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는 국의 역사에
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낙후지역이다.
전통적으로 국의 경제력은 런던을 중심으로 한 동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왔으며 맨체스터, 리버풀 등의

중부지역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은 주변적 위치를 벗어
나지 못했으며, 특히 1970년대에 웨일스의 탄광 및
철강산업이몰락하고스코틀랜드의조선산업이경쟁
력을 상실하면서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국정부는 웨일스를 비롯한 이들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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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웨일스개발청의 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산업입지론적 관점

에서 검토한다. 웨일스 지역의 경제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주체로서 웨일스개발청은 그간 기업 유치에 많은 성

과를 거두었으며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웨일스개발청의 기업유치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웨일스 사례는

전문 기업의 유치와 창업이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전문 기업의 유치는 지역 내 고용과 지역 주

민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존의 지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기회를 부여한다. 둘째, 이 사례를 통해 지역경

제 발전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인 홍보활동이 실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것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넷째, 웨일스개발청이 기업유치를 위해 그간 제공해온 각종 인센티브들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 는 바, 그것들은 특히 기업들의 초기투자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다섯째, 웨일스에서

의 기업유치 과정이 지역적 산업전문화 전략을 간과함으로써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산업 경쟁

력을 제고하는 데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 다는 점이다. 

이 사례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적 시사점은 그간 산업입지 연구에서 주변적 위치만을 차지해왔던 행태주의 입지론의 의의

를 재발견하 다는 점이 될 것이다. 더하여 그것은 편익과 비용을 기초로 한 고전적인 입지모델을 여전히 지지하며 산업클

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웨일스, 웨일스개발청, 기업유치, 행태주의 입지론, 산업입지,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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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1)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이 지역개발기구들은 주로 국내외의 기업 유치에 정
책의중점을두어왔다. 
이 연구는 국 지역개발청의 하나로서 웨일스개

발청(Welsh Development Agency: WDA)의 기업유
치정책을 검토하려 한다. 웨일스개발청은 웨일스의
경제적 번 을 촉진할 목적으로 국 정부가 설립한
지역개발기구(RDA)로서, 웨일스 지역의 경제개발을
보다실질적으로추진해온핵심주체중하나라고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재정의 대부분을 국 정부로부
터 직접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부출연기관
(National Assembly Sponsored Public Body)이었
다. 그러나 2005년에 웨일스 주정부는 지역경제정책
에 있어서의 통합적 운 의 필요성을 내세워 웨일스
개발청을주정부내로통폐합하 다.
웨일스개발청은 그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

화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러 측면에
서여타국가와지역들에벤치마킹의교범이될만하
다고생각된다. 웨일스는 국내에서산업적으로불
리한 여건이었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상
대적으로높은경제성장을이룩한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웨일스개발청의 기업유치 전략

과성과를분석하는것과함께그것을주요산업입지
이론에 비추어 검토하는데 있다. 특히, 기업유치 과
정을‘행태주의입지론,’의관점에서해석하고, 이밖
에도‘입지적 비용-편익론,’‘산업클러스터론’등을
기초로 하여 웨일스의 기업입지 전략과 성과를 평가
하고자한다. 

2. 웨일스지역경제의개관

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Wales)는 전통적
인 농업지역이자 낙후지역이다. 웨일스의 인구는 약
300만명으로 국전체인구의약 1/20이며, 면적은

20,779km2로서 국 전체 면적의 1/11, 남한의 1/5
가량이다. 주도인 카디프는 32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항구도시로서웨일스주정부와웨일스개발청본부가
위치하고있다.
이지역은오랜기간농목축업과함께석탄과철강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18세기 말 철과 석탄의
채굴이본격화되면서광업및철강산업이지역의주
종 산업으로 성장하 다. 그러나 2차 대전을 전후하
여부존자원이점차고갈되면서광업및철강산업은
사양화되기 시작하 다. 이후 웨일스의 산업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는데, 특히 1970년대에는 광업
및 철강산업의 급속한 쇠퇴로 산업공동화가 심각하
게진행되었다. 1970년대후반에는 국경제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는데, 웨일스
는 고용, 생산, 생산성, 무역실적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서상황이더욱열악하 다. 

웨일스를 비롯한 국의 이러한 산업적 침체는 일
반적으로 경제시스템의 취약성과 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반산업적 신드롬이 낳은 결과로 설명된다
(Cooke and Morgan, 1998). 소위 국병으로 불리
는 과도한 복지 지출과 강성 노조의 대두는 국 기
업들의 경쟁력을 추락시켰다. 더하여 1970년대 중반
에 북해 유전이 채굴되면서 발생한 과도한 기대심리
와내수경기과열, 그로인한국내요소가격의등귀
는 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
다. 
그런데 웨일스가 국 내에서도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빴던 것은 산업기반의 취약성과 접근성의 불리 등
입지적조건에서뿐아니라, 낮은연구개발(R&D)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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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웨일스의 인구와 면적

구분 인구(명)  ̀ 면적 (km2) 인구 도 (명/km2)

웨일스 2,946,200 20,779 142

국 59,623,000 242,000 246

EU 376,455,000 3,191,000 118

출처: http://www.wda.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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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부적절한 숙련 노동력 공급시스템, 취약한 기업
간네트워크, 비효율적인전문협회, 안정적인정부정
책및제도의취약, 장기적인투자자본의부족등에
기인한것으로지적된다(Cooke and Morgan, 1998). 
웨일스 지역이 이러한 산업적 침체를 극복하고

1980년대이후 국평균이상의경제성장을이룩한
데는, 국정부의지원정책도일정한역할을하 지
만 지방정부와 지역개발기구의 정책이 주효했던 것
으로 평가된다. 국에서 혁신적인 지역개발 아이디
어은 지역 현장으로부터 나왔으며 상향식(bottom-

up) 접근이라불린다(http://www.wda.co.uk). 

