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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2006년 기간의 기업 패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 기 이후 낮아지고 있는

투자율의 원인을 통 인 재무변수의 역할 이외에 외국인 해외직 투자가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체기업을 상으로 하는 경우 해외직 투자가 국내기업의 투자에 부정 인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벌과 비재벌 기업으로 구분하여 같은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직 투자는 재벌기업의 투자에는 부정 인 효과를 보여주지만 비재벌기업의 투자

에는 정 인 효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외국인직 투자는 비재벌 기업투자

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재벌기업 투자에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산업 기업구조를 기 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고기술 산업에서 해외 직 투자

는 국내 재벌기업 투자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내지만,외국인 직 투자는 재벌기업 투자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이와는 반 로 기타산업에서 해외직 투자

는 국내 비재벌기업 투자에 부정 인 향을 나타내지만,외국인 직 투자는 비재벌기업 투

자에 정 인 향(보완 계)을,재벌기업 투자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그 외 토빈 Q와 기업재무변수들은 다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어 기업의 투자

에 해 토빈 Q, 흐름은 유의한 양의 효과를 주고 부채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낸

다.국내 기업투자 측면에서 고기술산업과 기타기술산업,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에 따라 외

국인직 투자와 해외직 투자가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책기 에서도 획일화

된 직 투자 정책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직 투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핵심주제어 :해외직 투자,외국인직 투자,기업투자,패 분석,System GMM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C4,F2,G3

*본 연구는 산업은행 용역연구보고서(해외직 투자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향,2007)의 공동연구참여 결

과와 손상학(2008)의 석사학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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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기업들은 외환 기 이후 외환 기 이 보다 낮은 투자율을 보여 주

고 있다.투자율의 하는 미래의 성장률 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투

자 하의 원인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국내기업의 투

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외국인 직 투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신고기 으로 2006년 해외 직 투자는 약 180억불,외국인 직 투자

는 약 110억불에 이르고 있다.

그 다면 외국인 해외직 투자가 국내투자에 어떠한 향을 미칠까?국

내투자는 감소하는데 증가하는 외국인직 투자와 해외직 투자가 어떤 계

를 가지고 있을까?외국 자본이 직 투자의 형태로 국내 산업에 유입되게

되면 국내기업은 투자규모와 기업규모를 키우는 응 방법과 구조조정을 통

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응할 수 있다. 자의 경우 외국인직

투자가 국내 기업투자에는 정 인 향을 미치게 되지만 후자의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한 결론은 개별기업의

응방법에 한 정보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

해외직 투자가 국내 투자에 향을 수 있는 경로를 살펴보면 국내 기업

이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이 해외 직 투자가 이루어지면 국내투자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외 시장개척을 목 으로 투자된다면 생산과정의

상호 계(productionnetwork)로 수출이 증가하여 국내생산 증 를 한 국내

투자의 증가를 동반할 수 있어 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따라서 외국

인직 투자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효과를 알 수 있다고 하

겠다.

본 연구는 해외 외국인 직 투자가 과연 국내기업에 투자에 어떠한

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한다.1980년부터 2006년까지의 상장 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재무 기업특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 인 투자이론

인 토빈 Q이론에 산업별 해외직 투자와 외국인 직 투자를 모형에 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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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국내 투자와 직 투자와의 계가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는가를 분

석한다.

국내외 주요 연구들은 기업투자의 토빈 Q이론에 근거하여 투자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기업투자에 한 표 인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Lindenbeg

andRoss(1981),DevereuxandSchiantarlli(1989),Hoshietal.(1991),Lang

etal.(1996)등이 있고,국내에서는 신동령(1992),김규형(1993),윤 한(1994),

공명제(1996),김주성(1996),이병기(2000)등이 있다.그러나 이들 선행연구

들은 재무 요인에 한 연구에 을 두고 해외 외국인 직 투자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향에 해 명시 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HejaziandPauly(2003)는 국내투자와 해외직 투자간의 이론 계를 설명

하고 있다.그들은 어떠한 목 에서의 투자인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를 시장 근형(수평 투자),요소가격 차이(수직

투자),자원 추구형,그리고 기업내부간 거래 등 4가지 가설을 통해 설명

하고 있다.이들 각 요소가 국내투자에 정 부정 요인이 모두 가능

함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한국기업의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 투자를 통한 생산과정의 상호 계에 한 실증분석은 Kang and

Lee(2009)에 설명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토빈 Q이론과 주요 재무 결정변

수와 함께 산업별 해외 외국인 직 투자 자료를 고려하여 직 투자가 기

업투자에 미치는 향을 실증 분석한다.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재무

결정변수들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본 연구의

주요 목 인 직 투자가 국내 기업투자에 미치는 향에 해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먼 제 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외 직 투자는 국내기업 투자에

부정 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외국인 직 투자는 정 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1997년 기 의 10 재벌을 기 으로 구분한 경우를 살펴보면,재벌기업

에서 해외직 투자는 국내 재벌기업의 투자에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

지만,외국인 직 투자의 경우 국내 재벌기업의 투자에 부정 인 효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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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비재벌 기업에서는 해외 직 투자의 경우 비재벌기업의 투자에는 부정

인 향을 나타냈으나,외국인 직 투자는 정 인 효과를 나타내 직 투자가

기업구조(재벌,비재벌)에 따라 다른 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술산업과 기타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타산업에서 해

