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세계화의 진전과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의 가
파른 추격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유치문제는 산업경쟁
력제고와산업구조고도화, 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
를위한핵심국가과제로대두되고있다. 1998년‘외
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지방정부들이 FDI 유치에사활을걸고있는현상

의 이면에는 해외자본 유치가 고용창출, 기술이전,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
전반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는막연한기대감이강
하게작용하고있는듯하다. 
그러나 FDI 유치가 실제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는지, 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다

면 어느 정도인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연구성과
는충분치않다. 특히현정부에서는광역개발이라는
틀만만들어주고각광역경제권이스스로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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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려는 전략은 여러나라에서 쓰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여 지역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고 있는 국 웨일즈 지역의 사례를 심층

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외국인 투자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유효한지를 알아보려 하 다.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종합한 결과, 웨일즈는 투자 유치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웨일즈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 정상적인 계획심의 과정 생략, 개발유보지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놓은 성과는 미미했다. 숙련 노동보다는 비숙련 노동, 연구개발보다는 단순조립중심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역의 기업과의 연계도 강하지 않았다. 웨일즈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면 지

역발전이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투자 유치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들간에 긴

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주요어: 외국인직접투자, 웨일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전략



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외국계 기
업유치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심화되
고 있다. 따라서, ‘FDI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전략
(FDI-l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처럼‘상
식’화되고있는정책들이더욱많이쓰이게될것으
로 전망되므로, FDI 유치가 지역경제에 실제로 어떤
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연구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해외자본유치를통해지역경제를활
성화하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외국의 주요 사례를 심도있게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할 필요
가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경제 발전에 외국인 투자

가 미친 긍정적·부정적 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공급하여 우리나라의 해외
자본유치 정책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출
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위하여본연구는해외
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
웨일스(Wales, UK) 지역의사례를살펴보려한다. 웨
일스지역의성과를부문별로자세히살펴보아, 웨일
스지역의 사례가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고 어떤 면에
서그렇지못한지알아볼것이다.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국 중앙정부와 웨일스 지

방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그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몇몇연구가있었다 (김광식, 1998; 강현
수, 2003; 정준호 2003; 김승민, 2004; 권오혁·이성
균, 2009 등). 이들 연구를 통해 국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및조직구조, 투자유치인센티브, 웨일스개
발청(Welsh Development Agency, 이하WDA)와같
은 지역개발기구의 역할, 중앙 및 지방정부 및 유관
기관의협력관계등웨일스의제도적역량확충과정
과 그 성과로서의 세계 유수의 기업유치 실적 등이
국내에잘알려져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기
존문헌들이적게다룬주제, 즉 유치이후외국인투
자자본이 웨일스 지역발전에 끼친 향에 주목하여
산업·경제 각 분야별로, 그리고 정치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경험연구를 실행하지 않고 일종의 메타연구(meta

study) 방법을사용하려하 다. 이는본연구가 FDI

의여러측면을동시에분석해야하기때문에각각의
측면에 대해 경험연구를 따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
지않기때문이다. 다행히웨일스지역은 1960년대이
후로 활발하게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온 관계로
정책의 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성과와 한계도
경제사회전반에나타나고있어, 웨일스지역에대한
많은 연구 성과물이 이미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기
존연구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종합함으로써 본 연구
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본다. 다만사용된
문헌들의 출판시기가 달라, 문헌들의 자료와 결론을
직접적으로서로비교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따라
서한두문헌에의존하기보다는, 각 항목별로가능
한한많은문헌을수집하여공통적인부분을추출하
려하 다. 

2 웨일스의해외직접투자유치현황

1) 웨일스의경제현황

국 본토의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는 국 전체
국토면적의 8.6%를차지하고있지만, 웨일스의인구
는 국 전체의 5.0%, 지역 생산량은 총 GDP의
4.3% 수준이다. [그림1]은 1990년대 이후 국 저개
발 6개지역의상대적성장추이를보여주고있다. 
국전체일인당GDP를기준으로 1989년의 84% 수준
이던 웨일스의 일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되어 2007년일인당소득은 국평균의 75% 수준에
머무르고있다(StatWales, 2009). 비록 국의지역간
발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웨일스
의 성장의 지체는 확연히 드러난다.1) 웨일스는 현재
국에서가장저발전된지역에해당한다.
웨일스 경제의 산업구조는 끊임없이 진화하여 총

