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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etermining factor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f Korea by using institutioanl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divides 
institutional facts into the formal and the informal institutions.   
The empirical test implements multiful regression analysis focuing on korean electronics and 
automotive industry. The dependent variables are FDI outflow and the independent ones are 
corruption, econimic freedom, political risk, human development, and culturan distanc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corruptin and human development have positive effects on 
Korean FDI outflow. On the other hand, political risks and economic freedom  have negative 
effects on Korean FDI outflow. This results indicate the importance of forman and informal 
institutional facotrs as determinants of Korean FDI out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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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해외직접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

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의사결정 중 하나

는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해외직접투자에서 투자국 선택은 시장을 선택

하는 일이고, 경쟁자와 소비자를 선택하는 의

미를 갖는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에서 투자국 

선택은 해외직접투자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Brouthers, 2013; Regland et 

al., 2015). 

한편 해외직접투자에서 투자국 선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해외직접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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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업 차원에서 진출국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 있을 뿐 현지국(host country)측

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Dunning의 절충이

론을 들 수 있으나, 진출국의 시장크기나 성장

성 등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입지요인에만 초

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

식이고, 오랜기간에 걸쳐 현지 소비자를 대상

으로 사업활동을 펼쳐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이

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정치, 경제, 문화적

으로 상이한 국가에 가장 장기간에 걸쳐 직접

적으로 노출되는 해외진출방식이다(Kostova & 

Zaheer, 1999; Scott, 1995). 또한 해외직접투

자는 초기에 많은 선행투자가 필요하고, 한 번 

결정하면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Morschett et al., 2010).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에서 투자국을 결정할 

때는 투자국의 경제적 환경 뿐만 아니라 투자

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 불확실성과 위

험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국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투자국가의 환경이 상이할수록 

해외투자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은 커지게 되

고, 지불하는 거래비용, 정보비용도 커지기 때

문이다(Delios & Henisz, 2003; North, 1990; 

Mudambi & Navarra, 2002).  이처럼, 진출국

의 제도는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진출국 선택에

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관

련 연구는 많지 않다(Seyoum, 2009). 또한 기

존 연구들도 대부분 경제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중국 등 특정국가선택과 관련된 

연구들이라는 특징을 갖는다(Kim, Seong 

Soo, Kim Mi Ra and Kim Yung Keun, 

201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해외직접

투자에 있어서 투자국 선택요인을 제도이론

(Institutional theory)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다(North, 1990; Huang & Sternquist, 2007). 

특히 본 연구에서는 투자국의 제도를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로 세분하여 투자국의 제

도측면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해외직접

투자 업종인 자동차 및 전기·전자산업에 속한 

해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55개 국가의 현

자국 제도(공식적, 비공식적 제도)가 국내 기업

의 해외직접투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해외직접투자 결정

요인을 기업차원이나 산업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을 뿐 진출국 국가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본 연구는 

제도이론관점에서 진출국 국가차원의 영향요인

과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진

출국가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

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있어서 진출국가의 경제적인 측면만을 살펴보

고 있거나 중국 등 특정국가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제도

측면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도 진출국 제도를 

부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을 뿐 통합적으

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Ha, Byung Ki 

and Lee Sang Hack, 2011; Kim Soon Sub, 

Kim Seong Ki and Kang Han Gyoun, 2010; 

Kim Seong Soo,m Kim Mi Ra and Kim 

Yung Keun, 2011;  Han Byoung Sop and 

Kim Bo Ine, 2014; Choi A Reun and Koo 

Jee Hyun,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이론

관점에서 진출국의 제도를 공식적 제도와 비공

식적으로 세분하여 국내 해외직접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기존 연구

결과를 확대시킨 의미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해외직접투자의 대표

적인 산업인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을 대상

으로 55개의 투자국중 투자국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현지국 제도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또한 투자국을 OECD국가 여부로 구분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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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진국과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진출국 제도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는 국내 대표적인 해외투자업