외직 투자는 국내기업투자에 부정 인 향을 나타내었지만 외국인직 투

자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이 산업분류에 재벌과 비

재벌기업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외직 투자는 재벌기업의 고기

술분야 투자에 정 인 효과를 보여 주지만 비재벌기업의 기타산업 투자에

는 부정 인 효과를 보여 주었다.외국인직 투자는 재벌기업의 두 산업에

부정 인 효과를 보여 주었으나 비재벌기업의 기타기술 분야에 정 인 효

과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제2장에서는 국내투자 직 투자

황을 살펴보고,제4장에서 실증분석을 한 토빈의 Q모형을 살펴보고 실

증분석에 사용될 자료를 정리한다.제5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제

6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직 투자 국내투자 계

해외 외국인직 투자가 과연 국내투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에

한 체계 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잔 이론 인 차원

에서 투자 유형에 따라 국내투자에 한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로 HejaziandPauly(2003)에 잘 나타나 있다.HejaziandPauly는 해외

직 투자와 국내기업(산업)투자와의 계는 어떠한 목 에서의 투자인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이러한 계에 해 다음과 같은 4가

지의 가설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수평 투자형태로 시장 근형 해외직 투자의 경우 교역재,비교

역재 모두 국내투자를 증가시키거나 변화를 나타내지 않게 한다.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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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재의 경우를 살펴보면,해외직 투자가 수출을 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국내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 간재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생산을 진하기 때문에 국내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Rugman,1990;HejaziandSafarian,2001).따라서 이러한 요인에 의해 해

외직 투자가 국내직 투자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단

된다.

두 번째,수직 투자형태로 요소 가격 차이에 의한 해외직 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에 미치는 향이 명확하지 않다.요소가격차이에 의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상은 국내투자를 감소시키지만, 간재의 경우 투자가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증분석의 경우에서도 감소시키는 결과(Feldstein,

1995),증가시키는 결과(StevensandLipsey,1992),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결과(Lipsey,2000)가 모두 나타난다.

세 번째,천연자원을 얻기 한 해외 직 투자의 경우 국내투자를 증가시

키거나 변화를 나타내지 않게 한다.천연자원이 목 인 경우 기에 발생하

는 생산시설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간재 수입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

기 때문에 국내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네 번째,기업내부간 교역의 역할이 커지면 상호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

루어져 국내생산도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따라서 해외직 투자가 국내투자

에 미치는 향이 증가하게 된다. 의 세 가지 경우에서 직 효과와 차감효

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투자에 미치는 향은 차감효과와 직

효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게 되며,따라서 기업내부간 역할이 증 되면

국내투자에 미치는 향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외직 투자의 이론 배경에서도 실증 분석에서도 해외 직

투자와 국내기업투자에 미치는 향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따라서

국내의 경우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해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실증분석을 하기 이 에 한국의 경우 최근 국내투자,외국인직 투자,그리

고 해외직 투자의 추이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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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환 기를 겪은 1997년 이후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하 다.재무건

성 확보를 한 부채비율 축소 정책 등으로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와 인

력구조의 조정이 실시되었고,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인수,합

병,퇴출되는 변화가 나타나 기업 투자는 크게 축되었다.외환 기 이후

국내 투자는 외환 기 고도성장을 유지했던 기간의 투자패턴과는 다른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 다.

<그림 1>은 국내 총투자율 추이를 나타냈다.1980년 후반부터 외환 기

까지 기간에서는 국내 총투자는 35% 이상에서 이루어졌으나,외환 기 이

후에는 30% 수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와 같은 국내 투자율의 하가 지

속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잠재 는 실재 성장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의 하는 설비투자 부분과 건설투자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두 부분 모두 외환 기를 겪으면서 투자율이 하락한 상태를 지속

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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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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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총고정자본형 ( )내총고정자본형 건

( )내총고정자본형 비

자료: 한 은행 ECOS DB

<그림 1>국내총투자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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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 에 유지된 국내 투자와는 다르게 해외 외국인 직 투자는 증

가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그림 2>는 한국의 해외 외국인 직 투자 추

이를 나타낸다.한국의 해외 직 투자의 경우 1990년 반까지는 정부의

외환규제 정책 등에 의해 제한된 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증가를 나

타내지 않았으나,1990년 이후 세계화의 진척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여 1995년 50억불을 넘어섰으며,외환 기 기간 동안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후 2003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6년 180억불이 넘어섰다(신고기

).

외국인 직 투자는 외환 기 이후 자유화의 확 와 구조조정 등의 향으

로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이 기간 동안 경제회복을 해 정부는 극 인

투자유치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150억불 이상

의 외국인 직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2002년과 2003년에는 100억불 이하로

감소하 으나,이후 100억 이상의 외국인 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추이를 보면 해외직 투자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 직 투자는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내 투자의 축과

함께 산업공동화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자료: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그림 2>한국의 해외직 투자 외국인 직 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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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외국인 직 투자의 향에 한 우려는 다른 국가의 해외

해외 직 투자와 비교해 볼 때 액수나 GDP 비율면에서 아직 크게 우려할

수 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한국의 경우 해외 외국인 직 투자의 GDP

비 비 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은 직 투자 주요국의 GDP 비 해외 외국인 직 투자 비

을 나타낸다.2005년을 기 으로 볼 때 한국의 직 투자 비 은 해외직 투

자가 0.54%,외국인 직 투자가 0.55%를 나타냈다.이는 직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홍콩,싱가포르에 비해 매우 낮으며,세계 평균,OECD 평

균, 국 평균 직 투자보다 더 낮은 수 이다.