3. 웨일스개발청의주요기능과
기업유치활동

1) 시기별기능의변천

1976년에개청한이래웨일스개발청은지역경제발
전정책의수립과집행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했다.
특히웨일스산업경제정책의중심이기업유치와창
업 활성화에 맞추어지면서 웨일스개발청의 역할은
더욱증대되었다.
웨일스개발청의 기능은 그간 상당히 변화되어 왔

다. 설립초기에웨일스개발청의정책은주정부가소
유한 석탄 및 철강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와 기업유치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석탄 및 철
강산업의쇠퇴를더이상멈출수없음이드러나면서
웨일스경제는점점더외국인투자에의존하게되었
다. 웨일스개발청은역외자본유치에중점을두게되
었고 점차 웨일스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방 거버넌
스에있어서주도적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웨일스개발청의 외자유치 전략 역시 그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 기구가 설립 이후 상당기간 동안
웨일스개발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
하여토지개발, 공장부지조성, 산업용도로개설등

물리적인프라를조성하는데에역점을기울 다. 웨
일스개발청은 지역적 산업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투
자를 담당했는데,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용
지의지정, 도로와시설의건설, 여기에입지하게 될
기업의임원들을위한주택과각종주거지개발등을
수행하 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 유치 등에 상당히
성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통해 웨일스
는 전통적인 낙후지역으로부터 신흥 공업지역으로
도약할수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웨일스개발청의 정책

은 대폭 전환된다. 그간의 하드웨어 개발 중심의 전
략을 보다 무형적이고 정보적인 부문(soft info-

structure)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후 웨일스개발청은
빠르게변화하는비즈니스환경및점점더세분화되
고 다양해지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최상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 기반을 확충하 으며 역동
적인경제흐름에앞서나아가기위한연구개발에투
자를확대하 다. 
그것은 한편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서비스 포트폴

리오를직접제공하는것으로부터, 자체서비스와다
른 기관들의 서비스 기능들을 연계하는 관리활동으
로전환된것으로볼수있다. 새로이비중이높아진
사업으로는 토착적 중소기업과 외국인 소유 현지공
장들 모두를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 중소기업
을 위한 기술 이전 서비스,2) 노동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직업 교육훈련서비스는
상당히효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 기능 전환은 다양한 상황적인 변화와 함께

기존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WDA, 2003a). 그
요인으로지적되는것은지역내에입지한기존공장
들의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요구 증가, 새로운 교육
훈련과 제도 재정비 등에 대한 필요성, 중소기업의
유치와육성을무시해온것에대한비판, 외국인직
접투자(FDI)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재정역량의 점진
적감소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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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유치를위한주요활동

30여년동안기업유치활동을수행해온웨일스개
발청의 역외기업 유치 및 창업기업 지원전략은 매우
복합적이고다양하 다. 그리고전술한바, 웨일스개
발청의 사업방식은 종래의 물리적 인프라 개발로부
터기술적, 정보적인지원으로전환되어왔다. 
웨일스개발청은웨일스에서사업을시작하거나확

장하려고 하는 기업을 위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 다. 웨일스개발청이 웨일스에 대한 잠재 투자
자및기관들에게제공하는주요서비스는다음과같
다(http://www.wda.co.uk).

해외기업들에대한웨일스입지홍보
인력채용자문및직원교육에대한지원
부지및개발용토지선정을위한전문가자문
웨일스 방문환 단(Welcome to Wales team)을
통한개인및동반가족이주지원
적극적인프로젝트관리지원
지원금관련서비스및자문
웨일스 내의 기업 설립 및 운 시 지속적인 지
원및자문서비스제공

즉, 웨일스개발청의활동은기업유치를위한정보
제공과서비스지원에집중되었는데, 이사업들중에
서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각국 기업들에 대한 홍보
활동, 노동력채용 자문서비스와 교육훈련 관련 서비
스, 그리고부동산관련서비스라할수있다.
웨일스개발청이기업유치를위해무엇보다도중점

을 둔 것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웨일스의 투자환경을
홍보하는일이다. 그것은단순히웨일스의입지적우
수성과다양한정책적지원내역을알리는것만은아
니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새로
운입지를물색함에있어서필요로하는상세한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다. 웨일스개발청은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에 지사를
설립하 다. 1989년에는 서울에도 지사를 설치하
다.