일자리 중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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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반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
고 있으며 한때 웨일스 경제를 대표했던 광업부문은
급격히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부문은
여전히 웨일스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국전체의산업구조와비교하여상대
적으로 웨일스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5%

정도 높은 반면 시장서비스 역에 대한 의존도는
11%정도 낮다 (<표 1> 참고). 웨일스는 유럽에서 지
난수십년동안제조업생산량비중이증가한몇안
되는지역중의하나이며 국에서가장제조업의존
도가높은지역중의한곳이다(Bristow, 1999).
이와 같은 웨일스의 제조업 특화현상은 웨일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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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90년대 이후 국의 저개발지역의 상대적 성장 추이( 국전체=100)

출처: StatsWales (2009)

표 1. 웨일스와 국전체의 산업구조 비교

웨일스 국전체

1989 2006 1989 2006

농업, 임업및수산업 2.5 0.8 2.0 0.6
광업, 석유가스채굴업 1.3 0.4 0.9 0.4
제조업 31.3 17.9 24.0 13.3
전기, 가스및수도 3.0 1.7 2.5 1.6
건설 6.8 7.2 7.1 6.4
시장서비스 (marketed services) 33.0 42.6 43.4 54.1
공공서비스 (non-market services) 22.0 29.4 20.1 23.3

총계 100 100 100 100

자료: StatsWales (2009)



생산의 증가속도를 국 전체보다 뒤쳐지게 함으로
써 타 지역과의 성장격차를 확대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표 2>은 국산업의웨일스집중도와산업별
상대적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웨일스가 과거보다
입지지수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국전체에 비해 특
화도가 높은 제조업(입지지수=1.31)과 공공서비스
(1.26), 건설업(1.18)은 국전체적으로볼때성장률
이 낮은 산업부문에 해당한다. 반면, 웨일스가 상대
적으로덜특화되어있는산업부문인금융및비즈니
스 서비스(0.58), 교통 및 통신(0.74), 기타서비스
(0.88)는 국에서가장성장속도가빠른산업임을알
수있다.
이처럼 웨일스가 국 전체와 비교하여 성장성이

낮은제조업에특화된산업구조를갖게된원인은무
엇일까? 웨일스가제조업에높은의존도를보이게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중 금속 제조업(철강 및 알루미늄) 생
산의 증가와 전자, 자동차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Hill, 2000).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
구가 웨일스 지방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웨일스의
산업구조가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 FDI 투자유치노
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와 같은 산업

구조는 웨일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향을 미치
고있기때문이다.

2) 웨일스의해외직접투자유치실적

웨일스에서외국인직접투자를통한산업구조구조
조정과 일자리 창출은 웨일스 제조업의 성공스토리
로종종평가된다. <표 3>은 1985년부터 1999년까지
국의 각 지역의 FDI 유치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1982년부터 1992년사이에웨일스는 545개의투자프
로젝트를 유치했으며(인수합병, 조인트벤처, 그린필
드 투자 포함) 최소 3만7천 명의 고용계획을 이끌어
냈다(Hill & Munday, 1992). 웨일스는 그 기간 동안
국내에유입된외국인투자프로젝트의약 16%를

이끌어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웨일스는 국
유입 FDI 총건수의 14%에해당하는 179개의새로운
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유치하는데성공하 다.

1970년대까지웨일스투자자본은대부분미국으로
부터 들어왔다. 미국 국적 기업의 웨일스 투자는 그
린필드투자이거나잉 랜드남동부로부터공장이전
을통해서이루어졌다. 1974년당시외국계기업의고
용인구중약 90%를북미기업들이차지하고있었다.
이러한현상은 1980년대이후유럽과일본, 아시아계
제조업 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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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의 웨일스 집중도와 국 산업부문별 성장률

웨일스입지지수( 국평균=1.0) 국의성장률지표(산업전체=100)

1976년 1998년 1976-98년

1차산업및에너지 1.63 1.10 96

제조업 0.99 1.31 52

건설업 1.15 1.18 80

유통, 판매, 요식업 0.98 0.90 109

교통및통신 0.93 0.74 195

금융및비즈니스서비스 0.70 0.58 349

공공행정, 교육, 국방 0.97 1.26 25

기타서비스 1.24 0.88 252

자료: Cambridge Econometrics data. Hill (2000)에서재인용.