자료:UNCTAD,2006.

<그림 3>국가별 GDP 비 해외 외국인직 투자(2005년)

3.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자료

3.1 자료 토빈 Q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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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론은 이자율과 소득 등에 의해 결정되는 통 투자이론인 자본재

수요이론과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새로운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

로 투자량이 결정되는 토빈의 Q이론으로 크게 나 수 있다.토빈의 Q이론

은 통 투자이론의 투자 결정요인인 이자율과 소득이외에 포 인 재무

정보를 고려하여 투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이러한 토빈의 Q이론은 신고

학 에서 반 하지 않은 조정비용을 반 하여 이윤극 화 조건을 도출하여

이윤극 화의 과정을 통 인 투자이론의 변수와 조정비용을 고려한 일원

화된 투자함수로 도출하고 있다.

토빈의 Q이론의 핵심변수인 토빈 Q는 총수입에서 조정비용을 고려한 모델

에서 기업가치 극 화하는 문제에서 도출된다.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투자

로부터 얻는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의 비율을 바탕으로 총량개념으로 변환하

면 기업의 시장가치와 자본스톡의 실질가치의 비율로서 나타낼 수 있다.

기업의 시장가치는 투자자들로부터 평가된 기업의 장래 수익성인 총주식가

치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가치를 합한 값으로 정의되며,자본스톡의

실질가치는 실물자본을 체하는 비용으로써 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본 수 을 시장에서 구입하려할 경우에 드는 비용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토빈 Q는 한계 Q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지만 기업을 상으로 한계

Q를 측정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으로 평균 Q를 사

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1)본 연구에서는 표본기업들의 재무자료와 주식

자료,부채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스톡의 실질가치와 기업의 시장가치를 측정

한다.기업의 시장가치와 자본스톡의 실질가치의 비율로 정의되는 토빈 Q(평

균 개념의 Q)는 아래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평균 Q=기업 실물 본 체비용

기업 시 가치
………………(1)

기업 시장가치는 주식가치와 부채가치를 합한 가치이며 실물자본의 체비

1)Hayashi(1982)는 한계 Q는 완 경쟁 인 실물시장,완 자본시장 그리고 생산함수와 조정비용함수의 선형 동

조성하에서 평균 Q와 동치임을 증명하여 실증분석을 한 이론 기 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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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자본스톡의 시장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토빈 Q를 수식

으로 나타내면 식(2)와 같다.




………………………………………(2)

식(2)에서 는 자본스톡의 체가치를 나타내며,는 주식의 시장가치,

는 기업부채의 시장가치(장부상 부채의 실질가치)를 나타낸다.

실물시장(자본재시장)과 주식시장이 완 경쟁 이고 효율 이라고 가정하

면 실물자본의 체비용과 기업의 시장가치는 일치해야하며 따라서 토빈 Q

는 1이 되어야 한다.왜냐하면 기업의 시장가치와 실물자본 체비용이 일치

하지 않는다면 재정거래 는 차익거래가 발생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빈 Q가 1이 아닌 경우 이론 으로 재정거래와 차익거래가 발생하

여 Q가 1로 수렴하게 된다. 를 들면,토빈 Q가 1보다 크면 기업의 시장가

치가 기업의 자본스톡의 체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 기업의 시

장가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따라서 토빈 Q는 1로 수렴하게 되며,단기

으로 기업의 시장가치와 기업의 자본스톡의 시장가치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장기 으로는 1로써 수렴하게 된다.2)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과 코스닥 등록 기업을 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상기업의 재무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와 한국상장

회사 의회의 자료를 이용하 으며,분석 상을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사로

한정한 이유는 토빈 Q를 추정할 때 주가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살펴보면,기간은 1981년부터 2006년까지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26년간 5년 이상 연속 상장된 772개 기업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상장지속 기간이 다른 기업을 포함하는 불균형패 자료를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총 측수는 8,845개이며,기업 성격으로 나

2)한계 Q를 이용하는 경우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기업의 시장(주식)가치를 극 화하는 경우 1계 조건

은 투자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같아야 하며,따라서 Q≠1인 투자의 조정을 통해 1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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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면 재벌기업의 측수는 990개,비재벌기업의 측수는 7,855개이다.3)

기간 별로 살펴보면,외환 기(1998년)이 의 측수가 4,230개이며,외환

기 이후의 측수는 4,615개이다.

실증분석의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투자율은 토빈의 Q이론을 실증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동일하게 (투자/자본량)으로 정의한다. 재 자본스톡의 시장

가치를 측정하기 해서는 반드시 기 자본스톡의 시장가치를 알아야 하지

만, 실 으로 기 자본스톡의 시장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자본

량은 최 상장년의 장부상 총자산을 기 자본스톡의 실질가치로 정의하고

이후 기간에서는 자본량은 투자와 실질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매 해 구성하

다.자본스톡을 구성함에 있어 유형자산의 경우 실질장부가치 보다는 감가

상각을 고려한 실질시장가치를 추정하여 사용하 으며,재고자산 등 타 자산

의 경우 감가상각의 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 하에 실질 장부가치를 사용

하 다.

