 발간된 EFW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시점을 기
준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수준은 141개 분석 대상국 중 45번째로서 중국(130
위)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나 홍콩(8위), 싱가포르(5위)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
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표 3-9. 정부규제 결정변수 ❚
신용규제

사업규제

노동규제

은행소유권
가격통제(price controls)
최소임금의 영향
(ownership of bank)
행정통제
(impact of minimum wage)
경쟁(competition)
(administrative conditions and
고용과 해고의 관행
new business)
신용대부
(hiring and firing practices)
처리시간
임금결정에 있어 노동자의 역할
평가 (extension of credit)
이자율통제
(time with government
실업편익의 정도
구성
bureaucracy)
(unemployment benefit)
요소 (interest rate controls)
신규사업의 시작
징병제 운용 여부
(starting a new business)
비정식적인 지불
(irregular payments)
자료: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

한편 헤리티지재단의 2008년 경제자유도지수에 의하면 총 157개국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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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홍콩(자유도 90.3%)과 싱가포르(자유도 87.4%)가 가장 경제활동의 자유
가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41위이며 중국은 126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 지수는 비즈니스, 무
역, 재정, 정부의 개입,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정부패, 노동력의 자유도
등 총 10개 항목의 자유도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중 노동력의 자유도 측면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아 이 부문에서만 전체의
124위를 기록한 것이 순위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 표 3-10. 국가별 정부 규제수준 평가 ❚
국가

순위

2008
자유도

비즈
니스

무역

재정

정부
개입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정
부패

노동력

한국

41

67.9

84.0

66.4

71.1

77.3

80.0

70

60

70

51

49.0

중국

126

52.8

50.0

70.2

66.4

89.7

76.5

30

30

20

33

62.4

홍콩

1

90.3

88.2

95.0

92.8

93.1

87.2

90

90

90

83

93.3

싱가포르

2

87.4

97.8

90.0

90.9

93.9

88.9

80

50

90

94

99.0

아랍에미
레이트

63

62.8

47.9

80.4

99.9

80.2

70.9

30

40

40

62

76.2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2008), Index of Economic Freedom.

다. 부패수준
부패는 해당국가의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부패수준이 낮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환경을 의미하며, 동시에 부
패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패수준
이 높다는 것은 사업의 안전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업환경의 불
안전성이 높아 기업측면에서 보면 투자의 중요한 변수인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103)
이와 관련하여, Habib and Zurawicki(2002)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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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패의 영향력에 관해 실증분석하여, 부패가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은 투자기업 입장에서 부패는 관리하기
어렵고 위험하며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투자유인을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Busse et al.(1996), Wei(2000), Drabek and Payne(2001) 등 다수의 연구
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와 부패 간에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물론 Hines(1995), Wheeler and Mody(1992) 등 몇몇 연구들은 부패와 외
국인직접투자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투
자유치국가의 부패는 투자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보다 일
반적인 주장이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Global Corruption Report 2008의
부패인식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조사국가 180개국 중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43번째로 평가되어, 싱가포르(4위), 홍콩(14위), 아일랜드(17위) 등에
비해 부패도 측면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04)

❚ 표 3-11. 국가별 부패수준 ❚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아랍
에미레이트

세계 순위

43

72

14

4

34

CPI(2007)

5.1

3.5

8.3

9.3

5.7

자료: 2007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라. 무역자유도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은 자본정책, 통화정책,

103) 김태은, 구교준(2007)
104)