를 맞는다. 1999년 말 아시아계 기업의 고용은 2만
명까지 이르러 EU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Munday, 2000).2)

웨일스의투자유치산업부분을살펴보면제조업부
문의 FDI, 특히 전자 및 자동차산업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서비스부분을포함한전체FDI의지역별투자
분포는 Dimitropoulou et al.(2007)를 참고할 것.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제조업부분의 FDI는 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FDI는 런
던과 잉 랜드 남동부에 지중하여 웨일스로의 유입
은극히제한적임을알수있다. 

90년대기간동안외국인투자기업은라디오, TV와
같은전자산업 부문에서 39.6%, 자동차및운송장비
부문에서 15.7%의 GDP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산업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FDI

가차지하는비중은미약하다(Terjese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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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젝트
(단위: 건수 (%))

표 3. 국의 지역별 FDI 실적 (1985-1999)

North East 26 (7.4) 46 (14.9) 62 (13.2) 25 (3.4)
North West 28 (7.9) 52 (16.8) 37 (7.8) 79 (10.7)
Wales 45 (12.7) 40 (12.8) 53 (11.2) 45 (5.1)
Scotland 57 (16.2) 34 (11.0) 72 (15.2) 75 (10.2)
원조지역합계 156 (44.2) 172 (55.7) 224 (47.4) 224 (30.4)
York and Humber 16 (4.5) 11 (3.5) 44 (9.3) 40 (5.4)
West Midlands 63 (17.8) 87 (28.2) 77 (16.3) 99 (13.4)
East Midlands 19 (5.4) 10 (3.2) 22 (4.6) 25 (3.4)
South West 15 (4.3) 8 (2.6) 17 (3.6) 44 (5.9)
South East 84 (23.8) 21 (6.8) 89 (18.8) 283 (38.3)

국전체 353 (100) 309 (100) 473 (100) 738 (100)

지역 1985 1989 1995 1999

(나) 일자리 창출
(단위: 건수 (%))

North East 1,987 (8.0) 4,495 (15.2) 6,075 (14.0) 3,399 (6.7)
North West 2,271 (9.2) 2,646 (8.9) 3,622 (8.3) 4,664 (9.3)
Wales 2,416 (9.7) 3,664 (12.4) 4,429 (10.2) 4,108 (8.2)
Scotland 4,971 (20.0) 4,551 (15.3) 9,092 (20.9) 10,804 (21.4)
원조지역합계 11,645 (46.9) 15,356 (51.8) 23,218 (53.3) 22,975 (45.6)
York and Humber 2,263 (9.1) 600 (2.0) 1,764 (4.0) 1,166 (2.3)
West Midlands 5,197 (21.0) 5,629 (19.0) 7,074 (16.2) 6,458 (12.8)
East Midlands 778 (3.1) 4,073 (13.7) 1,437 (3.3) 325 (0.6)
South West 1,281 (5.2) 1,848 (6.2) 1,718 (3.9) 4,805 (9.5)
South East 3,649 (14.7) 2,163 (7.3) 8,345 (19.2) 14,701 (29.2)
국전체 24,813 (100) 29,669 (100) 43,556 (100) 50,430 (100)

지역 1985 1989 1995 1999

출처: Jones & Wren (2006).
비고: 투자프로젝트실적은창업, 인수합병및조인트벤처, 그리고재투자를모두포괄함. 일자리수는프로젝트개시당시제출된숫

자임.



웨일스에입주한 FDI 기업의입지결정요인에대한
실증분석은 웨일스의 제조업 직접투자 유치의 성공
이낮은노동임금, 양호한도로기간시설, 그리고정
부지원금 (grants)과 기타 금융지원 때문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Hill & Munday, 1992). 웨일스에 유입된
최근의 직접투자는 웨일스 남동지역과 북동지역에
주로 집중되었는데(Devereux et al., 2007), 그 이유
는그지역이 국주요소비시장과유럽시장에대해
서 좋은 도로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근의
잉 랜드도시와달리정부지원금을받을수있는원
조지역(Assisted Areas)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다국적기업은 핵심 소비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는 한편 낮은 노동비용과 풍부한 노동시장과
같은우호적인지역생산조건을활용하기위하여웨
일스에들어온것이라고볼수있다. 

3. 해외자본유치가웨일스

지역경제에미친 향

본 장에서는 웨일스의 FDI유치가 웨일스의 지역
경제발전에 어떤 향을 미쳐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한다. 먼저투자유치의경제적효과를고
용, 연구개발, 산업구조·생산관계·직업훈련, 지역
내 조달 및 지식전파 등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다국적기업의 지역적 착근성과 지역내 집
적경제효과창출여부를검토한다. 