유형자산의 실질가치는 식(3)을 통해 측정된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I기

업의 기 유형자산()은 최 상장시 의 장부가치로 정의하 고 이후

부터는 식(3)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시장가치를 정의하 다.

    …………………………………………(3)

는 유형고정 자산의 체가치이며,는 감가상각,는 t연도의 유형

자산 투자이다.기업의 장부상 투자비용으로 지출된 모든 액이 유형자산의

증가분으로 정확하게 반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감가상각되므로 투자를 유

형자산의 증가분과 감가상각 계액의 증가분을 합한 값으로 정의하 다.감

가상각은 한국은행의 산업별 감가상각율을 기본으로 사용하 으며,1990년 이

기간과 2006년에 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1990년부터 2005년 데

이터를 산업별로 평균하여 사용하 다.감가상각율이 제공되지 않는 산업에서

는 기간 산업의 감가상각율의 평균값을 체하여 사용하 다.

3)재벌은 1997년 말 10 재벌기업( ,삼성, 우,LG,SK,한진, 용,한화, 호,롯데)과 그 계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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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식(3)을 통해 구한 유형자산의 자본스톡 실질가치(시장가치)와

장부상 가치를 비교하여 나타낸다.1995년 이 기간에는 시장가치가 좀 더

높게 나타나며,이후기간에는 실질가치(시장가치)가 좀 더 높게 나타나 서로

간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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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시 가치

<그림 4>유형자산의 시장가치 장부가치의 비교

총자본스톡()는 식(3)을 통해 구한 유형자산의 시장가치와 기타 자산(당

좌자산,재고자산,투자자산,무형자산)의 장부상 가치를 더한 값으로 정의하

고,자본스톡의 변화는 총투자 로 정의한다.4)

투자비율()는 투자를 자본스톡의 실질가치로 나 값으로 정의하 다.

<그림 5>는 제,재벌,비재벌 기업의 투자비율을 나타낸다.외환 기 이

기간에는 재벌기업들의 투자율이 체 으로 높게 나타나지만,이후 기간에

는 특별히 유의미한 형태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4)투자는  형 산투 당 산재고 산투 산무형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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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체기업,재벌 비재벌 기업의 투자율 추이

다음으로 기업의 시장가치를 살펴본다.기업의 시장가치는 주식의 시장가

치와 부채의 시장가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주식의 시장가치는 연말 주

가에 총주식수(우선주+보통주)를 곱한 값에 물가지수를 반 하여 실질화하

고,부채의 시장가치는 장부상 부채총액에 물가지수를 반 하여 실질화하

다.

<그림 6>부터 <그림 8>은 각각 체기업,재벌기업,비재벌 기업의 주식

가치,부채가치,자본스톡 시장가치를 나타낸다.먼 체기업을 상으로

살펴보면,자본스톡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부채가치,주식가치 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는 체,재벌,비재벌 기업의 토빈 Q(평균 Q)의 추이를 나타낸

다. 체 으로 토빈 Q는 1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1995년부터 2000년

에서는 비재벌 기업의 토빈 Q가 높게 나타나지만,나머지 기간에서는 재벌

기업의 토빈 Q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3

0

200

400

600

800

, 
 

 
(

)
주
식
가
치

채
가
치
및

본
스
톡
십
억
원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년도

주식가치 채가치 본스톡

<그림 6> 체기업의 주식가치,부채가치 자본스톡

0

1000

2000

3000

4000

5000

, 
 

 
(

)
주
식
가
치

채
가
치
및

본
스
톡
십
억
원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년도

주식가치 채가치 본스톡

<그림 7>재벌기업의 주식가치,부채가치 자본스톡



14

0

100

200

300

400

500

, 
 

 
(

)
주
식
가
치

채
가
치
및

본
스
톡
십
억
원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년도

주식가치 채가치 본스톡

<그림 8>비재벌기업의 주식가치,부채가치 자본스톡

1

1.2

1.4

1.6

1.8

T
o
b

in
' Q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년도

전체기업 벌 비 벌

<그림 9> 체기업,재벌 비재벌 기업의 토빈 Q추이



15

4. 실증분석 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는 Devereux andSchiantarelli(1989)와 이병기(2000)의 실증분석

방법을 기 로 산업별 해외 외국인 직 투자를 고려한 수정된 투자함수

를 Dynamicpanelsystem GMM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식(4)는 투자함수로써 투자율은 Q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i

는 개별기업,t는 시 ,I는 투자이다.5)


 


  ……………………………………………(4)

토빈의 Q이론에서 투자는 Q의 함수이지만 기업투자의 경우 단 기간에 걸

칠 계획 보다는 지속 인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 따라서 t기의 투자에 t-1기

의 투자가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이를 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투자비율

이 AR(1)을 따르는 동태 모형을 설정하 고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5)와

같다.

 ′ ………………………(5)

       ………………(6)

식(6)에서 은 토빈 Q와 기의 투자비율을 제외한 독립변수들을 나타낸

다.에는 기존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재무변수와 본 연구에서 으

로 살펴보는 해외 외국인 직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에 나타난 독립변

수들은 순서 로 (매출액/자본스톡),( 흐름/자본스톡),(부채/자본스톡),

(해외직 투자/자본스톡),(외국인직 투자/자본스톡)을 나타낸다.i는 각 기업

을 나타내며,j는 기업 i가 속한 각 산업을 나타낸다.는 투자비율이며,

5)여기서 Q는 토빈 평균 Q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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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 불가능한 기업,는 잔차항을 나타낸다.′,과 는 추정할 모

수이다.