Transparency International은 Civil society access to information and media, Elections,
Government accountability, Civil services and administration, Oversight and regulation,
Anti-corruption and rule of law 등의 평가요인을 통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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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정책, 무역정책, 인센티브 제공 등 그 범위가 매우 넓
다. 무역자유도와 관련된 연구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연구결과 역시 획
일적이지 않다. 우선, 환율(Exchange rates)과 자금흐름제약은 투자 의사결
정의 중요 고려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불충분한 외환시장, 저평가된
통화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UNCTAD, 1993).
한편 Froot and Stein(1991)은 통화가 저평가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즉, 통
화의 안전성이 높을수록 외국 투자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본흐름의 제약(Capital flow restriction)과
관련하여, Ganstanaga et al.(1998)은 자금흐름의 제약(환율 제약, 통화와
자본계정에 대한 제약 등)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됨을 증명하였다.
Globerman and Shapiro(1999)는 또한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이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105)
앞에서 활용된 바 있었던 Fraser Institute의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는 무역자유도에 대한 평가 또한 별도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무역자
유도를 평가하는 변수는 국제무역에 대한 세금(taxes on international
trade), 무역규제장벽(regulatory trade barrier), 실제무역규모(actual size of
trade sector),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 간의 차이, 국제자본시장통제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control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에 따르면 2005
년 기준으로 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가운데 78번째로 무역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싱가포르(2위), 홍콩(1위), 중국(21위) 등에 비해 무역자유
도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5) 김태은, 구교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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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국가별 무역자유도 ❚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
레이트

세계 순위

78

21

1

2

5

무역 자유도

6.5

7.6

9.4

9.3

8.2

1. 국제무역에 대한 세금

5.9

8.0

10.0

10.0

8.9

수출입에서의 세금 비중

9.4

8.8

10.0

10.0

10.0

관세율 평균

8.2

8.2

10.0

10.0

9.0

관세율 표준편차

0.0

6.9

10.0

10.0

7.6

구 분

2. 무역규제장벽

7.2

6.1

8.3

8.9

7.6

3. 실제무역규모

5.9

10.0

10.0

10.0

8.3

4.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
간의 차이

10.0

10.0

10.0

10.0

10.0

5. 국제자본시장통제

3.7

3.7

8.7

7.6

6.4

주: 1) 각 요인별 배점의 범위는 0~10
2) 배점이 높을 수록 경제적 자유로가 높음을 의미
자료: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

마. 지적재산권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일환인 지적재산권은 여러 선행연구
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의 설정과 보호
가 투자자들에게는 자신의 유․무형자산 또한 보호받을 것이라는 신호로 여
겨지기 때문이다.106) 이와 관련하여, Brewer(1993), Lee and Mansfield(1996),
Catherine(2004)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이 외국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지적재산권의 측정 역시 Fraser Institute
의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를 활용하여 비교평가해 볼 수 있다.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에 따르면 한국

106) 김태은․구교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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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5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141개국 가운데 34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는 홍콩 및 싱가포르보다는 낮고 중국 및 아랍에미레이트보다는 높
은 수준이다.

❚ 표 3-13. 국가별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적 장치 구축수준 ❚

세계 순위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34

63

19

16

40

자료: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5

7. 종합평가
앞의 각 절에서 시행하였던 한국, 선전(혹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두바
이(혹은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쟁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각 절에서 제시한 바 있는 주요 국제기관의 평가결과(순위)
를 중심으로 각 6가지 요인별 지수를 도출하였다. 각 요인별로 보면, 투자대
상국의 시장성 요인은 각 국가별 GDP 수준107)과 10년간 평균성장률을 100
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조세요인은 단순히 세율만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세율 및 세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08의 세금납부부문(Paying Tax)의 평가결과(순위)를 근거로 하
였다. 또한 경영환경 요인의 경우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08” 의 비즈니스 편의성 평가 결과(순위)를 , 정주여건의 경우는 IMD
국가경쟁력평가보고서 의 평가 지표 중에서 기본 인프라(Basic Infrastructure),
보건 및 환경 인프라(Health and environment Infrastructure), 교육인프라
(Education Infrastructure) 부문의 평가결과(순위)를 근거로 도출하였다. 그

