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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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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o Korean companies, the total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currently US$69.5
billion in 2007 and have 20,850 corporations about 130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the
sca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alls short of mark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during Korean companies are reluctantly to make global M&A in order to secure
foreign market, as Japan, China, India etc are doing actively, the scale of Korean companies
global M&A is 5.5% that of Japan and 8.5% that of China.
Therefore, Korea that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xport should expand FTA
initiatively not only with USA and EU but also with major trade partner. It is much more
important for companies to take advantage of business opportunity that FTA provide as well as
to make new business model by utilizing FTA. Namely, tariff cut & tariff removal, modification
of country of origin's regulations based on FTA compromise as well as change for export &
raw materials's supplier by taking advantage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switch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 strategy of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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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활용, 외국인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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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내에서 해외로 그리고 해외에서국내로의 투자가 급증
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투자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의 주체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점과 단순히
자본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기술이 함께 이전된다는 점이 직접투자의 주요한 특
징이라고 하겠다. 물론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면 내국인도 외국에직접투자를 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investment)라고 일컫는다.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
직접투자는 직접투자를 어느 쪽의 시각에서 정의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은 동일하
다외국인직접투자는 단독, 또는 합작을 통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설기업 지분에 참여하
거나 기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흔히 전자를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그리고 후자를 인수합병형 투자(M&A type investment)로
구분한다. OECD의 자본자유화규약을 보면 직접투자를 ➀ 완전소유기업, 자회사 또는 지점
의 설립 및 확장, 기존기업 소유권의 완전소유, ➁ 신설 또는 기존 기업에의 자본참여, ➂
장기 대부(5년 이상)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가 상당히 진척된 선진국
과 달리 대부분의 개도국에 있어서는 신규투자나 이와 연관된 재투자만을 직접투자로 인정
할 뿐, 기존기업의 주식매수 또는 장기대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인수합병
이 일반화된 선진국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와의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간접투
자는 위험분산과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매하는 포트
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를 의미한다. 간접투자라고 하여도 지분이 어느 정도 수준
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단순
한 자산투자와 어떻게 구분하는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개 해당기업의 의결주 중
10%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를 직접투자로 파악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과 미
국을 중심으로 국제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수 합병형 직접투자도 괄목할 만한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의 경우 세계 전체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총 3,149억 달러에 달하
였는데, 이 중 국제 인수합병 투자가 2,290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특히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M & A형태의 투자비중은 1980년74%에서 1985년 87%, 1990년 84%, 그리
고 1995년 85%로 증가하였다. 미국에 대한 M & A형 직접투자가 증가한 이유로는 미국의
금융구조가 인수합병이 용이하며 미국과 같이 성숙한 시장에 대한 진입에는 신규투자보다는
기존기업의 인수가 유리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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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배경

직접투자에 대한 최대관심사는 왜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가라는 문제이다. 직접투자는 경
영참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외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간접투자와는
다른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직접투자의 동기는 대략 새로운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지향형, 천연자원의 개발 및 가공을 위한 자원개발 형, 생산요소비용을
낮추기 위한 생산효율성 지향형, 첨단기술의 획득을 위한 기술지향형, 정치적 불안을 회피하
기 위한 안정지향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이러한 다양한 동기를 가진 외국인투자자
들로 하여금 기업환경이 달라짐으로써 예상되는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도 투자를 결정케 하
는 유인이 무엇인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하이머(S. H.
Hymer)는 해외영업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기업특유의
우위(firm-specific advantage)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보았다. 그는 규모의 경제와 경영상의
노하우에서 기업우위의 원천을 찾았다. 물론 독점적인 기업우위가 반드시 해외투자를 의미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을 통하여 기업우위에 대한 사용권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
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직접투자를 택하는 것은 기업우위를 내부적 거래를
통하여 이전하려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내부화(internalization)이론이 제시되었다. 더닝(J.H.
Dunning)은 독점적 우위와 내부화 이점에 추가적으로 투자 유치국의 요소가격이나, 조세 ·
금융혜택 등 입지상의 우위(locational advantage)가 필요하다는 절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
다.2) 직접투자는 투자국과 투자유치국간의 분업을 심화하고 세계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수단
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직접투자의 활성화는 무역의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실증자료가 제
시되고 있다.3) 사실 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변화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정도
이다. 1980년대초까치만 해도 선진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은 개도국에 대한 착취의대명
사처럼 여겨졌다. 직접투자는 개도국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하거나, 또는 시장을 선점하여 개
1) 이러한 유형들은 모든 투자동기를 망라하고 있거나,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개도
국의 저임금노동력을 이용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시장개척 형과 생산효율성 지향형 둘
다에 해당된다. 한편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직접투자도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Eiteman, Stonehill and Moffett( 19951 참조)
2) 투자가 주로 선진국 간에 활발한 점에 주목하여 요소부존도의 차이보다는 투자유치국의시장규모
와 양국 간 거래비용이 투자의 결정요인이라는 이론적 틀이 기반을 두고 있다(Krugman(1983) 및
Brainard(1993) 참조).
3) 미국의 경우 해외생산이 증가할수록 중간재 뿐 아니라, 최종재의 수출도 증가한다는 실증분석
(Lipsey and Weiss(1981, 1984))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직접투자가 수출을 증대시킬 뿐 아니
라, 수출증대가 투자증대로 연결된다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awai(1994)). 한국의 직접투자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도 선진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유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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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려는 장기적 포석으로 비판 되어졌다. 그러나 이제 직접투자는 투
자재원조달 및 고용증대의 수단으로 또한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각광받
기에 이르렀다.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를 막론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M & A 형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신규투자와 달리 아직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수합병
과 마찬가지로 M & A 형 직접투자는 내부적으로 기업혁신을 촉발하고, 대외적으로는 기업
활동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본거래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가 진전
될수록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및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Ⅲ