해외직 투자 자료는 수출입은행의 해외직 투자 자료를 이용하 고,외국

인 직 투자 자료는 산업자원부 자료를 이용하 다.기업자료와 외국인 직

투자 통계는 동일한 산업분류 기 으로 작성되었으나 수출입은행의 해외직

투자 자료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이에 본 연구는 자료를 일 으로 통

합하기 해서 수출입은행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따라 산업분류를

재설정하여 자료를 통합하 다.6)

해외직 투자의 효과를 개별기업 단 에서 분석하기 해서는 각 개별기업

의 해외직 투자 규모를 악하여 분석해야 하지만,해외 직 투자 자료의

경우 개별기업의 투자규모를 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개별 기업들이 속한 산업의 해외 직 투자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 다.따

라서 본 분석에 사용되지 않는 같은 산업내의 소규모 기업들의 해외직 투

자액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으로 표 할 수 있다.

<표 1>은 주요 변수들의 요약 통계량을 나타낸다.먼 투자비율()은

체기간 동안에서는 0.070으로 나타났다.외환 기 이 에는 0.134로 나타났

고,이후에는 0.015로 나타나 외환 기 이후 투자율이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재벌과 비재벌로 나 어 투자비율을 살펴보면,재벌의 투자비율이

0.108,비재벌의 투자비율이 0.065로 나타나 상 으로 재벌의 투자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토빈 Q는 체기간동안 1.163으로 나타났다.기간별로 살펴보면 외환 기

이 에는 1.122로 나타났고,이후에는 1.201로 나타나 다소 증가한 형태를 나

타냈다.재벌과 비재벌의 간의 토빈 Q의 차이는 0.02로 나타나 서로간의 차

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본 논문에서 사용한 외국인직 투자자료는 유입기 이 아니라 신고기 이다.외국인직 투자의 경우 신고이후

실제로 실행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거나 실재 유입액은 신고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비 분석에서 다양한 시차를 반 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그러나 시차를 사용한 모델들의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산업내 외국인 직

투자 계획에 한 정보가 시장에 달되는 경우,각 기업은 주어진 정보에 맞춰 선제 으로 투자 계획을 설

정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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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기간
외환 기

이

외환 기

이후
재벌 비재벌

측기업수 8845 4230 4615 990 7855

I/K

총투자/자본스톡

0.070
(0.244)

0.134
(0.165)

0.015
(0.285)

0.108
(0.203)

0.065
(0.249)

토빈 Q
1.163
(0.578)

1.122
(0.369)

1.201
(0.715)

1.181
(0.396)

1.161
(0.596)

CF/K

흐름/자본스톡

0.007
(0.068)

0.012
(0.052)

0.004
(0.078)

0.008
(0.040)

0.007
(0.070)

D/K

부채/자본스톡

0.680
(0.347)

0.773
(0.322)

0.595
(0.347)

0.815
(0.284)

0.663
(0.350)

S/K

매출액/자본스톡

1.022
(0.741)

0.883
(0.727)

1.149
(0.730)

1.316
(1.630)

0.985
(0.521)

FDIout/K

해외직 투자/자본스톡

0.079
(1.058)

0.012
(0.085)

0.143
(1.469)

　

　

FDIin/K

외국인직 투자/자본스톡

0.039
(0.584)

0.009
(0.041)

0.066
(0.807)

　

　

주:(  )안은 편차임. 업수는 각 변수별 업수 에  최대치임.

체기간의 자본스톡 비 산업별 해외직 투자와 외국인 직 투자는 각각

0.079,0.039로 나타났으며,외환 기 이후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표 1>표본기업 자료의 요약통계량

식(6)을 단순 OLS 는 패 OLS로 추정하는 경우 추정량은 편의를 가지

게 된다.식(6)에서 와 은 모두 를 가지며 따라서 내생성

문제를 가지게 된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정효과(fixedeffect)모형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ArellanoandBond(1991)의

dynamic paneldifference GMM과 Arellano and Bond(1998)의 dynamic

panelsystem GMM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panelsystem GMM 기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직 투자에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생산경로를 시하는 견해에서 직

투자가 수평 성격을 지니는 경우와 수직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 따라

직 투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 다(Desaieta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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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의 직 투자가 수평 ,수직 성격을 지니는 가에 해서는 기

업외부에서는 정확히 악할 수 없으며,따라서 실증분석에 있어 이를 용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직 투자의 성격이 수직 인지 아니면 수평 인지에 따라 국내의 련기업

의 투자는 크게 향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직 투자의 성격을 개념 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기업의 직 투자시 수평 는 수직 투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를 단하기 해서는 기업이 투자한 후 지기업과의 무역거

래 계, 지 매,제3국에 한 수출 등에 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7)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다른 안

으로 고기술산업과 기타기술산업,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나 어 분석을

실시한다.