종에서 진출국 제도요인과 해외직접투자와 관

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제도이론과 해외직접투자

제도이론에서는 제도(institution)를 “인간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하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들”

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마다 서

로 다른 스키마, 규칙, 규범 및 관행 을 보이고 

있어 국가별로 서로 차이가 난다(North, 

1990). 이와 같은 제도는 해외직접투자 기업 

입장에서 해외직접투자 선택에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진출국에서 정당성(legitimacy)을 

얻기 위해서는 진출국의 제도적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Huang & Sternquist, 

2007). 진출국의 제도환경이 안정적일수록 해

외직접투자에 따른 불확실성과  거래비용 그리

고 정보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진출국

의 제도가 불확실할수록 위험부담이 커지게 된

다. 따라서 진출국 제도가 불확실할수록 해외

직접투자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보류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하게 된다(Delios & Henisz, 

2003; North, 1990). 실제로, “로마에 가면 로

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해외직접투자 기

업이 진출국 제도적 환경에서 적응 여부는 기업

의 현지사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Peng & Pleggenkuhle, 2009; Peng, Wang, 

& Jiang, 2008). 

한편,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에서는 

제도를 다시 공식적인 제도(formal institutional)

와  비공식적인 제도(informal institutional)로 

구분하고 있다(North, 1990; Dunning & 

Lundan, 2008; Regland et al., 2015).  먼저, 

공식적 제도는 국가 내에서 공식적으로 명문화

된 법률, 규제, 정책 및 절차 등을 의미한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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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제도는 서류 등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출국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확립된 인식 및 공유된 기대 

등을 의미한다. 즉, 비공식적 제도는 진출국에

서 오랜 기간 동안 발전되어 왔고 또한 진출국

의 문화적 규범, 믿음체계, 관습에 녹아 있는 

행동강령, 행동 규범, 관례를 의미한다(North, 

1990; Ragland et al., 2015). <Fig. 1>은 이와 

같은 연구배경 하에서 진출국의 제도가 국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연구모

형이다. 해외직접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와 

상이한 진출국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진출국 및 해외직접

투자 정도를 선택한다(Meyer et al., 2011; 

Busenitz et al., 2000).

2. 진출국의 공식적 제도와

해외직접투자 진출국 선택

H 1: 국가 간 공식적 제도의 차이가 큰 국가

일수록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정

도는 낮아진다. 

  H 1-1: 진출국의 부패 정도가 높을수록국

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정도는 

낮아진다.

Wei(1997, 2000)의 연구에서는 진출국의 

정치적 제도의 하나로서 진출국의 부패를 살펴

본 바 있다. 진출국의 부패정도는 개인의 이익

을 위해서 공직(public office)의 권한을 남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Godinez & Liu, 2015). 

따라서 진출국의 부패정도가 높을수록 정부 관

료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또 이를 위해

서 국가의 제도가 자주 변경시킨다. 또한 진출

국의 부패 정도가 높을수록 진출국의 정책을 

개인의 이익에 따라 왜곡시키고, 정보를 차단

시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은 

가난에 시달리게 된다(Habib & Zurawicki, 

2002; Godinez & Liu, 2015). 

이와 같은 진출국의 부패정도는 해외직접투

자를 억제한다. 해외직접투자 기업입장에서는 

진출국의 부패정도가 높아질수록 진출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Wei의 연구에서는 진출국의 부패 정도가 높을

수록 진출국의 제도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해

외직접투자 정도는 억제된다는 것이다. 이외에

도 Habib & Zurawicki (2002), Dumludag et 

al.,(2007), Godinez & Liu(2015), Jun Tae 

Young(2004), Choi A Reun and Koo Jee 

Hyun(2017)의 연구에서 진출국의 부패정도와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는 부(-)의 관계를 주장

하고 있다.  

H 1-2: 진출국의 정치적 위험이 클수록 해외

직접투자 정도는 낮아진다.