107) GDP 수준=1인당 GDP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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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우수인력의 수급요인은 IMD 국가경쟁력평가보고서 중 교육인프라
부분의 평가결과 및 UNDP의 인적개발지표 중 교육지수부분의 평가결과(순
위)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사회요인의 경우 앞서 제시한
바 있는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보고서의 법적 안정성․무역자
유도․지적재산권 보장수준 평가결과와 헤리티지 재단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 중 정부규제 평가결과 및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Global Corruption Report의 부패지수(Corruption Preceptions Index) 평
가결과의 평균치를 근거로 도출하였다.108)
이와 같이 각 요인별 평가결과를 100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비교한 결과
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그림 3-7. 주요 투자유치 결정요인별 경쟁력 종합비교 ❚

108) 정치․사회 변수의 경우 각 세부요인의 중요도가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
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단순평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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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요인에서는 홍콩․싱가포르․두바이(아랍에미레
이트)보다 중국과 한국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인구 및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단, 홍콩․싱가포르․두바이의 경우 본 분석에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
하여 시장성의 기준을 자국의 경제규모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시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홍콩의 경우 중국 본토를, 싱가포르의 경우
ASEAN 국가를, 두바이의 경우 GCC 등 주변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고려
할 경우 실제 시장성 요인은 본 분석결과보다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요인별 평가지수 도출과정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시장성을 제외한 기타 요인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과 중국(선전)은 홍
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당부문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
과 싱가포르의 경우는 시장성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선전(중국)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은 각
요인 중 뚜렷하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성
요인의 경우도 중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조세요인의 경우에도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세요인의 경우 세율 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님에도 전반적인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World
Bank Doing Business의 세금제도 부문의 평가요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보다는 세금의 종류,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 등 세제의 복잡성 측면
에서 더욱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홍콩의 경우 세금 종류 4
개,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 80시간 정도이고, 싱가포르는 세금 종류 5개, 납
부에 소요되는 시간 4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는 세금 종류
48개,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290시간에 이르는 등 그 차이가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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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4. 주요국별 세금제도 개요 ❚
중국

홍콩

한

싱가포르

아랍에미
레이트

세금의 종류(개수)