해외직 투자의 경우 기업규모가 크고 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연

구 심의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가 수평 투자의 성격을 가질 확률이 높

다고 단되며,반면 기업규모가 작고 로벌 네트워크를 가지지 못하고,노

동집약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가 수직 투자의 성격을 가질 확률이 높다

고 가정한다.이러한 가정 하에서 기업군을 고기술산업(HT)・기타산업

(NHT)으로 나 어 해외 외국인 직 투자가 체기업에 미치는 향,재

벌과 비재벌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표 2>는 제기업을 상으로 추정한 분석결과이다,모형(1)은 체산업

을 상으로,모형(2)는 고기술 산업을 상으로,모형(3)은 고기술 산업을

제외한 기타산업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8)먼 재무 변수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기의 투자비율(), 기의 토빈 Q9),( 흐름/자

본스톡)의 세 가지 모형에서 매우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부채/자본

7)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와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의 해외직 투자를 통한 해외생산과정의 상호

계에 한 자세한 분석은 KangandLee(2009)참조.그러나 체기업이 아닌 주요 기업만을 산으로 조사한

자료이어서 기업 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8)고기술산업(HT)・기타산업분류(NHT)는 김 정(2007)에서 구분한 방법을 사용하 다.고기술산업(HT)은 R&D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기계장비, 자통신장비,수송기계이며 기타산업(NHT)은 고기술산업을 제외한 제조

업산업으로 구분된다.Braunerhjelm etal.(2005)은 산업을 기술특성에 따라 연구개발 집약 산업과 통산업

으로 나 고 해외직 투자가 국내투자에 미치는 향이 산업별로 달라지는 가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9)투자의 경우 투자실행에 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상 으로 Q에 한 투자의 반응이 시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기 후 값을 설명변수로 설정하 다.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병기(2000)에서 재시 의 Q보다

기의 Q가 설명력이 높게 나오며,조삼용·신선우·이훈 (2004)에서도 기의 Q를 설명변수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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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역시 세 가지 모형에서 매우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그러나

(매출액/자본스톡)의 경우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재무 요인의

투자에 한 효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다음으로 해외

외국인 직 투자의 효과를 살펴보면, 체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서는 (해외직 투자/자본스톡)은 국내 기업투자에 유의한 음의 효과(-0.266)

를 나타냈으며,(외국인 직 투자/자본스톡)은 국내 기업투자에 10%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산업구분으로 나 어 살펴보면 고기술

산업에서는 직 투자는 국내기업 투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기타산업에서는 해외직 투자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며,

외국인 직 투자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이를 바탕으로 체기업을

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타산업에서의 해외 외국인 직 투자가 기업투자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단할 수 있다. 체산업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많은 부분 기타산업에서 발생하는 효과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

다.

한국기업군의 특징인 재벌 비재벌기업의 투자행 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효과 인 분석이 되기 해서는 체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더불어

재벌과 비재벌로 나 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표 3>은 재벌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재벌기업 체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직 투자/자본스톡)의 경우 유의한 효

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외국인 직 투자/자본스톡)의 경우 유의한 음의 효

과를 나타냈다.재벌기업에 해 고기술산업 기타산업으로 나 어 직 투자

의 효과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재벌기업 고기술 산업

의 (해외직 투자/자본스톡)은 재벌기업투자에 유의한 양의 효과(6.494)를 나

타내고 (외국인직 투자/자본스톡)은 고기술 산업에서 재벌기업의 투자에는

유의한 음의 효과(-1.945)를 나타낸다.그러나 기타산업에서는 (해외직 투자/

자본스톡)은 재벌기업 투자에 유의한 향을 나타내지 않으며,(외국인 직

투자/자본스톡)은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즉 재벌기업을 상을 분석

한 결과에서는 해외직 투자가 국내 재벌기업의 투자를 구축하지 않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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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산업에서는 오히려 투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며,오

히려 외국인 직 투자가 국내 투자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는 비재벌 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비재벌기업 체기업

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해외직 투자/자본스톡)은 유의한 음

의 효과를 나타내며,(외국인 직 투자/자본스톡)은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

낸다.비재벌 기업을 고기술산업과 기타산업으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를 살

펴보면,고기술 산업에서는 해외직 투자와 외국인 직 투자 모두 유의한 효

과를 나타내지 않지만,기타산업에서는 (해외직 투자/자본스톡)은 유의한 음

의 효과(-0.595)를 나타내고,(외국인 직 투자/자본스톡)은 10%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0.351)를 나타낸다.해외직 투자는 기타산업에서 국내 비재

벌기업의 투자를 구축하고,외국인직 투자는 국내 비재벌 기업 투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실증분석을 종합해 볼 때 해외 외국인 직 투자는 비재벌 기업과 재벌

기업과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 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으며,종합해 정리하면 고기술 재벌기업 투자와 해외직 투자는 보완 계

를 갖으며 고기술 재벌기업 투자와 외국인직 투자는 체 계가 있음을

한 기타산업 비재벌기업 투자와 해외직 투자는 체 계를 갖으며 기

타산업 비재벌기업 투자와 외국인직 투자는 보완 계가 있음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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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체기업에 한 추정 결과

변    수 

모형(3)

체기업

체산업 고기술 기타산업

모형(1) 모형(2) 모형(3)

(I/K)(t-1)

총투자/자본스톡(t-1)

0.109***

(0.027)

0.103***

(0.032)

0.137***

(0.033)

Q(t-1)

Tobin'sQ(t-1)

0.119***

(0.024)

0.072***

(0.027)

0.126***

(0.025)