해외직접투자 결정은 진출국의 정치적 위험

정도에도 영향을 받는다(Moosa, 2002). 정치

적 위험은 폭동, 재산몰수, 사업 활동 제한 등을 

통해 진출기업의 경영이나 영업 활동을 방해하

거나, 재산권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정

치적 행동을 의미한다(Jadhav, 2012). 따라서, 

진출국의 정치적 위험이 클수록 공식적 제도환

경의 불안정성도 커져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

자 정도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Dupasquier & 

Osajwe, 2006).

H 1-3: 진출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클수록 해

외직접투자 정도는 높아진다.

진출국의 규제는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며 법

률이다(Kostova, 1997). 경제적 규제 정도는 

진출국 경제적 자유도(economic freedom) 차

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진출국의 경제적 자유

도가 높을수록 해외직접투자기업은 현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대폭 감소시켜 

나갈 수 있어 투자대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Ragland et al., 2015). 따라서 진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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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있어 경제적 자유도가 높을수록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정도는 높아진다(Park 

Chun Wan and Lee Jun Hee, 2007).

3. 진출국의 비공식적 제도와

해외직접투자 진출국 선택

H 2: 국가 간 비공식적 제도의 차이가 큰 국

가일수록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정도는 높아진다.

 

H 2-1: 진출국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해외

직접투자 정도는 높아진다.

해외직접투자는 단순히 자본만 투자하는 것

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생산, 판매 및 경영활

동을 펼치는 방식이다. 또한 현지기업들과 전

후방 연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Jadhav, 

2012).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지역 사람들과 직간접적인 연계

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정도와 진출국 국민의 

교육수준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출국의 

교육 정도는 진출국 국민들이 사회에 적합한 

행동을 준비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

하는 하나의 제도이다(North, 1990). 진출국의 

교육제도는 창조성을 길러주는 개인의 역량, 

기술, 지식을 증대시킨다. 또한 교육제도는 국

가의 규범과 신념을 대대로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Turner, 1997). 따라서 진출

국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직접투자에 따

른 불확실성이 낮아지게 되어 해외직접투자 정

도는 높아진다.

H 2-2: 진출국과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해외

직접투자 정도는 낮아진다.

진출국의 비공식적 제도는 진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발전되어 온 것으로, 진출국의 규범, 

믿음체계, 관습에 녹아 있는 행동강령, 행동 규

범, 관례를 의미한다(North, 1990; Ragland et 

al., 2015). 이처럼, 비공식적 제도는 진출국의 

역사, 종교, 문화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집단내에서 공유되는 판단기

준 및 가치관을 의미하는 문화는 대표적인 진

출국의 비공식적인 제도이다(Dikova, 2009; 

Peng et al., 2008; Ragland et al, 2015).  이

런 진출국의 문화와 본국의 문화간에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느끼는 진출국의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이 커지게되어 해외직접투

자 정도는 낮아지게 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진출국의 제도(institutional factors)

가 국내 해외직접투자의 진출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업

종인 자동차 및 전기·전자산업에 속한 해외직

접투자기업이 55개국가에 투자한 해외직접투

자를 연구표본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KOTRA의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

터리(2009/2010)에 수록된 기업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였다.

 

2. 변수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내 해외투자기업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누적 건수 및 금액이다. 

이를 위해서 KOTRA의 한국기업 해외진출 디

렉터리를 활용해서 2010년 현재 국내기업의 

55개국 해외투자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및 해외직접투자 신규법인 누적 건수를 종속변

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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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Measurement    Source

Dependent
Variable FDI level 1) Amount of Outward FDI

2) Number of Outward FDI KOTRA Directory(2009/2010)

Independent
Variable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 Index
(0=highly corrupt to 10=clean)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

Economic Freedom Economic Freedom Index
 (0=not existent, 100=excellent) Heritage Foundation

Political risks
Euromoney Country Riks Index
(0=Lowest stability, 100=Lowest 
risk)

Euromoney

Formal education  Index of Human Development.
(0=not existent, 100=excellent) UNDP