새로입지하는기업이받을수있는혜택을소개하
고주선해주는것도웨일스개발청의주요임무이다.
웨일스에 입지하는 기업들은 각처로부터 다양한 형
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웨일스개발청은 이에
대한자세한안내와함께자문을한다. 
또한 웨일스개발청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와 프로

젝트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별 기업의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기술적인 사항과 계약에
대한 자문, 그리고 사업비 산정 등을 포괄적으로 지
원하며, 나아가 웨일스개발청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
용하여 적합한 컨설턴트 및 시공업체의 리스트를 제
공하고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기술평가서비스도 실시
하 다(http://www.locate-in-wales.com).
웨일스개발청은기업유치에만관심을가지는것이

아니라 유치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쟁
력을가질수있도록지원하 다. 기업및고용의성
장 지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공급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인데, 투자 이전 단계에서부터
투자과정, 그리고투자이후까지일관되게투자자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이는 기업유치 활동이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
으로 발전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기업
유치가어렵게될것임을알고있었기때문이다.
여기에는 국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기타 지

역 공공기관들이 협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
다. 웨일스개발청은카디프및뉴포트콜센터이니셔
티브와 서부웨일스 컨택센터포럼(Contact Centre

Forum West Wales) 등의기관, 그리고그밖에부문
별 전문 협력기관과 협력하 으며, 유치된 기업들에
게다음과같은서비스를제공하 다.

직원교육지원
채용관련자문
부지및시설선정지원
금융지원
전문프로젝트관리지원
연락체계구축

이에 더하여 웨일스개발청은 지역내 기관들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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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 간의 상호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
로기업들을지원하 다. 그것은일부현지공장관리
자들이경제및시민생활면에서일정한역할을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협회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
을고려할때상당히중요한것으로평가된다. 
웨일스개발청은 이러한 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해 팀웨일스(Team Wales)라는 특유의 기업
지원제도를도입하 다. 이는투자기업들이필요로
하는 것들을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업들
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팀웨일스는웨일스전역에서활동하고있는공
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웨일스개발청 주도 아래 협
력관계를형성하여기업들이웨일스에서정착, 성장,
발전 및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 다. 즉, 팀 웨
일스는관련공공및민간기관들이공동으로참여하
여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패키지형의
지원체계라고할수있다. 
팀웨일스의주요활동으로는다음을들수있다. 
투자계획전반에걸친조언과지원제공
프로젝트별프로젝트매니저배정
보조금및금융혜택에대한자문제공
적절한부지선정지원
직원고용및전문적인훈련지원
원료및부품공급업체에관한정보제공등

웨일스개발청의 투자유치팀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할 때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상세히 검
토하여, 웨일스전역에서활동하고있는각종단체들
과 협력을 구축하여 외국인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지
원하 다. 

3) 기업유치지원시책

웨일스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
브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전통적인
낙후지역으로서, 산업입지 조건이 불리하다고 평가
되기 때문이다. 국정부, 웨일스 주정부, 웨일스개
발청, EU 등이 제공하는 입지보조금과 조세감면, 금

융 인센티브, 용지 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그간 기업
유치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웨일스개
발청은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각종의 입지 인센티
브를소개하고주선하는창구역할을수행하 다.
웨일스의 공업지역에 입지하는 기업들은 특별한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 정부는 지역
별 선별지원제도(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를시행하고있는데, 웨일스등저개발지역에투
자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을 제공한다. 수혜대
상산업은제조/부품조립산업분야에포괄적으로적
용된다. 국 정부는 1934년에 웨일스를 특정지역
(special area)으로지정하여제조업체의이전과창업
을 지원해왔다. 웨일스주 자체적인 기업유치 지원시
책은 1964년 주정부의 출범과 1976년 웨일스개발청
의 개청으로 본격화되었다. 웨일스개발청이 직접 지
원하는 시책으로는 웨일스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을
위한 사업발전지원금이 있었다. 이것은 건설된 공장
및 설비의 가격이 건설비 보다 낮을 경우 산업용지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웨일스개발
청은특정산업의발전을위하여기업들에상당한입
지보조금을 제공하 는데, 기업들은 입지 선정과정
에서웨일스개발청과의거래를통해상당한보조금을
지원받았다(http://www.locate-in-wales. com). 
또 웨일스는 세제상에 있어서도 유리한 편이며 신

규 입지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
된다. 국세의 경우 웨일스 입지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의 법인세율
은 30%로비교적낮은편이며, 고용주와근로자가직
접 부담하는 사회보장비용도 유럽연합 내에서 상당
히 낮은 수준이다. 웨일스는 신규 입지 기업에 지방
세를 감면 주고 있고, 비교적 낮은 개인세율을 유지
하고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용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각국의 사회보장비용을
비교해보면 프랑스 39.2%, 스페인 30.8%, 독일
21.9% 등인데, 웨일스의 연간 평균 사회보장비용은
12.2%로 투자 기업의 부담을 절감해준다(W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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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b)

더하여, 웨일스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웨일스의회,
웨일스개발청, 유럽연합 등이 제공하는 금융 인센티
브를지원받을수있다. 웨일스의일부지역은유럽
연합내‘우선지원지역(Objective One)’으로선정되
었는데, 제1대상(Tier One)지역은기업유치및창업
을촉진하기위해최고수준의금융지원이제공된다.