S/K

매출액/자본스톡

0.026

(0.038)

0.027

(0.052)

-0.019

(0.034)

CF/K

흐름/자본스톡

0.991***

(0.281)

0.526**

(0.223)

1.365***

(0.329)

D/K

부채/자본스톡

-0.146***

(0.036)

-0.215***

(0.057)

-0.132***

(0.033)

FDIout/K

해외직 투자/자본스톡

-0.266**

(0.136)

0.015

(0.098)

-0.562**

(0.245)

FDIin/K

외국인직 투자/자본스톡

0.105*

(0.059)

-0.009

(0.044)

0.403**

(0.204)

상수항
-0.048

(0.048)

0.058

(0.069)

0.014

(0.045)

m1

p-value

-9.218

0.000

-6.563

0.000

-6.474

0.000

m2

p-value

0.239

0.811

-0.3125

0.755

0.284

0.779

Sargan(p-value) 0.892 0.667 0.7565

주:1) 호 안의 값은 표 오차 값임.***,**,*는 각각 1%,5%,10% 유의수 에서 유의함.

2)모든 모형에 연도더미를 포함시킴.

3)m1,m2는회귀잔차에 한계열상 검정값임.

4)Sargan은 과도식별제약(over-identifyingrestriction)에 한검증치임.

5)차분방 식의 도구변수는 2기 이 의 수 변수 합한 timelag값을 사용하 으며,수 방정식의 도구변

수는 차분변수의 t-1기 값을 용함.

다음은 한국기업군의 특징 의 하나로 변되는 재벌과 비재벌기업의 투

자행 의 차이 을 알아보기 하여 의 표본을 재벌과 비재벌로 나 어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이 경우 외국인직 투자의 국내기업 투자에 한 효

과가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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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재벌기업에 한 추정 결과

변 수

재벌기업

체산업 고기술 기타산업

모형(4) 모형(5) 모형(6)

(I/K)(t-1)

총투자/자본스톡(t-1)

0.022

(0.056)

0.078

(0.053)

0.026

(0.079)

Q(t-1)

Tobin'sQ(t-1)

0.140***

(0.024)

0.193***

(0.035)

0.090***

(0.031)

S/K

매출액/자본스톡

-0.019

(0.014)

-0.155***

(0.041)

-0.01

(0.015)

CF/K

흐름/자본스톡

1.405***

(0.265)

0.690***

(0.220)

2.079***

(0.367)

D/K

부채/자본스톡

-0.256***

(0.051)

-0.293***

(0.036)

-0.174**

(0.081)

FDIout/K

해외직 투자/자본스톡

-0.554

(2.075)

6.494**

(3.144)

-0.312

(2.742)

FDIin/K

외국인직 투자/자본스톡

-2.481**

(1.019)

-1.945**

(0.829)

-3.169**

(1.535)

상수항　
0.049

(0.057)

0.247***

(0.071)

0.114

(0.093)

m1

p-value

-4.502

0.000

-3.475

0.001

-3.766

0.000

m2

p-value

0.006

0.995

1.695

0.090

0.670

0.5031

  Sargan(p-value) 0.332 0.0919 0.9250

주: 1) 호 안의 값은 차 값임.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 에  유의함.

    2) 모든 모형에 연도더미  포함시킴.

    3) m1, m2는 회귀잔차에 대한 계열상  검정값임.

    4) Sargan은 과도식별제약(over-identifying restriction)에 대한 검 치임.

    5) 차 적식의 도 변수는 2  이전의 수 변수  적합한 time lag값을 사 하 으며, 수 정식의 도 변

수는 차 변수의 t-1  값을 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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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비재벌 기업에 한 추정 결과

변 수

비재벌기업

체기업 고기술 기타산업

모형(7) 모형(8) 모형(9)

(I/K)(t-1)

총투자/자본스톡(t-1)

0.093***

(0.033)

0.094**

(0.043)

0.105***

(0.038)

Q(t-1)

Tobin'sQ(t-1)

0.139***

(0.027)

0.102***

(0.033)

0.146***

(0.028)

S/K

매출액/자본스톡

-0.038

(0.067)

-0.117*

(0.060)

-0.131**

(0.057)

CF/K

흐름/자본스톡

0.894***

(0.308)

0.662***

(0.241)

1.430***

(0.331)

D/K

부채/자본스톡

-0.144***

(0.040)

-0.163**

(0.072)

-0.130***

(0.035)

FDIout/K

해외직 투자/자본스톡

-0.355**

(0.158)

-0.047

(0.127)

-0.595**

(0.234)

FDIin/K

외국인직 투자/자본스톡

0.148**

(0.069)

0.023

(0.056)

0.351*

(0.211)

상수항
0.004

(0.079)

0.179**

(0.088)

0.119*

(0.070)

m1

p-value

-7.814

0.000

-6.380

0.000

-5.953

0.000

m2

p-value

-0.157

0.876

-0.986

0.324

-0.475

0.635

Sargan(p-value) 0.999 0.999 0.999

주: 1) 호 안의 값은 차 값임.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 에  유의함.

    2) 모든 모형에 연도더미  포함시킴.

    3) m1, m2는 회귀잔차에 대한 계열상  검정값임.

    4) Sargan은 과도식별제약(over-identifying restriction)에 대한 검 치임.