Cultural distance  Hofstede Index Kogut & Singh(1988)

Control 
Variable

Geographic 
distance

Distance between Korea and host 
country

CEPII
(www.cepii.fr/CEPII)

Market size  GDP UN Statistical Yearbook

Entry Mode WOS= ‘1’,  Joint Venutre= ‘0’ KOTRA Directory(2009/2010)

Industry Auto.Ind= ‘0’, Electronics. Ind.= ‘1’ KOTRA Directory(2009/2010)

OECD country OECD= ‘1’ , Non-OECD= ‘0’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진출국별 해외직

접투자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진출국 제도측면

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본연구에서는 진출국 

제도를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는데 공식적 제도에는 부패위험 정

도, 정치적 위험, 경제개방도를, 비공식적 제도

에는 교육수준과 문화차이로 세분하여 살펴보

았다.

먼저, 진출국의 부패정도(Corruption)는 국

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

서 발간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및 정치

부문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

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위험은 Euromoney 

Country Risk에서 제공하는 정치적 위험지수

(ECR Index)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는 최저 0

에서 최대 100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지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위험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

다. 경제자유도는 Fraser 연구소의 Economic 

Freedom of World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

용하였다. 경제자유도의 값 중 0은 경제 자유

도가 가장 낮은 것을 나타내고 100은 가장 높

은 것을 나타낸다.

교육수준은 UN이 발표한 국가별 인적개발

지수(HDI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인

적개발지수는 1인당 국민소득, 교육수준, 평균

수명, 문맹률 등을 종합 평가한 지수이다

(Globerman & Shapiro, 2003).  문화적 차이

는 Hofstede(1980)의 4개의 문화영역을 활용

해 Kogut & Singh(1988)가 개발한 지수를 사

용했다. Hofstede는 문화를 국가별로 개인주

의, 남성주의, 불확실성 회피정도, 권력격차 등 

4가지 영역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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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Variable N  Mean S.D. Min   Max.

Amount of FDI 1617 22521392.96 18679797.08 553.0000000 41040354.00

Number of FDI 1617 9220.25 8385.90 1.0000000 17639.00

Geographic distance 1503 9479.95 2887.35 1156.67 18364.51

GDP 1503 8106.17 5892.32 66.8000000 18560.00

Entry Mode 1547 1.9107951 0.2851315 1.0000000 2.0000000

Industry 1617 1.7445887 0.4362270 1.0000000 2.0000000

OECD 1617 0.2077922 0.4058528 0 1.0000000

Corruption 1617 44.5807050 14.6660372 17.0000000 90.0000000

Political risks 1503 64.8988157 8.3428981 25.1000000 86.6700000

Economic freedom 1617 58.0836735 10.3835453 43.4000000 90.0000000

Formal education 1503 0.7640672 0.0746567 0.6240000 0.9390000

Cultural distance 1503 60.9605612 17.2898529 5.7445626 112.5610945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지리적 거

리, 진출국 시장규모, 진출산업, 해외 진입방식, 

OECD 회원국가 여부 이다. 지리적 거리는 서울

과 교역대상국 수도간의 거리를 통해 측정하였

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CEPII를 활용했다(한병

섭 & 김보인, 2014).  진출국 시장규모는 GDP

로 측정하였다(Shahmoradi & Baghbanyan, 

2011). GDP는 세계은행 통계자료를 활용했

다. 진출산업은 자동차산업이면 ‘0’, 전기전자

산업이면 ‘1’로 측정하였다. 해외직접투자 방식

은 단독투자이면 ‘1’ 아니면 ‘0’으로 파악하였

다. 마지막으로 진출국의 선진국 여부를 OECD 

가입 여부로 파악하였는데 OECD 회원국이면 

‘1’ 아니면 ‘0’으로 파악하였다.