1) 고용

먼저, 대표적인 FDI 직접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이
외국계투자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다. 표면적으
로는 자동차 부품 및 전자 부문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 보조금이 집중된 결과 이 산업부문들에서 직접
투자 유치의 성공과 그에 따른 직접 고용 및 임금율

의 상승을 보 다. 웨일스청(1997)의 집계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외국투자기업은 전체 제조업 노동력의
1/3 수준인 7만5천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중약 3만명이전자및자동차부문에종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통계(Census of

Employment/Annual Employment Survey) 데이터
에따르면전자및자동차산업고용인구의 70%를외
국투자기업이 담당한다는 계산결과가 나온다. 그러
나 Lovering(1995)은이에대해 1985-1994년기간동
안 외국투자기업의 총 일자리수 증가는 2만2천 명이
었는데, 이중 1만8천 명은 기존 기업의 합병에 의한
것이고 FDI에 의한 고용 순창출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고지적했다. 아울러, 주고용분야가낮은기술수
준을 요구하는 조립가공 직종이어서 상대적으로 저
임금을 받는 분야라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보았다
(Munday, 2000).
둘째, 외국계기업은같은부문의국내기업에비해

보다 생산규모 및 고용관계가 안정적이라는 보편적
인인식이존재한다. 그러나최근의웨일스의사례는
고용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9년부터 1993년 사이의 웨일스에 입주한 외국계
제조업 기업의 고용변화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사업체폐쇄와매각, 가동축소는이기간동안거의
3만5천개의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신규일자리창출에는일본, 한국을포함한아시
아 제조업 기업의 기여가 큰데, 일본의 불황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이들 국가
의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외국에 입지한 다국적기
업의 고용에도 큰 변동을 가져왔다. 한 사례로 1996

년 17억파운드(￡)의투자금액과 6,100명의신규고
용창출을 약속하고 웨일스개발청으로부터 1억2,400

만파운드(￡)의 보조금을받고사우스웨일스(South

Wales) 지역 뉴포트(Newport) 시에 입지한 LG전자
는 2003년 CRT 브라운관 공장을 폐쇄하면서 950여
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데 이어, 2006년에는 LCD 모
니터공장을폐쇄하면서 300여개가넘는고용을감축
하고사실상뉴포트시와결별했다. 고용규모가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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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을 때조차도 2,000명을 넘지 않았다(Telegraph,
2006년 8월 19일자신문)

2) 연구개발

웨일스 지역에 들어온 해외자본은 대부분은 연구
개발활동을거의수행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
다. R&D를수반한 FDI 프로젝트의대부분은남동지
역(SE) (24.4%), 동부지역(Eastern) (22.2%) 및 런던
(15%)에 입지하고, 웨일스, 잉 랜드 북동부 (NE),
중동부 (East Midlands)에는 1% 미만이 입지한다
(Dimitropoulou et al., 2007). [그림 2]는 국의 지
역별연구개발투자및과학기술인력현황을보여준
다. 웨일즈는 북동부(North East)와 노던 아일랜드
(Northern Ireland)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지출이 가
장 미약한 지역이며, 과학기술인력에서도 웨일즈는
이들 지역과 함께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은 국내의 혁신활동의 대부분은 런던을 포함한 잉
랜드 남동지역(London, East, South East)에 편중

되어있을보여준다.

3) 산업구조, 생산관계, 직업훈련

다국적기업은 해외 각지에 입지하고 있는 자회사
들의 지역적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노동과정을 분리
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 이에따라다국적기
업은웨일스에주로제조및조립역할을담당한다는
기능부문을 입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oberts(1996)는 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인력중 60%가조립및가공노동자로분류되
는 반면, 웨일스의 경우 77%가 조립 및 가공 노동자
로분류된다고보았다. Morgan(1991) 역시웨일스에
들어온 전자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구개발
(R&D)을수행하지않는점을지적하며웨일스는“분
공장”문제(branch plant syndrome 또는 branch

plant problem)에처해있다고주장했다. 분공장문제
란 다국적기업이 상위기능은 더 발전된 지역에 집중
하고 주변부 지역에는 저숙련기술을 활용하는 노동
과정만위치하게되는경우를말한다. 
웨일스에 FDI가 한창 진행중이던 1988년 웨일스

행정위원회가웨일스에입주한투자기업을대상으로
한설문조사(Welsh Affairs Committee, 1988)는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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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웨일스에 입주한 외국계 제조업 기업의 고용변화 (1979-1993)