4. 웨일스개발청의기업유치활동의
성과와요인

1) 기업유치전략의성과

웨일스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기업유치
활동은상당한전통을가진것으로크게 3 시기로구

분될수있다.
먼저, 1기는 2차 대전 후 30여 년 간의 기간인데,

외자 유치를 추진하 지만 그 성과는 대체로 미흡하
다. 이 기간 동안 포드, 후버, 3M 등 미국 기업의

분공장들이 유치되었으나 그 규모도 적었고 고용이
나지역경제에미친파급효과도제한되어있었다. 
웨일스에 국내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유치된 것

은 1976년 웨일스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다. 웨일스
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20년간을 2기라고 한다면 이
기간동안웨일스경제는특히제조업부문에서상당
한 성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중추적 역
할을한것이외국인투자라고할수있다. 웨일스는
이과정에서 500여개의외국인기업이입지하는등,
괄목할 만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갖게 되었다.
웨일스 인구는 국 총 인구의 4.9%에 불과하지만,
1983-93년의 10년간 국전체외자유치의 15-20%
라는놀라운실적을올렸다. 

3기는 1990년대중반이후로서외국인기업유치가
다소 둔화된 시기이다. 1996 - 2000년 사이에는
국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의 10.2%가 웨일스에 유치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외국인기업 유치를 통해 고
용된인력은 국전체의 6.9%를기록했다( 국웨일
스개발청내부자료, 2001).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웨일스의 외국인 투자 유
치 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2개국으
로부터의 약 137억 파운드(227억 유로)의 투자가 유
치되었다. 이 중재투자액은약 51억파운드(83억유
로)로서 총투자액의 약 40%에 이른다. 또 외국인 투
자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유지 효과는
215,283개로추산된다(WDA, 2003a).
이를 투자국 별로 살펴보면, 미국 기업이 가장 많

아서 170개사이며외국인투자업체수의약 40%를차
지한다. 다음은 독일 기업이 68개사로 2위, 일본 기
업이 59개사로서 3위이다. 4위는프랑스로서 55개사
이고, 5위는 이탈리아로서 15개사이며, 그 다음으로
는스웨덴(12개), 네델란드(12개), 스위스(11개), 캐나
다(11개), 덴마크(10개), 벨기에(10개), 호주(8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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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U 국가 및 지역의 법인세율 비교

국가 법인세율(%) 국가내지역별차이

오스트리아 34.3 -

벨기에 42.3 -

덴마크 30.3 -

핀란드 29.3 - 

프랑스 35.3 - 

독일 26.4 12-20

그리스 37.5 -

아일랜드 25/24/10 ` -

이탈리아 36.3 +/-4.25

룩셈부르크 31.2 6.25

네덜란드 35.3 -

포르투갈 32.3 0-10

스페인 35.3 -

스웨덴 28.3 -

국 30.3 -

출처: Inland Revenu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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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6개), 대만(5개), 남아프리카공화국(4개), 홍콩(4
개), 싱가포르(3개) 순이다(WDA, 2003a). 그러나, 최
근상황을보면, 유럽의대웨일스투자는전체신규
고용중 15%로서다소낮은편이다. 
웨일스에 입지한 대표적인 기업은 포드자동차사,

도요타자동차사, 소니사, LG전자 등이다. 포드자동
차사는 1978년에연산 50만개의엔진공장을설립하
여 웨일스를 유럽 자동차 부품 공급기지로 삼았다.
1992년에는일본의토요다자동차사가연산 20만대의
엔진공장을 설립했는데 이로써 웨일스는 일약 자동
자엔진 및 부품 생산 중심지로 등장하 다. 그리고
소니, 히타치, 파나소닉, 아이와, 사표 등 일본 전자
업체들이 웨일스에 잇따라 생산라인을 설치하 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LG전자 등 가전산업
분야와 반도체 분야의 대기업이 진출하 으나 LG반
도체가 현대전자에 인수합병되면서 투자 계획이 무
산되었고 일부 업체는 경 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여
철수한 바 있다. 진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도 부
진한것으로알려져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기업들의 유입으로 인해,
웨일스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뚜렷한 증가세를 반
해왔다. 제조업종사자는전체고용의 20%를상회

하고있는데이는 국의평균보다다소높은수준이
다. 
또한지식기반산업도상당히약진하고있다. 근래

에들어자동차, 항공·우주산업, 소프트웨어와디지
털컨텐츠 산업, 생명공학, 광전자, 환경산업 등 첨단
적 산업 분야에서 산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카디프일대에는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에속하
는 게임, 에니메이션,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비롯하
여, 전자산업, 생명공학산업등지식기반산업이성
장하고있다. 이지역에서는전문기술훈련과전문기
술센터(Centers of Excellence)를 통해 지속적인 기
술혁신이이루어지고있다(WBA, 2003b; 2003c).
이러한 산업적 발전을 바탕으로 웨일스 경제는 빠

른성장세를유지해왔다. 1990년대초에웨일스의 1

인당GDP는유럽에서가장빠른속도로상승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후반에도 이어졌다. 하지만
외국인기업 유치 성과에도 불구하고 웨일스의 주요
개발지표는 EU나 국평균을하회한다. 1인당 GDP

는 국전체평균의 90% 수준에머무르고있다. 