IV. 연구결과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 각각의 기술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은 진출국의 제도환경이 국내 해

외직접투자 정도 즉 해외직접투자 건수와 해외

직접투자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다. 제시된 회

귀계수 값은 비표준화된 계수이며, 모든 모형

의 F값은 모두 유의수준에서 지지가 되고 있

다. <Table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 모

델1은 통제변수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을 나타내는 것이고, 각 모델 2는 통제변수와 

함께 공식적 제도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

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모델 3은 

공식적제도 및 비공식적 제도가 해외직접투자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실증분석결과이다. 

먼저 모델 1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진출국의 지리적 거리가 멀

수록, 진출 시장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해외직

접투자정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산업 보다는 전기·전자산업의 해외직

접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진입

방식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

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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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Impact on FDI
Number of FDI Amount of FDI

(1) (2) (3) (1) (2) (3)

Geographic 
distance

0.69418***
(11.81)

0.17833***
(5.85)

0.14978***
(4.77)

1519.3609***
(12.91)

466,66845***
(8.08)

426.84669***
(7.13)

GDP 0.75184***
(25.78)

0.55416***
(27.62)

0.56298***
(26.49)

1893.6185***
(32.43)

1519.7137***
(39.98)

1529.8348***
(37.81)

Entry
Mode

-1547.973***
(-2.74)

-110.88794
(-0.40)

-155.66284
(-0.57)

-3201790***
(-283)

-235236
(-0.45)

-293400
(-0.56)

Industry 3286.2651***
(9.21)

826.60890***
(4.68)

809.75226***
(4.55)

6595247***
(9.23)

1568033***
(4.69)

1552712***
(4.59)

Corruption -29.07947**
(-1.90)

-52.37512***
(-3.09)

-91812***
(-3.17)

-124454***
(-3.85)

Political 
risks

431.85558***
(17.92)

403.82646***
(16.41)

870733***
(19.07)

832580***
(17.77)

Economic 
freedom

-778.5207***
(-42.76)

-819.94460***
(-41.59)

-1543040***
(-44.73)

-1598462***
(-42.58)

Formal 
education

2814.29964***
(4.96)

18923168***
(3.53)

Cultural 
distance

-11.39340
(-1.75)

-13846
(-1.12)

F 328.05*** 1467.53*** 1164.70*** 475.71*** 2064.88*** 1620.52***

R2 0.4787 0.8781 0.8804 0.5711 0.9102 0.9110

Adj. R2 0.4772 0.8775 0.8796 0.5699 0.9098 0.9105

N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Note:1.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 5%, and 10%, respectively

한편,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도가 해외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3>의 모델 3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출국의 

공식적 제도 중에서는 가설에서 제시한 바처럼 

진출국의 정치적 위험이 낮을수록 해외직접투

자 건수 및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많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

다. 그러나 진출국의 부패지수와 경제자유도의 

경우에는 기대와 달리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

자 건수와 해외직접투자 금액 모두에서 (-)의 

영향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과 <가

설 1-3>은 기각되었다.

한편, 비공식적 제도의 경우에는 연구가설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출국의 교육수준의 경

우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해

외직접투자 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출국과의 문화적 차

이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해외직접투자 금

액 모두에서 비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2-2>

는 기각되었다.

한편, 진출국의 제도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

는 영향은  OECD 국가 여부 즉 진출국이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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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between OECD and Developing Countries
Number of FDI Amount of FDI

Variable  OECD Non-OECD OECD Non-OECD

Geographic distance -0.01263***
(-7.39)

0.23775***
(19.74)

189.95826***
(17.80)

563.96951***
(2184)

GDP 0.15006***
(229.15)

1.61605***
(127.33)

752.56025***
(184.07)

3477.18072***
(127.77)

Entry Mode -30.64331
(-1.83)

47.7345
(0.66)

-205413
(-1.96)

105830
(0.68)

Industry -4.95794
(-0.68)

168.29347***
(3.23)

-54363
(-1.19)

397748***
(3.56)

Corruption -3.84439***
(-4.36)

-107.81752***
(-7.49)