35

4

48

5

14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

872

80

290

49

12

정치․사회 변수의 경우도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은 무역자유도 부문이며, 규제수준에 대한 평
가의 경우는 노동력의 자유도 부문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주여건 및 우수인력의 수급 측면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주여건의 경우 앞서 IMD의 인프라 여건에 대한
비교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보건 및 환경, 교육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110) 보건 부문의 경우는 명확한 단점을 도출하기
는 쉽지 않으나 외국인 정주환경 측면에서는 홍콩 등에 비해 영어서비스 및
외국계 의료기관 진출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문의 경우 또한 IMD의 평가기준을 통해서 살펴보면 교육비 투입비중, 교육
이수율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언어능력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
사한 설문결과에 근거한 정성적인 요인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순
위하락의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Invest Korea에서
국내진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는 교육, 교통, 주거요건이 그 중요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109) World Bank(2008)
110) 보건 및 환경인프라, 교육인프라의 경우 IMD의 평가결과를 통해 보면 홍콩과 싱가포르와 차이는 크지 않으
나 전체 순위는 기초인프라 수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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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해 볼 때 외자유치 확대 차원에서 정책적
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은 크게 볼 때 조세제도 및 경영환경 개선, 기
타 정치․사회 변수이며, 특히 정치․사회 변수의 경우는 노동력의 자유도
및 무역자유도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서 평가되었다. 또한 정주환경 부문에
서도 보건, 교육, 주거요건 부문은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전 장에서 분석된 요인별 평가결과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의 평가결과
이나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선과제 또한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검토 및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는 홍콩, 싱가포르, 선전특구,
두바이 등의 사례와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은 그 추진환경 등에서 상당한 차
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관련정책 수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도시국가들의 경우 개방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작은 경제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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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개방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자유구
역의 여건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차별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홍콩․
싱가포르 수준의 개선된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그 지향점은 이들 국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중국으로 반환되었음에도 50년간의 자치권을 보장
받고 차별적인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홍콩은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국가들의 개발전략 및 경영환경
구축여건이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 및 정책적 결단의 산물이었다는 점
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보다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수립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평가결과 및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시점에 경제자
유구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분야
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세 등 투자인센티브 개선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여건으로서의 조세제도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비교적 높은 세율뿐 아니라 복잡한 세금제도 또한 낮은 평가를 받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조세특례를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외국인투
자유치에 대한 특혜는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반면 첨단산업 등 선도분야 및
지역운영본부 등에 대한 특례는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선도기업에 대해 우대지원(Pioneer Status Award)이 가능한
탄력적인 조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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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환경 개선, 규제완화, 개방적인
마인드의 확립 등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비교적 초기라고 할 수 있는 현 단계에서는 경쟁국과의 투자인센티브 격차
를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투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
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장기(최장 50년) 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 시범사업111)방안 등을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
World Bank 등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영환경의 구축 측면에서
홍콩 및 싱가포르 등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에
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 및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경제자유구역 내 중점사업에 대해 관련부처가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
는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투자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홍콩, 두바이
등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외국인 맞춤형 지원 시스템(Fast-track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프로젝트를
보다 밀착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MOU 체결 후 투자신고, 인센티브
제공협의, 인허가 절차 등을 일괄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
며,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111) 광양 해룡산단 66,000㎡(순천시, ’08.10월 실시계획승인), 부산·진해 미음지구 66,000㎡(부산도시개발공사,
’08. 2월 실시계획 승인), 인천 청라지역 66,000㎡(토공, ’08. 12월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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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112)
또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청은 조직․재정의 한계와 인력의 전문성부족
등으로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인적자본
의 확충을 위한 노력 또한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는 구역청 인력의 약 80%
이상이 2년 미만의 단기파견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안정성
확보 곤란, 전문성 부족, 자율적 인력운영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홍
콩 등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기관의 경우 상당수 국외 인력을 채용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6대 주요 고임금업종의 평균수준 임금을 지급
하는 등 정부기관내에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특별고문, 옴부즈맨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전문
가 채용을 확대하고 향후 법령 개정, 계약직 연봉 현실화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가 비율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자체적인 정책결정권한을 갖춘 독립된 추진체제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주환경 개선
가. 교육여건 개선방안
주요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환경에 있어서 교육환경
은 매우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국제학교와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은 투자유치확대 및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핵심과제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교육여건을 단기간에 혁신적으

112) 홍콩내 현지국내기업 면담(한국은행)에 따르면, Invest Hong Kong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자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문제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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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즉, 자국의 대학
및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진화된 교육기관의 유
치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먼저 경제
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규제를 완화하고 입주계획에 맞추어 관련 교
육기관을 차질 없이 유치․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학
교의 내국인 입학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먼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
교 운영 제도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학교에는 내국인이 재학
생의 2% 이내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외거
주요건 3년 충족 시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인 완화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최소한 입주계획에 맞추어 관련 교육기관이 차질
없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주 외국인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개발 선
도지역을 대상으로 외국 초․중․고등학교의 우선 설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설립 및 유치를 위해 학교부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학교 설립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물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수준이 크게 낮은 것은 아니나 IMD의 평
가결과를 보면 홍콩 및 싱가포르 등에 비해 보건 및 환경 인프라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선 개선될 필요
가 있는 부분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부문이다. 의료서비스 부
문에서의 빠른 경쟁력 확보방안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편리성 및 선진의
료 서비스 확대 측면 등을 고려하여 외국병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치하
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외국병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113)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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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금년 중 송도지구 및 영종지구에 종합병원 1~2개를 유치․추진한다는
계획에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방의 폭은 좀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별 개발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천 외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국내에 유치한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서는 외국병원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가 보양온천, 관광숙박업, 국제회
의업 등으로 보다 확대․다양화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 주거환경 개선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기업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생활환경 중 주거환경
이 중요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
해서는 외국인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아직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원형 임대
주택을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일단 외국인들이 충분한 주택
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단계에서는 경제
자유구역 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공급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서
는 임대료․보증금 상한제한을 배제하는 등 기타 차별적 방안을 도입할 필
요가 있다.114)
국제적인 문화 인프라 조성 또한 동반될 필요가 있다. 외국방송 채널비율
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인천 송도 151층 인천타