2) 기업유치성공요인

웨일스의 경제발전 과정에는 놀라운 측면이 존재
한다. 산업적 불모지 을 뿐 아니라 지리적인 입지
조건도 열악한 이곳이 상당수의 국내외 기업들을 끌
어들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온 것은 웨일스의
지역경제전문가들에게조차의외의성과로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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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웨일스 주요 산업부문의 고용현황

부문 기업수 직원수

자동차 150 26,000

생명공학, 의료기기, 제약 200+ 13,000

컨택센터 110 20,000

전자공학 303 7,000

멀티미디어 260 6,000

우주항공 100+ 20,000

S/W설계 239 8,000

주: 상기수치는최근추정치
출처: PIMS, WIDS(2002), http://www.locate-in-wales.com 재

인용

표 5. 웨일스의 1인당 GDP 성장추이

연도
1인당GDP

(￡)  ̀ ($)  ̀

1995 8,900 14,519

1996 9,240 15,073

1997 9,562 15,599

1998 10,063 16,416 

1999 10,449 17,046

출처: WDA(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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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예를들어웨일스대학의카디프분교의경제지
리학교수인 P. Cooke and K. Morgan(1998)은이산
업적 불모지에 외국인 기업이 대거 유치되어왔다는
사실에놀라움을표시하 다. 
근래에 웨일스 경제가 다소 침체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간 웨일스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있어
서외국인직접투자의기여는매우중요한비중을차
지하여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웨일스가 많
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었던
데는여러요인들이꼽힐수있겠지만, 다음의세가
지로크게구분해볼수있을것이다. 
첫째, 이러한성과에있어서가장중요하게생각되

는 요인은, 전술한 바 웨일스개발청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위한홍보전략과지원이다. 그것은일종의장
소판촉(place marketing)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인데 그러한 장소판촉 활동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를 거둔 것이다. 특히 웨일스개발청은 세계 각국에
지점망을설치하여, 주요기업들을대상으로 국및

웨일스의 변화된 산업환경을 알리고 기업유치를 위
한각종행정지원을제공해왔다. 이러한적극적인유
치노력은국내외주요기업들이웨일스에관심을갖
게 하고 웨일스라는 척박한 산업환경에 투자하게 하
는데결정적인기여를하 음에분명하다. 이런점에
서웨일스개발청이라는지역개발기구는웨일스경제
개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될
수있을것이다. 
둘째, 국정부, EU, 웨일스개발청등이지원한다

양한 입지보조금과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기업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국정부, 웨일스주정부, 웨일
스개발청, 유럽연합 등이 제공하는 입지보조금과 금
융상의혜택, 조세감면등다양한인센티브가제공되
어왔는데, 특히웨일스주내특정지역의경우금융
혜택 등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사업에 소요되
는 초기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
목해야할점은이러한재정적지원의대부분이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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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 도시간 노동임금 비교

출처: WDA(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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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이다.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입지를
물색함에 있어서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초기투자비용 혹은 매몰
비용(sunk cost)을 최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셋째, 웨일스에 있어서의 기업 입지환경의 지속적

인 개선은 웨일스가 기업유치에 성공한 다른 이유로
지적된다. 다음은 웨일스개발청이 제시하는 웨일스
지역입지의장점들이다(WDA, 2003a; 2003b).
(1) 저렴한노동력: 웨일스는비교적숙련되어있으

면서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 대해 노동력이
풍부하다. 국 노동자들은 2000년 기준으로 평균
453파운드 30실링(약 99만원)의주급을받지만, 웨일
스의임금수준평균은 400파운드 50실링(약 87만원)
으로 국 평균을 훨씬 밑돈다. 이렇듯 저렴하고 풍
부한노동력은이지역에있어서의 1970년대의산업
공동화가 가져온 높은 실업률과 고향에 남으려 하는
지역민들의 애향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웨일스가
갖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투자자들은 교육 수
준이높은저렴한노동력을활용하여종업원고용및

훈련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
다. 
(2) 안정적인노사관계: 노사관계가안정된것도외

자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은 대처정부
이후 노사분규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만성적인 노
사분규등전통적인 국병을해소하 다. 더구나웨
일스는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데, 웨일스인들은 기질적으로 적응력이 뛰어나고 미
래지향적이라고알려져있다. 이같은웨일스인들의
성향은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
이는요인이되고있다. 국정부는무노조를강조함
으로써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반면에 웨일스개
발청은 단일 노조의 편익을 강조하면서 외부투자를
유치하고있다(WDA, 2002a). 
(3) 저렴한임대료와지가: 웨일스에있어서저렴한

지가와 사무실 임대비용은 투자 기업들에게 초기투
자비용을 경감해 주어 왔다. 이 지역은 국과 유럽
의다른지역에비해장기간침체되어있었던까닭으
로사업에필요한저렴한부지와건물의확보가용이
하 다. <그림 2>를 보면 웨일스주의 주도인 카디프
시는 뉴캐슬을 제외한 국 내 대부분의 도시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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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 도시 간 부동산 가격 비교