-16821***
(-3.05)

-194829***
(-6.31)

Political risks 0.20142
(0.13)

-69.49210***
(-5.87)

55.219***
(5.76)

-61153***
(-2.41)

Economic freedom 1.51707
(1.28)

176.99259***
(11.03)

-61315***
(-8.31)

265448***
(7.71)

Formal education -461.64719
(-1.24)

6683.67403***
(8.24)

-9728738***
(-4.17)

7635534***
(4.39)

Cultural distance 0.48714
(1.36)

21.85078***
(5.73)

9234.19852***
(4.13)

57965***
(7.09)

F 13442.4*** 14744.5*** 9088.14*** 16165.8***

R2 0.9974 0.9918 0.9962 0.9925

Adj. R2 0.9973 0.9917 0.9960 0.9924

N 326 1108 326 1108

Note:1.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1%, 5%, and 10%, respectively.

국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Pajunen, 2008). <Table 4>는 진출국의 

제도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

향을 진출국 특성 즉, OECD 회원국 여부로 구

분한 분석결과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OECD국가 여부에 따라서 진출국의 제도가 해

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현지법인 설

립 건수와 투자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출국이 개발도상국가

인 경우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해외직접투자의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발

도상국가에 투자한 경우 진출국의 부패정도가 

높고, 정치적 위험이 높을수록 그리고 문화차

이가 클수록 기대와 달리 해외직접투자의 건수

와 금액 모두가 오히려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진출국이 OECD인 경우에는 진출국 제도가 

해외직접투자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패정도 

이외에 모두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부패

정도도 개발도상국가와 마찬가지로 OECD 국

가에서도 진출국의 부패정도가 높아질수록 해

외직접투자 건수가 오히려 증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OECD 국가의 경우 진출국 제도

는 해외직접투자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OECD국가의 정치적 위험

이 낮을수록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증대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해외직접투자 금

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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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오히려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제도

이론(Institutional theory)관점에서 살펴보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진출국의 제도환경을 

공식적 제도(부패 정도, 정치적 위험, 경제적 

자유도)와 비공식적 제도(교육수준, 문화차이)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국내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진

출국의 정치적 위험이 높을수록 해외직접투자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

자는 다른 해외시장진입방식과 달리 현지에서 

기업을 설립하여 직접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방

식이다. 따라서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이 큰 경

우에는 현지자산에 대한 소유권제한은 물론 일

상적인 사업활동에 직간접으로 간섭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해외직접투

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진출국의 정치적 위험성

이 높을경우 현지국의 해외직접투자를 보류하

거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과 달리 진출

국의 부패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자

유도의 낮을수록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정

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Chun 

Wan and Lee Jun Hee, 2007; Habib & 

Zurawicki, 2002).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 

자동차, 전기·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내 해외직접투자

는 대부분 아시아지역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즉, 국내 최대 해외직접투자 지역은 아시아로 

전체 44.1%에 해당하며 1,364억 달러가 투자

되었다. 이어서 북미가 747억 달러로 24.2%, 

유럽이 462억 달러로 14.9%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은 시장잠재력과 성장성이 매우 

큰 시장인 반면에 현지 제도환경이 미비해서 

불확실성이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환경

이 불확실성이 큰 아시아지역에 투자할 경우에

는 진출국가의 부패는 오히려 현지에서 사업활

동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종의 거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Godinez & Liu, 

2015; Meon & Weill, 2010; Khanna & 

Palepu, 2010). 즉 진출국의 부패지수는 진출

국 제도가 미비해서 발생하는 왜곡을 완화해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기도 한다. 

한편, 진출국의 비공식적 제도가 해외직접투

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진출국의 교육정도의 

경우에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해외직접투자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

자 기업입장에서는 현지국의 인력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출국 가치관과 규범을 공유할 수 

있는 점이 크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줄일 수 있어 해외직접투자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진출국의 비공식적 제도인 문화의 

경우에는 국내 해외직접투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

구결과는 국내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해

외직접투자목적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다. 