미국 ` EC      
` EC에가입하지

일본
`

기타
`

계
`

않은유럽 `

1979년초기고용인구 40,700 5,600 3,600 2,700 6,200 58,800

신규고용창출 +5,000 +2,700 +1,500 +6,900 +800 -

사업체폐쇄 -4,900 -1,000 -500 n.a. +300 -

인수합병 +9,400 +8,000 +2,000 n.a. n.a. -

매각 - 9,300 -100 -1,900 n.a. -1,000 -

사업확장 +2,100 +1,000 +900 n.a. n.a. -

사업축소 -11,600 -1,500 -500 n.a. n.a. -

순변화 -9,400 +9,000 +1,500 +8,500 -400 9,200

1993년의고용인구 31,300 14,600 5,100 11,200 5,800 68,000

비고: n.a.= not available.

출처: Stone & Peck (1996). Munday (2000)에서재인용.



스가 분공장 문제를 겪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일부사업체수준에서의개발(Development) 기능이

일부 존재하나 보다 근본적인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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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별 연구개발 지출

그림 2. 국 지역별 연구개발 투입현황

비고: 과학기술인력의단위는천명임.
자료: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 StatWales (http://www.statswales.wales.gov.uk)

(가) 지역별 과학기술인력(HRST) (2005년)



다. 또한사업체의의사결정자율성은매우제한적이
어서 높은 수준의 경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체
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웨일스 외부에 있는 기업
본사(headquarter)로부터 통제를 받는다고 보았다
(Munday, 2000). 2000년대들어비슷한조사를수행
한 Phelps et al. (2003)에 따르면 최근 들어 상당수
의해외제조업자본이과거의분공장체제에서벗어
나 연구개발이나 판매·마케팅 조직도 함께 입주시
키는것으로나타났다(<표 5> 참고). 하지만 Munday

(2000)에의하면이기업들대부분은 R&D 통계에대
한 OECD 지침인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이 정의하는 기초 및 응용연구(basic and

applied researches)라기보다는개발및엔지니어링
역할을하고있을뿐이다. 
물론, 연구개발기능을제외한단순조립생산조직

단위를 웨일스에 주로 입지시키는 것은 많은 국계
기업에게도 해당한다. 그러나 외국계기업의 지역적
분업활동(spatial division of labor)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비용절감을 목표로 생산기능만
웨일스에 입지시킨 다국적기업의 경우 언제든지 웨
일스의 비용조건이 나빠지거나 단순생산을 위한 더
나은 비교우위지역이 나타다면 언제든지 웨일스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웨일스에 위치한 외
국계기업 내부의 상위기능의 결손 문제는 고기술인
력의 고용기회를 제한하여 지역의 장기 경제발전을
방해하는저숙련균형상태를만들위험을안고있다.
고숙련기술을 요구하는 일자리의 부족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인력들이 지역을 떠나도록 만들어 웨일

스의 미래성장을 이끌 잠재적인 기업가나 혁신가들
을감소시키게된다.

4) 지역내조달과지식전파

지역내 산출입관계을 살펴보면 Roberts(1996)와
Phelps(1997)는웨일스가제조업최종재화의지역외
수출비중은높으나, 중간재수입량역시높아공급사
슬의 하위단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해로운
효과를 준다고 보았다. Phelps(1997)는 미국계 기업
이생산한제품의 55%와일본계기업이생산한제품
의 41%가웨일스지역외부로수출되지만, 미국계기
업이웨일스로부터조달하는원료는 13%, 일본계기
업의경우는 18% 수준인것으로관찰했다.
웨일스 지역에 투자한 외국계기업의 미약한 지역

조달 상황은 선진 경 ·생산지식이 공급사슬
(supply chain) 상의 구매자-공급자 관계를 통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 관계는 Pickernell(1997)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것과 같이 가장 확실한 지역단위의 지식전파 채널이
다. Munday et al.(1995)가 사우스 웨일스에 입주한
일본 전자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
기업으로부터지역업체로기술이전이일부발생했으
나, 지역공급업체의기술숙련도는향상되지않았다.
그 이유는 웨일스에 입지한 일본계 기업들이 상위기
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상위기능 기술에 대한 지
역수요가제한적이었기때문이다. 물론, 직접적인기
술이전이유일한경로는아니다. 지난 10년동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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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웨일스지역에 입주한 해외소유제조업체의 공동입주 유형(Phelps et al., 2003)

