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본연구과제명: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 연구책임자
이 성 봉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은 크게 제조업과 서
비스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기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성과분석 연구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융, 유통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
접투자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특정 지표 등에 초점이 맞추어
져 이루어졌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몇 가지
투자특성별(지분율 및 투자방식 등의 진입유형 및 한국 진출이후 서
비스 활동의 국내외 포괄여부 등)로 구분하여 다양한 경제적 성과변
수를 비교하여 자세한 투자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 연구자(년도): 이성봉 외(2005)
1 - 연구목적: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별 경제적 성
과를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책시사점
주
도출
요

계량분석에 의한 실증 분석
실증분석외에 사례분석
도 실시

현행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의 진입유형을 새롭게 구분하여
경제적 성과를 비교분석
투자유형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실증분석에 기반하여 도출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과제명: "The Role of Foreign Direct - 계량분석 및 사례조사 - 일부 업종에 대해서 생산성 개선효과를 산출하여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 생산성 개선효과 확인
평가하고 있음.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한 분석 실시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연
Crisis"
구 2 - 연구자(년도): Kim, June-Dong and
Sang-In Hwang (2000)
- 연구목적: 외환위기 이후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개선효과를 측정

선
행

- 과제명: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 계량분석을 통한 실증 - 은행서비스 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에 대한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동향 분석
- 은행 서비스 분야 주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례
3 - 연구자(년도): 황상인 외(2001)
및 성과평가
- 연구목적: 은행서비스 시장 개방과 외국인투자 확
대에 따른 효과를 경쟁측면에서 평가
- 기존의 연구는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유형을 구분 하지 않고 성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투자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는 제조업 분석에 한정되어 있
본
음.
연구

단지 서비스 개방에 따 른 성과만 측정하고 있
을 뿐, 투자유형별 성
과차이 등을 분석하고
있지 못함.

서비스 분야의 투자유형을 몇 가지 차원에서 구
분하여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하여 서비스 개방,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역할
의 재평가 및 향후 동북아 금융중심지 정책과 다
국적기업 유치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실증연구가 요청됨

▣ 연구 방법
□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지분율, 투자방식(신규 아니면 인수
합병), 투자실행 후 서비스 활동의 범위(국내 또는 국내외) 등의 특
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 간 다양한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다양한 변수(주로 기업 재무정보 및 기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변수)별로 분석하여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의 성과를 평가함.
□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새롭
게 작성하여 이에 토대를 두고 계량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함.
▣ 주요 연구내용
□ 금융, 유통, 경영자문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몇

가지 투자특성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경제적 성과변수를 비교하여 자
세한 투자성과를 분석하여 과거의 정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향
후 동북아 금융중심지 정책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정책 수립
에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
□ 여기서 투자의 특성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지분율 수준(합작투자여
부),

투자방식(신규진입 또는 기존 기업의 인수를 통한 진입), 한국

진출이후 서비스 활동의 범위(국내 서비스 또는 국내외 서비스) 등
임.
□ 경제적 성과는 개별 기업의 재무성과, 고용, 생산성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제고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함.
▣ 기대 효과
□ 동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 자유화가 외환위기 전후로 이루어졌
는바, 이 자유화 정책의 성과를 투자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결과와 차별적인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정책평가 작업이 가능
함.
○ 둘째,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의 진입시 국내 기업을 인수한 경
우와 새롭게 진출한 경우를 여러 성과 측면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금융 등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보
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셋째,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서비스 활동의 범위를 파악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의 성과를 그 이외의 기업의 성과와 비교분석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정책 및 다국적기업의 지역본
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협동연구기관
□ 미국 템플대학교 최종무 교수연구팀
▣ 연구기간
□ 2006년 1월 ～ 200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