출처: WDA(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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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지가및임대료가저렴함을알수있다.
(4) 잘 정비된 인프라와 저렴한 서비스비용: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낮은 서비스요금은 웨일스에 대한
기업들의매력을높이는한요인이다. 국정부와웨
일스 주정부는 국내외 기업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
해인프라개선에적극적으로투자해왔다. 특히저렴
한 통신비용과 통합된 통신망은 웨일스의 자랑인데,
웨일스개발청에 의하면 이 지역이 유럽에서 가장 앞
선통신기반시설을갖춘지역중하나라고한다.3)

투자 기업들은 웨일스의 첨단 통신시설을 이용하
여 고객 및 협력업체들과 편리하게 연결된다. 또한
규제 완화와 경쟁 체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 요금도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WDA,

2003a).
(5) 쾌적한 생활환경: 쾌적한 생활 환경과 비교적

높은삶의질은기업활동에양호한환경이되어왔다.
웨일스는 국 내에서 기후가 좋은 편이며 자연환경
과도시경관이아름다울뿐아니라문화활동의기회
가 풍부한 지역이다. 그리고 국 동남부 지역에 비
해 훨씬 저렴한 생활비(노동력 재생산 비용)는 기업
과노동자모두에게혜택을주어왔다.
이상에서 제시된 기업입지 환경의 긍정적 측면들

은 웨일스개발청이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들을 대상
으로 광고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웨일스 입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인요소는 어를
들수있다. 그것은웨일스뿐아니라 국전역이외
국인외국인기업유치(FDI)를중심으로기업을대거
유치할수있었던요인으로지적된다. 미국기업들이
해외 투자처를 물색할 때, 국과 아일랜드를 특히
선호하는것은언어의장벽과관련된것이며한국기
업들도같은이유로신규투자고려시웨일스와스코
틀랜드에더많은점수를주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런데 위의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와 인

프라 조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요소가 경제적으
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임을
알수있다. 웨일스의산업적입지조건을보다객관
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이곳의 입지여건은 사실 그다

지유리하다고하기어려울것이다. 저렴하고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저렴한 노동력, 투자자들에게 제공
되는 실질적인 혜택 등은 웨일스가 국내외 투자가들
에제시하는입지적매력이지만, 전술한바지역경제
전문가들조차 웨일스의 산업입지 조건에 대해 회의
적이었다. 웨일스는 국 내에서 입지적으로 고립된
위치일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산업적 기반이 빈약하
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과 인센티브가 없이는 산
업화가진전되기어려운곳이었던것이다.
즉웨일스에있어서기업유치성과는, 상당한정도

로 웨일스개발청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노력과 전략
의 결실이라고 할 만하다. 특히 전세계 기업들과 투
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은 기대 이상의 효과
를 가져왔으며, 기업들에게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
게 해주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기업유치에 효과
가큼을확인해주는것이다. 
한편, 우리는웨일스가일찍이많은외자기업들을

유치하고서도,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나 스웨덴의 시
스타와 같은 산업클러스터들에 비해 산업적 활성화
나고도화측면에서여전히부진한이유에대해검토
해보아야 할 것이다. 웨일스와 더블린, 시스타는 어
떤점에서다른가? 최근의산업클러스터론의관점에
서보자면, 후자의지역들이지역적산업전문화의원
리를 따름으로써 하나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데
대해, 웨일스지역에서는 각종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그러한전문화된산업공간을창출하지
못한것을들수있을것이다. 웨일스의경우역외기
업유치의초기부터분공장경제에대한비관적인전
망이 우세하 고, 이곳에 유치된 기업들이 경 상의
애로를 상당히 겪어왔던 것도 이러한 혼합적 입지의
한계와무관하지않은것으로생각된다. 

3) 산업입지론적함의

이제웨일스개발청의이러한지역경제활성화정책
과 그 성과를 산업입지론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
앞에서 살펴본 웨일스개발청의 기업유치 사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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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산업입지론들과 관련하여 상당히 유의미한 측
면들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또한 국내의
지역경제정책에대해서도일정한시사점을제공한다
고판단된다. 
우선 웨일스 사례는 효과적인 지역산업정책이 지

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
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웨일스개발청이 수행한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홍보활동이다.
웨일스개발청은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의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산업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한편으로,
역내외기업들에게적극적인장소판촉활동을전개해
왔다. 그 결과, 웨일스는 기업유치에 있어서기대이
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는데 웨일스개발청의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이다. 이 사례는
지역경제 발전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
요함을확인해줌과, 동시에공공부문이어떠한활동
에중점을두어야하는지를보여준다. 
또한이사례는기업들의입지결정이그지역의객

관적인 입지적 조건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그지역에대한신뢰할만하고광범한정보적접근
을필요로하며, 이러한과정에서신뢰할수있는현
지 공공기관의 정보적 지원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시사한다. 즉, 산업입지론에있어서행태주의
적접근의타당성과중요성을보여주는것이다. 행태
주의적 접근에서는 기업이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보의양과질, 그리고기업가와조직의의사결정과
정을중요한변수로지적하고있다.
둘째, 웨일스개발청이 기업유치를 위해 그간 제공