입지유형 사업체수(%)

전후방(upstream and downstream) 기능공동입지 66 (37.1%)
제조부문과연구개발/디자인부문의공동입지 27 (15.2%)
제조부문과판매/마케팅기능의공동입지 44 (24.7%)
통합적제조(integrated manufacturing) 기능입지 17 (9.6%)
제조조립기능만입주 24 (13.5%)

계 178 (100%)



의 자동차 부품 및 전자산업에서 일본식 생산방식을
모방·채택하는경향이크게확산되었다 (Munday et

al., 1995)

5) 지역적착근화

최근 들어 유치지역의 제도적 역량이 신장되면서
다국적기업의 공장들이 지역경제에 점차 착근되고
있다고보는연구성과가있었다. Young et al.(1994),
Cooke et al.(1995) 등지역적착근성의 심화를주장
하는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낙후된 지역들도 높은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유치하 으며, 유치된
FDI기업들은지역공급업체들로부터높은자원조달
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발전기구 및 다른 지원조직
들과 긴 한 협조관계를 유지하 다는 것이다. 따라
서일부연구자들은지역들사이의제도적역량의차
이가 지역에 유치된 외자기업의 착근화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Cooke et al., 1995;

Morgan, 1997).
이문제에대해, Phelps et al.(2003)은 국웨일스

지역에입주한외자기업의지역적착근성여부를 (1)
입주한외국인투자사업체가전체다국적기업에서차
지하는 지위 및 기능, (2) 연구·개발·디자인 활동,
(3) 공급망(supply chain) 및 지역으로부터의 조달관
계, (4) 기술및숙련훈련, (5) 지속투자등 5개의지표
를활용하여분석하 다. 비록웨일스와잉 랜드북
동부지역에 입주한 해외투자 제조업체의 활동이 분
공장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이 제조업체들이 지
역에 착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연구자들은 주장
하고 있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조달 수준이
여전히 낮고, 해외투자 제조업체와 토착업체 사이의
협력연구개발(R&D) 연계수준이매우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이 재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역의 산업연관관계가 미치는 향 역시 미미한
것으로나타났다. Phelps et al.(2003)은이와같은현
상을 분공장경제로 볼 수는 없으나‘확장된 비지(飛
地) (extended enclaves)’로 명명할 수 있다고 주장

하고있다. 해외투자기업이모국과강한연계를갖고
유치국과는 약한 연계를 갖는 관계를‘비지
(enclave)’적 관계로 본다면‘확장된 비지’란 FDI가
유치국가와 연계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소수의
선별된 지역 공급업자와 지역개발기구들과만 강한
연계를 갖고 자기업의 생산활동에 최적화된 지역 직
업훈련 시스템의 조성을 지역에 요구하는 경우를 말
한다.

6) 지방정부들 사이의 과도한 외국인집적투자
유치경쟁

대형 해외자본의 지역 투자유치 성공은 지방정부
의 입장에서는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제로섬(zero-sum) 게임에 가깝다.
90년대이후대형해외자본유치를위한 국지방정
부들 사이의 과다경쟁은 많은 전문가들을 우려하도
록만들었다. 가장심각한이유는지방정부간투자유
치 경쟁이 지역이 갖고 있는 부존요소 상의 지역적
우위나 제도 하부구조의 효율성에 의존하지 않고 단
지 외자유치를 위한 재정보조금 인센티브에 과도하
게의존해왔기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가투자유
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사업체의 입지 요구를 맞추면
서(space customization), 지방정부의지역계획프로
세스가 지역 투자유치 성사에 종속되는 문제점이 발
생하여 왔기 때문이다(Tewdwr-Jones & Phelps,

2000). 
특히 90년대 아시아 대기업의 대규모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벌어진 지역간 과열 경쟁은 재정손실
이나토지계획측면모두에서심각한수준이었다(<표
6> 참고). 지역들은 상당한 일반보조금(grant aid)과
부수적지원금을투자기업에게지원하기로약속하는
한편 신속한 토지 계획절차를 추진하면서 투자지역
의 환경 향에 대한 정 조사를 간소화했다(Phelps

& Tewdwr-Jones, 1998). Peck(1996) 역시 아시아계
대기업의 투자유치 경쟁의 핵심에는‘맞춤형 부지
(customised purpose built spaces)’의 공급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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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LG가 입주한 부지는 사우스
웨일스에서 가장 높은 가치평가를 받는 지역이었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땅과 전용 자원들이 외국계기업들에게 넘겨진
것이다(Tewdwr-Jones & Phelps, 2000).