    5) 차 적식의 도 변수는 2  이전의 수 변수  적합한 time lag값을 사 하 으며, 수 정식의 도 변

수는 차 변수의 t-1  값을 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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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투자에 해 기업의 재무 에서만 연구가 이루

어졌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해외 외국인직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업내 인 투자결정요인과 외 인 산업내 투자환경이 국내기업 투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기업 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 다.

한 통계 방법에서 본 연구는 추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를 제

거하고자 dynamicpanelsystem GMM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는 과

재벌・비재벌 기업,고기술산업・기타산업으로 세분화된 부분에서 실증 분

석을 함으로써 직 투자가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른 향을

미치는지에 해 분석한 은 기존 논문들과 차별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외환 기 이후 정부 부채비율 축소정책,경 의 보수화,자기자본 비

의 강화 등에 의해 기업의 투자가 어들었으나,반면 해외 외국인 직

투자는 외환 기 이후 자유화 확 ,부실기업 정리 구조조정,경제회복

을 한 극 투자정책으로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둘째,토빈 Q이론을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의 결과 재무 요인에 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 이론 인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셋째, 체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해외 직 투자는 국내 기업

투자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냈으며,외국인 직 투자는 국내 기업투자에

10%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산업구분으로 나 어 살펴

보면 고기술 산업에서는 직 투자는 국내기업 투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기타산업에서는 해외직 투자는 유의한 음의 효과

를 나타내며,외국인 직 투자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이를 바탕으

로 체기업을 상으로 한 분석결과 기타산업에서의 해외 외국인 직

투자가 기업투자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단할 수 있다. 체산업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많은 부분 기타산업에서 발생하는 효과 때문에 나타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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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재벌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 직 투자는 유의

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외국인 직 투자는 국내 투자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재벌기업 고기술 산업의 해외직 투자는 재벌기업투자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외국인직 투자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냈

다.반면 기타산업에서 해외직 투자는 재벌기업 투자에 유의한 향을 나타

내지 않으며,외국인 직 투자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즉 재벌기업

을 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해외직 투자가 국내 재벌기업의 투자를 구축

하지 않으며 고기술 산업에서는 오히려 투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단되며,오히려 외국인 직 투자가 국내 투자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비재벌기업 체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해외직

투자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며,외국인 직 투자는 유의한 양의 효과

를 나타낸다.비재벌 기업을 고기술산업과 기타산업으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

과를 살펴보면,고기술 산업에서는 해외직 투자와 외국인 직 투자 모두 유

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기타산업에서는 해외직 투자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고,외국인 직 투자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해외직

투자는 기타산업에서 국내 비재벌기업의 투자를 구축하고,외국인직 투자는

국내 비재벌 기업 투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넷째,재벌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해외직 투자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외국인직 투자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나타났다.비재벌 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해외직 투자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주며,외국인직 투자는 재벌기업의 경우와는 반 로 유

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났다.

다섯째,고기술산업과 기타산업을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해외직 투자는

고기술 산업의 재벌기업 투자에는 정 효과를 나타내지만 기타산업의 비

재벌기업 투자에는 부정 인 효과를 나타냈고,외국인직 투자는 고기술

기타 산업의 기업 투자에는 부정 인 효과를 나타냈고 기타산업의 비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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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에는 정 인 효과를 나타냈다.

실증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해외 외국인 직 투자와 국내기업 투자와

의 계는 단순히 체 는 보완 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계를 명확히 알아보고자 본 연구는 산업구분(고기술・기타산업)과

기업구조(재벌기업・비재벌기업)를 반 한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로 고

기술 재벌기업 투자와 해외직 투자는 보완 계를 갖으며 고기술 재벌기

업 투자와 외국인직 투자는 체 계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한 기타산업 비재벌기업 투자와 해외직 투자는 체 계를 갖으며 기타

산업 비재벌기업 투자와 외국인직 투자는 보완 계가 있음을 실증 으

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경제 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면,고기술

산업 재벌기업의 경우 해외직 투자의 성격의 시장 근형 투자의 가능성이

큰 수평 직 투자로 단되며,같은 산업내의 외국인직 투자 유입에 해

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응하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반

로 기타기술산업 비재벌기업의 경우 해외직 투자의 성격이 요소가격차이

에 의한 생산기반 시설의 이동의 가능성이 큰 수직 직 투자로 단되며,

같은 산업내의 외국인 직 투자유입에 에 해서는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응하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투자 측면에서 고기술산업 /기타기술산업,재벌기업 /비

재벌기업에 따라 외국인직 투자와 해외직 투자가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

내기 때문에 정책기 에서도 획일화된 직 투자 정책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직 투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니고 있다.우선 상장회사와 코스닥 등

록회사만을 상으로 분석하 다는 을 들 수 있다.이는 토빈 Q를 구하는

과정에서 주가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다음으로 개별기업

단 의 해외직 투자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는 이다.해

외 직 투자 자료의 경우 수출입은행 통계에서만 나타나는 자료이며 개별

기업 단 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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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두 분리된 자료를 정확히 일치시켜 분석할 수 있다면 해외직 투

자가 개별기업의 국내투자에 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

이다. 한 외국인직 투자의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산

업,년도,국가를 기 으로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수직 직 투자

와 수평 직 투자로 외국인 직 투자를 분리할 수 없었고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실증분석을 할 수 없었다.이러한 데이터에 제한으로 발생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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