해온각종인센티브들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웨일스를 비롯한 지역경제를 부흥시킨 여러 지방정
부들은 역내외 전문기술기업들의 창업과 유치에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를 위한 다양한 유인을
제공해왔다. 투자기업이나자본들에제공되는인센
티브는 저렴한 토지공급 및 임대료 감면, 훌륭한 인
프라스트럭처, 조세감면, 금융지원, 기술지원, 각종
행정서비스지원 등을 포함하 다. 그런데 웨일스의

경우로부터확인할수있는사실은역내외기업의유
치와 창업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저렴한토지공급이라는점이다. 이는수익성
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공공개
발용지의공급이나거의무상에가까운토지의장기
임대 나아가 토지의 무상 증여를 포함한다. 역내외
기업유치를위한조세감면조치역시주목할사항이
다. 특히기업설립후일정기간부여되는각종조세
감면조치는 웨일스 뿐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의 신주
과학산업단지 등에서도 시행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
둔바있다.
이러한 점들은 기업이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

제적 편익과 비용에 기본적으로 의존한다는 고전적
인 입지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를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본다면 이러한 인센
티브들이기업들의초기투자비용을감소시키는데집
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기업들
이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과
손실 위험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
업입지에 대한 행태주의적 관점, 특히 장소판촉론의
타당성을지지하는것이다.
셋째, 이러한기업유치활동에있어서는입지적조

건은여전히중요하다는점이다. 웨일스는여러측면
에서 산업입지 조건이 불리하 지만 그러한 상황과
조건들을지속적으로개선해왔다. 그것은 국정부
의지원에의한인프라조성과함께, 웨일스개발청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포함하는데, 특히 웨일스개발청
은역내외기업유치를위해여러산업단지를직접개
발해왔다.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용
지의지정, 도로와시설의건설, 여기에입지하게 될
기업의 임원들을 위한 주택과 각종 주거서비스 개발
등이포함되었다. 
기업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입지조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며, 기업유치 과정에서 실제적인 입지
조건을과장된홍보만으로대신할수는없을것이다.
또이러한입지적조건은기업활동에작용하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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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후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나
여타 기업의 신규 투자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점들은고전적인입지이론인입지적비용-편
익론의타당성과중요성을확인해준다고사료된다.
넷째, 이러한 기업유치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

업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웨일스의 기업유치 정책은 외국인 기업유치 자체에
치중하 을 뿐, 특정 산업분야 기업들을 집적화하여
지역적인 연계를 구축한다는 개념에는 이르지 못했
다. 웨일스개발청은 특정 산업분야의 육성보다는 오
히려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접근을
선호해왔는데 그것은 이 지역의 핵심 산업인 철강산
업의쇠퇴로인해지역경제가상당한타격을입은것
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 웨일스는 많
은 수의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고서도 기업들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적 산업 경쟁력을 창출하는데 실패
하 으며, LG전자 등 웨일스에 입지한 많은 기업들
이문을닫거나기업성장이정체를면하지못하는상
황에 처해 있다. 그것은 기업유치의 유사 사례인 아
일랜드의 더블린이나 스코틀랜드의 실리콘 랜, 대
만의 신주과학산업단지,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사례와 대비되는 것이다. 이 지역들은 미리 지
역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
들을 유치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집중한 결
과기업의유치뿐아니라기업들의지속적인성장과
경쟁력구축에도성공한바있다. 유연적산업체제에
있어서지역적으로전문화된산업클러스터의존재는
전문기업의성장과경쟁력향상에토대가됨을이사
례들을시사하고있다.
이에 대해 노동의 공간적 분업론 등 지역간 격차

심화론의 관점은 그 경험적 타당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웨일스가 1970년대에외국인기
업특히분공장들을유치하던당시에이이론들은상
당한설득력이있었지만, 이후 소니, 토요다등의분
공장들은 관련 부품 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이 지역
의 산업적 경쟁력과 고도화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
또한 국내제조업에있어서연구개발비중은 국

기업보다 다국적 기업이 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제
출되었다. N. Pain은 국에있어서외자유치의효과
를분석하면서‘다국적기업의투자는새로운아이디
어와 기술들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뿐 아
니라 기존의 지역업체들이 더 경쟁적인 압력에 노출
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고
지적하 다. 웨일스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분공장
과그것의지역경제효과에대한논란은이제마무리
되어 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즉 이론적으로 공간적
분업론 보다는 산업클러스터론에 보다 기울어져 가
고있는것이다.

6. 종합및시사점

웨일스개발청의지역경제활성화정책을살펴보았
다. 웨일스개발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 고 사업들은 시기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 지만, 무엇보다도 웨일스에 투자를 원하
는 투자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지원 서
비스를수행하는데중점을두었다. 웨일스와같이자
체적인 투자 역량이 부족한 곳에서 외국인 기업유치
가차지하는비중은상당히크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가장효과적인수단으로인식되었다
웨일스개발청은 기업유치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