4. 결론

지역의 경제적 번 을 위한 수단으로 해외 제조업
을 유치하는 전략은 지역경제발전의 한 대안으로 점
차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외자 유치를 통해서
산업 구조변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으로알려진 국웨일스의‘FDI 유치를통한지역
발전전략’의성과와한계들을경제적이슈뿐만아니
라정치사회적이슈들을포함해서살펴보았다.
외연적으로웨일스의제조업부문은 FDI유치에힘

입어 상당히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굴지의 거
대 다국적기업은 국 내 제조기반으로 웨일스를 선
택했으며, 이 해외투자자들은 더생산적이며, 더 높
은 임금을 지불하며 새로운 직간접 고용을 창출했으
며 지역주민의 소득과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웨일
스가쇠락지역으로부터제조업중심지역으로변화하

는데기여를했다. 아울러해외다국적기업은산업관
계, 작업조직, 기술혁신 측면에서 지역 기업들에게
전시효과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들에
서이와같은가시적경제성과를 FDI 유치를위해추
진한 웨일스 지방정부의 제도적 개혁의 산물, 다시
말해 웨일스개발청(WDA)을 포함하여 타 지역과 차
별되는 제도적 역량강화 노력의 산물로 보았으며 웨
일스를 FDI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로 제
시해왔던것이사실이다. 하지만본연구에서살펴본
것과같이 FDI 유치가웨일스지역발전에 미친성과
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웨일스는저성장산업특화의덫에서헤어나오지못
하고 있으며 국의 다른 지역과의 성장격차는 지속
적으로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이처럼 FDI가장기적지역경제발전에미치는효과

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1970년대 이후 웨일스
지역경제의 초기조건과 연관지어 이해하여야 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초에 국정부및웨일스정부
가 해외자본의 지역 유치를 강조했던 배경에는 주변
부지역의구조적침체, 높은지역실업률, 그리고국
내기업의 웨일스 신규투자 기피가 있었다(Davies &

Thomas, 1976). 저개발 지역의 수요창출을 위한 중
앙정부의 직접개입을 기피했던 보수당 정부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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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990년대의 국내 대형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간 경쟁 사례(Tewdwr-Jones & Phelps, 2000)

투자기업 산업 국적 년도 초기투자금액(￡) 일자리창출 유치경쟁지역 최종유치성공지역

토요타 자동차조립생산 일본 1990 7억 3,000 중동부, 웨일스 잉 랜드중동부

삼성 전자 한국 1994 4억4,300만 3,000 북부, 웨일스 잉 랜드북부

지멘스 반도체 독일 1995 11억 1,800
북부, 중서부, 

잉 랜드북부
스코틀랜드

현대 반도체 한국 1996 25억 1,600 스코틀랜드, 북부 스코틀랜드

LG 전자및반도체 한국 1996 17억 6,100
웨일스, 북부, 

웨일스
스코틀랜드

에이서 컴퓨터주변기기 대만 1997 3천만 1,000 웨일스, 북부 웨일스



국상황으로웨일스에서는해외기업유치를통한발
전전략 외에 다른 대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그 결과 비교열위의 웨일스 경제환경은
외국계기업의 입지결정에 있어서‘역선택’의 결과를
창출했다고 보아야 한다. 웨일스가 제공하는 풍부한
저임금노동력, 상품시장에대한근접성과함께금전
상의 인센티브가 그동안 외국계기업이 웨일스에 입
지하게만든가장큰요인이었기때문에, 외국계기업
은 웨일스 지역에 착근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으
며, 조립제조위주의낮은생산공정, 지역공급업체와
의 낮은 연계, 지역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른 급격한
고용변동등의부작용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국 중앙정부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미시적 수준의 경제·산업정책을 활용하는 대신 금
전상의 인센티브 제공에 집중했으며, 지방정부들은
보조금을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대형 FDI를 유
치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FDI를규제할수있는국가수준의거버넌스가존재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간 FDI 유치경쟁은 외국계
기업의협상력만강화시켰으며지역경제를다국적기
업의 내부 경 결정에 의존시켜 금전상의 인센티브
가 소진되면 외국계기업이 지역을 떠날 가능성만 훨
씬높여주는결과를가져왔다.
지난 19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상당한 외국자본

을 유치하 음에도 불구하고 웨일스는 오늘날 국
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들 중 하나이다. 이것은 투자
유치의 성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지표가 아니
라는 점을 말해준다(Brand et al, 1997; Munday,