113) 외국의료기관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기준 및 절차 ②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등
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및 자격조건 등임.
11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내에 외국인 임대주택을 150세대로 건설(’09. 6월 완공)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위
해 국제업무단지 내에 외국인 임대단지 500세대의 공급부지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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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광양 화양지구, 새만금 고군산 군도 등과 같이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특
색 있는 랜드마크 및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4. 규제완화 추진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사회부문 중에서 노사부문 등을 중심으로 규제수
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도 법에 특별히 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일반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타 지역과 큰 차이가 없
어 외국인투자유치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처리 등 또한 시행되고는 있으나 단순히 창구단일화에 그치고
있어 처리기간의 단축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취
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규제완화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의료기관 등 서비스 분야의 외국
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른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또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될 필요가 있다. 국내 대기업의 진출여건을 개선할 경우 국내
기업의 진출을 계기로 외국기업들이 동반진출하면서 외자유치도 동반하여 상
승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법 개정과 부대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인센티
브 폭을 무리하게 늘려야 할 필요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분적인 규제완화 개혁작업은 외국인투자 유치 차원에
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홍콩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규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무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장되는
자유로운 경영환경은 홍콩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들이 첫 번째로 꼽
는 강점이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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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홍콩․싱가포르․두바이 등에 비해 보다 큰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별․분야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
방에 대한 저항요인이 아직도 크다는 점에서 당장 이러한 수준의 규제완화
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홍콩과 같은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불
가능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우선 맞춤형 규제완화 및 최혜국 대우 도입 등
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방안을 검토․시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맞춤형 규
제완화란 기업투자 유치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대해 경제자유
구역위원회에서 심의 후 규제의 배제를 추진하는 방안이며, 규제완화 최혜국
대우는 우리나라의 규제 중 OECD 30개국 중 과반수 국가가 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5. 시장성 요인의 개선
국내시장만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성요인은 중국에 비해서는 뒤
지나 시장의 규모나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
다. 다만 주변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경우 중국시장을 배후로 하는 홍콩
이나 아세안 시장을 배후로 하는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 특별히 우위를 장담
할 수 없다.
그런데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요인의 경우 정부정책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장기간의 투자 및 개혁
정책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경제의 체질 개선 및 안정적인 성장
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보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연계