해 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를 개발하며 새
로 입지한 기업이 지역내 업체들이나 관련 기관들과
효과적으로협력할수있도록지원하 다. 그리고이
러한 기업유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웨일스주정부, 지역대학, 기타기관들과함께지
역내기관간의상호연계를구축하여공동협력하
다. 그 결과 웨일스개발청은 1500여 업체의 투자를
성사시키는등그간기업유치에많은성과를거두었
다. 
웨일스개발청의 기업유치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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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의이론적, 정책적함의들을발견할수있다.
먼저, 웨일스 사례는 지역경제 발전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특히, 지
역산업정책의 적실성 여하에 따라서는 지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가능함으로 보여주는데, 역내외 전문
기업의 유치와 창업이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한
다는사실을강력히시사한다. 그것은행태주의입지
론이나산업클러스터론이시사하는바와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웨일스개발청이 수행한 기업유치를 위한 적

극적이고도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
두었다는 점인데, 이는 산업입지론에 있어서 행태주
의적접근의타당성과중요성을보여주는것이다. 행
태주의적접근에서는정보의량과질, 그리고기업가
의판단능력을기업입지선정의주요변수로파악한
다.
셋째, 웨일스개발청이 기업유치를 위해 그간 제공

해온 각종 인센티브들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 음
을확인할수있다. 이는기업들의입지선정이입지
적 편익과 비용에 의존한다는 고전적인 입지이론을
기본적으로지지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문제
를 기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위험회피 성향과 기
초투자비용(sunk cost)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다면 기업입지에 대한 행태주의적 관점의 타당성을
강력히시사하는것이다.
넷째, 웨일스 주정부와 웨일스개발청은 산업입지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는데, 이는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기업의 입지적 조건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고전적 입지이론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
시켜준다. 
다섯째, 웨일스에서의 기업유치 과정은 지역적 산

업전문화 전략이 간과됨으로써 유수의 기업들을 유
치하고서도 지역적인 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
지 못하 다는 점에서 더블린, 실리콘 랜, 시스타,
울루등의사례들과 대비된다. 즉, 이 사례는기업유
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적 산업전문화 혹은
산업클러스터구축의필요성을간접적으로나마확인

해준다고할것이다. 
여섯째, 이사례연구결과는세계화경제에서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지역기업의 육성을
넘어서 역내외 전문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여
야함을시사한다. 즉, 지역경제 정책의핵심이지역
전략산업 분야 전문기술기업의 창업 촉진과 유치에
맞추어져야한다는것이다. 이는비단웨일스사례만
이아니라여타의국내외지역산업발전의주요사례
들을통해서도확인되는바, 지역전략산업분야의전
문기업들의유치가지역경제발전의핵심과제임을보
여준다. 

주

1) 국의 지역개발청(RDA)은 지역개발공사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웨일스개발청(WDA)도 웨일스개발공사로도 번

역된다. 국의 RDA는정부기관이라기보다는정부투자

기관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공사라고번역하는것이보

다적절할수있겠으나, 정부로부터매년예산을편성, 지

원 받는다는 점에서는 공사라고 하기도 적절하지 않다.

WDA 서울지사는 웨일스개발청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

로사용하고있다. 

2) 이러한 관리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기술계획

(RTP: Regional Technology Plan)의 지원활동을 들 수

있다.

3) 웨일스는 국 내에서 유일하게 종합 디지털 통신망인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교환국업그

레이드가 100% 이뤄진 지역이며, ADSL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국유일의지방교환국을보유하고있다. 이러

한이유로 국최대통신사업자인 BT(British Telecom)

의주요전자상거래개발센터와유럽최대규모의데이터

센터인‘BT 이그나이트(BT Ignite)’가웨일스의수도, 카

디프에소재하고있다. BT와수위를다투는또다른 국

굴지의통신사업자이자미디어그룹인 NTL의최첨단고

객센터또한카디프, 스완지, 뉴포트등에소재하고있어

NTL 전체 종업원의 15%가 웨일스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로인해웨일스지역에서는 BT와 NTL 등 국최대의

79국 웨일스개발청의 기업유치 전략과 성과

 12-1경지.5권오혁  2009.4.8 10:41 AM  페이지79     600DPI 100LPI



통신서비스제공업체를선택해이용할수있다. 이러한

점은일찍이웨일스정부가통신인프라투자의중요성을

인식하고오랜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투자해온결과라

고할수있다(WDA,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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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ies and Outcomes of Welsh Development Agency 
for Attracting Companies

Ohyeok Kwon*·Sungkyun Lee**

Abstract：This paper examines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the Welsh
Development Agency for attracting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location theory.
The Welsh Development Agency has succeeded in attracting domestic or international capital, as a
core actor for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responded to the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to the specific and various needs of the investors. The analysis of the Welsh case
provides an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e Welsh case show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s for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the behavioral approach and the industrial location theory argue, the
attraction of domestic or international capital led to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econd,
the effective activities for attracting capital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information, in the industrial location theory, and the capacity of the
business groups, in the behavioral approach, are significant factors of the development. Third,
incentives by the Agency are also important. This finding not only supports the classical location
model based on the cost and profits, but also the behavioral approach. Finally, the Welsh case
could not succeeded in gaining regional economic competitiveness, even though attracting
companies, by disregarding the industrial specialization strategy at the local level. This implies that
we need to build industrial clusters. In sum, the behavioral approa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policies for attracting companies.

Keywords : Wales, Welsh Development Agency, attracting companies, behavioral location theory,
industrial location,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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