2000). 웨일스내부에서도 FDI유치가지역경제의장
기적 발전에 무조건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인
식이증가하여 1999년지방분권과웨일스의회정부의
설립이후웨일스는 FDI 유치정책일변도에서 고부
가가치사업유치, 지역의토착기업육성과숙련·혁
신·창업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WAG, 2002;

2003). 웨일스 의회정부는 우주항공과 자동차, 통신

과 IT산업, 재생에너지와관광을미래유망투자산업
으로 선정하고 경쟁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
으며, 값싼 노동력을 경쟁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근본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교육수준 향상을 통해 개
개인의 숙련 및 혁신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지방분권이후 2006년 FDI 유치의독보적역할을
담당해오던 웨일스개발청(WDA)과 다른 두 독립 공
공기관인웨일스관광위원회(Wales Tourist Board)와
웨일스교육훈련위원회 NCETW/ELWa (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 and Training for

Wales/Education and Learning Wales)를 웨일스의
회정부에흡수합병한것은해외자본투자유치, 교육,
관광을 종합적인 지역발전전략 틀 내에서 추진하겠
다는 의지로 보인다. 웨일스의회정부의 신경제개발
전략(WAG, 2002)의 헤드라인에“경제성장, 사회정
의, 그리고지속가능한균형발전을모색하기위하여”
라는 표현은 웨일스가 처한 딜레마와 경제정책의 선
회를잘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웨일스 FDI 투자유치가 지역

발전에미친성과와한계는우리정부가추진하고있
는 FDI 유치정책의 계획과 집행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필요한여러가지판단근거를제시하는적절한사
례이다. 특히, 지역에 배태된 경쟁우위(regionally

embedded competitive advantage)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산업·지역정책을 병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
앙정부가 보조금 인센티브를 지방정부에게 제공하
고, 지방정부간 FDI 유치경쟁을 자극하는 정책이 갖
는위험성을웨일스의사례는명확히보여주고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정부간 과도한 유치경쟁이 낳는
낭비적 입찰을 막고 효과적인 FDI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기업에 제공하는 금전상의 인센티브 뿐만 아니
라, 유치후보지의개발기구들사이의—인센티브패
키지구성, 입찰, 지역마케팅 등에있어서—협력과
조정, 그리고투자유치를지원하기위한합리적토지
개발계획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 모두가 필요하다는
Tewdwr-Jones & Phelps(2000)의 제언은 적실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도 웨일스의 FD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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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지역발전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교훈삼아 그동
안 한국 내에 들어온 외국계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성과및손실을재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판
단된다.

주

1) 수치는 1989년 국 평균 일인당 GDP의 73% 수준이던

북아일랜드의일인당소득이 2007년 81% 수준으로향상

한것과대조적이다.

2) 웨일스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원국적과 이들의 고

용규모의시기별자료는Munday(2000)을참고할것.

3) 서비스 부분을 포함한 전체 FDI의 지역별 투자분포는

Dimitropoulou et al.(2007)를 참고할 것.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조업부분의 FDI는 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는반면, 서비스업의 FDI는런던과잉 랜드남동

부에지중하여웨일스로의유입은극히제한적임을알수

있다. 

4) 물론, 직접적인 기술이전이 유일한 경로는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의 자동차 부품 및 전자산업에서 일본식

생산방식을 모방·채택하는 경향이 크게 확산되었다

(Munday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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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Assessment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l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 Case Study of Wales, UK

Dongheon Lee*·Jung Won Sonn**

Abstract：Attracting advanced foreign enterprises into the less-developed regions has gained
increasing importance as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Korea.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foreign-direct investment-l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Wales, United Kingdom. Despite
a high FDI inflow in manufacturing, the Welsh regional economy has suffered from specialization
in low-skilled assembly with limited R&D activities, insufficient linkage with local domestic
suppliers, and violent fluctuation in local employment in response to changes within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This tendency shows that the foreign-invested companies have neither
locally embedded themselves enough nor created the external agglomeration economies 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the Welsh local government’s excessive dependence on financial
incentives packages to induce multinationals, rather than effort to create regional innovative
capacity, has resulted in a sizable fiscal loss, an abused local planning process, and subordin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on foreign investors. The Welsh
FDI case suggests that an effective FDI attraction policy should include inter-reg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the inward investment attraction procedure, a comprehensive land use
planning process, and state-level concrete governance on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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