115) 홍콩내 진출기업(하나은행, 한국은행) 면담내용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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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강화를 통해 자체적인 시장매력도의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실 경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 시장성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
르, 선전 등에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지역이 중국, 아세안 지역과 밀접
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홍콩의 경우 사실상 중국본토로 진
출하기 위한 통로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성 요인에서
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인
접한 중국, 일본 등과 이러한 정도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
으나 협력에 대한 국가적․기업적 차원의 논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6. 우수인력 확보
최근 우리나라는 우수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유
치를 위한 노력을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
직 눈에 띄는 유치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혹은 유명대학의 유치를 위해서는 두
바이, 싱가포르 등과 같이 유명대학들이 입주할 수 있는 교육․연구단지 등
을 적극 개발․육성할 필요가 있다. 두바이는 Knowledge Village를 조성하
여 국외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는 한편 Media City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
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장기적인 플랜
을 가지고 국외 유명대학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일
단 단기적으로 국내대학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유명대학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인적자원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입주기업 유치
이전에 주력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유치․양성할 수 있도록, 주요 생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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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주변의 일정지역을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교육단지로 지정하고 대학원
중심의 국외대학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7. 정치사회여건의 개선과제
널리 인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기타 정치사회
여건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노동부문의 자유도 부문으로 나타났다. 노사문
제 또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문이나,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는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차별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
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집단노사관계
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특수한 조정절차의 수립을 검토할 수 있다.116)
또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제도를 소개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
통이 가능하도록 노사정포럼(가칭)의 정기적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투자유
치 지원기구에 노사분규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노무 상담 지원 및 노사분규
시 협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8.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확대방안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지원
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 촉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16)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불법파업 등에 대한 공권력의 즉각적 대응, 노동위원회 조정 및
판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 조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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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계획되고 있는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
완료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이전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 부처간 이해관계 등 기타 제약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개
발사업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업
시행자의 지구별 개발계획 승인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순차적 협의절차가 동시병행적 협의절차로 개선되
어야 한다. 현재는 시․도지사 협의 완료 후 중앙부처간 협의를 진행하였으
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앙부처(지식경제부 등)가 동시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처협의를 통합심의
체계로 전환하여 중앙부처협의를 합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단, 개별협
의가 필요할 때에는 협의기한을 명시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종전의 자문회
의 또한 합동협의체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승인권한의 시․도
위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시․도 자율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부처이견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견사항들이 경제자유
구역위원회를 통해 일괄하여 조정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화 유도
경제자유구역의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 및 성과 도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유치라는 본래의 성과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정부지원
을 통한 단순한 도시개발수준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 경제
자유구역이 경쟁을 통한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재정지원이 투자유치실적·예산집행 등에 기초
한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화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
가서 실시계획 수립 및 착공 등 개발실적에 따라 구역지정을 해제․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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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또한 축소․확대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관리, 감독의 기능보다는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및 문제 해결 등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역청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계약직 임용권을 청장에 위임하는 등 청장의
인사권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 민
간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보수의 현실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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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내부적으로는 지정지역의 확대, 외부적으
로는 역내 주요 도시들과의 경쟁 심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
는 상황이다. 더구나 예상만큼 충분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상당부문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제 본 연구에서 시행한 각 국가별 외자유치 여건의 비교평가 결과
를 보면 국가적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자유치를 위한 기반 여
건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규모는 중국에 뒤
처질 수밖에 없으며, 조세제도, 경영환경, 정주환경 등 외자유치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요인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최소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큼이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하고 있는 차별적 규제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접근법은 주요 선진개방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정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GDP대비 외국인투자유치 비중이 높은 국가 혹은 도시들의 외자유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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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외국인들에 대한 조세특례 등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를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가능
도록 하며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
다.117) 중국의 경우도 최근 세제개편을 통해서 외국기업에 적용되던 대부분
의 조세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한 일률적인 외자유치 정책
을 탈피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 또한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및 정주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상당수준의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고려해볼 때, 제도적으로 최대한 자유로운 시장환경
을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가 제한 없이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과도한 특혜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투자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투자자금의 유입뿐만 아니라 이익송금 등
자금유출에 대한 규제 완화 또한 중요한 이슈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홍콩 및 싱가포르, 두바이 등 소규모의 도시국가와 달리 지역 및 이
익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규제철폐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규제완화 전략 또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먼저 개방화 자유화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긍정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정주환경 조성의 측면에서도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주환경 개선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
택, 교육, 의료 인프라의 경우도 우리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념이 아
니라 관련 서비스 분야의 진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외국기업
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117) Invest Hong Kong 부청장(Associate Director-General) Mark Michelson 등과의 면담내용에 근거함.

91

5장 결론 │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 각종 인센
티브는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체가 또 하나
의 규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수위가 적절히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기
타의 특례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물론 초기단계에서는 사업의 활성화 및
국내기업 투자의 과열화 방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 내에서는 국내외기업
이 무차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도개선 과제 또한 이러한 규제완화 차원에
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
등과 비교했을 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 철폐 혹은
완화되어야 할 과제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다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
을 것이나, 여기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및 국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우
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차
원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정책은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원칙을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접근법에는 개방화․자유화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과감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
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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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FEZ development Strategy for Improv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
Hyung gon Jung and Seong Kwon Nah