즉, 관련 업종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대부분 

현지시장개척목적보다는 생산비절감 목적의 해

외직접투자를 대부분이다. 따라서 판매목적의 

해외직접투자 보다 생산목적의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진출국의 다양한 가치관 및 규범차이에 따

른 충돌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OECD 회원국에 해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출국의 제도가 해외직접투자 정도

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직접투자 건수와 해외직

접투자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진출국의 제도환경이 해외직접투

자 설립 건수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직접투자 금액인 경우에는 대

부분 유의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국에 투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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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해외직접여부 보다는 해외직접투자 정

도에 진출국의 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개발도상국가로의 투

자인 경우에 진출국의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

환경 모두에서 해외직접투자 정도 즉 해외직접

투자 건수와 해외직접투자 금액에 유의적인 영

향을 미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출국의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가 해

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OECD 국에 진출

한 경우와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내 전기

전자 및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진

출국의 부패정도가 크고 진출국가와 문화적 차

이가 클수록 OECD와 개발도상국가 모두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OECD국가에 진출한 경우, 진출국

의 정치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해외직접투자 금

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발도상국

가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해

외직접투자 금액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자유도와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OECD 국가에 투자한 경우 경제자유도가 높아

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발도상

국가에 투자한 경우에는 경제자유도가 높아질

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해외직접투자 금

액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진출국 제도가 기업에게 주는 의미

가 투자국가별로 그리고 투자기업의 투자목적 

및 현지 사업활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진출할수록 선

진국의 제도는 해외직접투자 기업에 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개도국에 진출할수록 

제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ernandez & 

Nieto, 2015). 즉, 현지국의 규제 정도가 투명

하고, 현지 법률이 체계적일수록 그리고 현지

정부의 정책이 시장지향적일수록 해외직접투자

기업은 현지사업에서 요구되는 정당성을 더욱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출

국의 제도차이는 기업의 투자목적에 따라서 위

협요인이 때때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Pajunen, 200). 즉, 진출국의 제도의 차이는 

해외직접투자 기업에게 마찰적 효과(frictional 

effects) 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enable 

effect)를 동시에 갖는다(Dahms, 2014). 따라

서 진출국 제도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의 투자목적과 

투자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이상 본 연구의 연구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해외직접투

자 업종인 자동차 및 전기·전자산업을 대상으

로 국내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진출국 선택에 미

치는 영향을 제도이론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

구대상인 국내 자동차산업 및 전기·전자산업

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진출국선택에 살펴본 기

존 연구는 많지 않다.  자동차 및 전기·전자산

업은 부피 및 무게가 무겁고 운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국내 해외직접투자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큰 업종중하나이다. 이처럼 자동차 및 전

기·전자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데

도 기존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기존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진출

국 선택을 진출기업 및 진출시장 특성에만 초

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연구관점과 달리 진출국 제도측면

에서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해외직접

투자 이론을 확대 보완시킨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선택요인

을 진출국의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 선택요인을 보다 폭 넓고 구체적으로 살

펴보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출국 제도가 해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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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로 구분하여 진출국의 제도가 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1968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된 국내 해외직접

투자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진출

국 제도가 해외직접투자 정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의 대응전략은 해외직접 투자국 및 

해외투자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

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진출국 제도환

경에 관한 자료는 모두 2차 자료이다. 즉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국제기관이나 컨설팅회

사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각각 측정항목이 다르

고 평가자의 특성 또한 서로 상이하다(김경, 

2011).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진출국의 제도

환경을 보다 기업 차원의 1차 자료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는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

다. 이렇게 추세가 있는 변수가 종속 변수 및 

독립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일치성

(super consistent)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널회귀분석 등을 사용해 분석을 실

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해외직접투자기업을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으로 범위를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국내 해외

직접투자기업 전체로 확대하여 일반화 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전에 해외직접투자 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국의 제도 환경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201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시기별 진출국

의 제도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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