Over the recent years, the competitiveness to foster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is intensifying. Both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reland, Singapore and Hong Kong are promoting various plans to
provide a solid environment for businesses. Moreover,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created special economic zones in efforts
to ease regulations and to attract investment. As a result of such trends,
concerns over Korea’s low attractiveness for investment on special economic
zones relative to other regions are escalating. This study reveals the future
directions and improvements for free economic zones by analyzing basic
conditions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ors in Korea, Shenzhen, developed
countries like Singapore and Hong Kong, and Dubai, a city that is rapidly
growing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e main determinants of drawing foreigners are based upon existing
study results, which are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economic growth, GDP
per capita, scale of market, and labor productivity. Socio-political factors were
also considered for a broader perspective. These factors, in order to compare
the competitiveness, were then categorized into six areas of i) market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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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ing country, ii) taxation, iii) business environment, iv) living
conditions for foreigners, v) supply and demand of skilled workforce, and iv)
other socio-political factors. The study, however, also took into account
outside sources from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MD and
World Bank so as to maintain impartiality. Sources of indicators for
competitiveness of major countries and cities were used from these
organizations. In order to further verify such assessments, various measures
including field interviews, data research, and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were carried out.
The overall assessment shows that China and Korea show much higher
levels of marketability than that of Hong Kong, Singapore, and Dubai(the
United Arab Emirates). Since the assessment of marketability for Hong Kong,
Singapore, and Dubai(UAE), however, were limited to their scale of economy
for the purpose of retaining objectivity, they may likely be improved if the
peripheral and back regions were also considered. For factors other than
marketability, on the other hand, Korea and Shenzhen(China) seem to show
weaknesses compared to Hong Kong, Singapore, and Dubai. Hong Kong and
Singapore also show very high levels of competitiveness in regards to all
other factors except for marketability.
The analysis shows, in particular, that Korea has no distinct advantage
over Hong Kong, Singapore, or Shenzhen, China. More specifically, Korea
shows weaknesses in the order of taxation, business environment, and
socio-political factors. In the case of socio-political factors, Korea shows
relative weaknesses in freedom of trade, autonomy in labor, and healthcare
and education for living conditions.
The following are areas of improvement drawn from the analysis and
cases of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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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 effective taxation system to successfully attract foreign
investment, a scheme such as the Pioneer Status Award for major companies
along with stages of tax rates and tax reduction should be implemented.
Second, long term efforts need to be made in order to ultimately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At this point in time, however, supportive
polic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should be reformed into a foreign
customizing system and legislations need to be instigated to secur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of supporting institutions such as the free economic zone
agency.
Third, in order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foreign competitive
companies need to be attracted and this can be done by alleviating entry
regulations for major service sectors such as education and medical care.
Fourth, the ease of regulation needs to be resolved to attract foreign
companies. Above all, within the free economic zone, there needs to be more
epoch-making ways to enforce plans to relieve regulations.
Fifth, even though governmental policies cannot change the marketability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 the strengthening of connectivity with
neighboring countries like China and Japan, it can be improved indirectl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veness, it may be hard for competitiveness
of the market elements to be improved. It is nevertheless imperative that
connection by means of actively discussing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at
both the national and business levels be strengthened.
Sixth, the securing of talented workforce does not seem to be a
significant problem, but there still needs to be a strong support in attracting
talented skills, recognizing the fact that progress in attracting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in the free economic zone(FEZ) is weak.
Moreover, with the aim of attracting and nurturing talented skills for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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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ndustry, there needs to be various programs to appeal to foreign
universities after assigning specific regions by building educational districts
focused on knowledge based industries.
Seventh, the most urgent task among socio-political conditions is efforts
to improve autonomy in the workforce. Within the free economic zones, in
particular, there needs to be a strong support to ease conditions for layoffs in
the labor market, to devise a special Dispute Resolution for prompt
settlements for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 and to initiate a policy to
promote communic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Finally, although the following are not factors uncovered through the
analysis, they are still critical in successfully establishing a stable free
economic zone(FEZ): i) simplified approval process for development schemes
to promptly promote development projects, ii) implementation of a
competitive system among free economic zones and strengthening of
autonomy to induce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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