.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천연자원지향형
천연자원지향형(resource-oriented)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산업이 생산활동에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투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국내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석유, 철광석, 목재, 석탄
등 천연자원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확보하고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자원개
발에 투자하게 된다.

2. 시장지향형
시장지향형(market-oriented)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시장의 개척 또는 확보를 위하여 수출
상대국에 행하는 투자를 말한다. 이러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출상대국 기업과 경쟁에서 유
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판매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대리점 설치에서 현지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해외생산을 통해 수요자의 기호나 복
잡한 애프터 서비스에 신속히 대응하거나 현지고용의 증가와 피투자국의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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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요소지향형
생산요소지향형(factor-oriented) 해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생산요소 중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노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임금이 낮은 국가로 행해지는 투자를 말한
다. 요소지향형 해외 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실례로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
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동남아시아국가나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 첨단기술지향형
첨단기술지향형(hi-tech-oriented) 해외직접투자는 첨단기술을 획득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투자를 말한다. 해외의 고급인력을 이용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자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
하거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매수 · 합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첨단기술지향형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들이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더욱 활발해
지는 경향이 있다.

5. 공해회피형
공해회피형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환경보호기준의 강화로 공장입지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허용량이 높은 국가로 생산입지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투자를 말한다. 이러한 투자
는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오염을 이전시키는 문제를 초래하여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
기도 한다.

6. 무역장벽극복형
보호주의와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차별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국에 진
출하여 현지생산을 도모하는 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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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해외직접투자와

M& A

우리기업들은 글로벌화와 지역주의화가 급물살을 일으키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
여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해외기업 M&A를 통해 글로벌경영을 강화해야 하겠다.
세계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새로운 신비즈니스모델 구축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는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간 무한경쟁이 벌어지지는 한편으로 지역내 협
력과 결속을 강화하는 FTA(자유무역협정)가 거미줄처럼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체결을 적극 확대해야 하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을 적극 강화하
는 동시에 FTA체결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 모색해야 하겠
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세계무역은 지난 10년간(1997-2006년) 연평균 8.4%의 증가율
을 나타냈으며 최근 25년간(1981-2005년) 전세계 해외직접투자가 연평균 11.9%의 높은 증가
세를 나타냈으며 최근 글로벌 M&A가 특히 두드러져, 그 규모가 2002년 한 해 동안 1조2천
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3조8천억 달러로 늘었다.
또 세계 일류기업들은 생산 및 R&D 거점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의 철강기
업 미탈이 유럽의 아르셀로를 395억 달러에 인수하거나 일본의 도시바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부문을 인수하는 예처럼 M&A를 통해 세계시장 지배에 나서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M&A를 강화할 기업의 전략과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필요하다 하겠다.

1.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가 2000년대 초반의 부진에
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UNCTAD, 즉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후반 세계경제의 고성장세를 배경으로 빠르게 증가했던 글로벌 FDI는 2000
년 1조4,096억 달러(유입액 기준)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IT 버블의 소멸과 세계경기
의 동반위축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3년 만인 지난 2003년의 경우
글로벌 FDI 실적은 5,579억 달러로 2000년 최고치의 60%에 불과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 수년간 부진을 지속하던 글로벌 FDI는 지난 2003년을 저점으로 다
시 회복세로 돌아서 최근에는 2000년 당시 수준의 활기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
이 재차 3%대로 진입하고 수익성 개선으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의욕적
으로 사업영역 확대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2004년의 7,108억 달러에 이어, 2005년에는 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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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달러, 그리고 지난해인 2006년에는 2000년 당시의 사상최고치에 육박하는 1조2,304억 달
러(잠정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FDI 붐이라고 할 만한 양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글로벌 FDI 및 실질 GDP증가율 추이
자료 : UNCTAD, IMF

2.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확대
최근 글로벌 FDI가 다시금 회복세를 보인 데에는 무엇보다 신흥시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
우선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FDI 절대금액 규모를 보면 글로벌 FDI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
던 지난 2000년 2,759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3,740달러로 3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선진국으로의 FDI 금액은 1조1,337억 달러에서 5,423억 달러로
52.2%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글로벌 FDI에서 신흥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00년
19.6%에 불과하던 신흥시장으로의 FDI 비중은 2004년에는 44.3%까지 확대되어 선진국향
(向) FDI 비중에 근접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2005년에는 40.8%로 그 비중이 다소 낮아졌으
나 신흥시장으로의 직접투자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
난 2000년 당시와는 매우 다른 특징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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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별 글로벌 FDI 비중 추이
자료 : UNCTAD

이처럼 중국 등 신흥시장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이들 신흥시장
국가들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발벗고 나서면서 민
영화 기업 매물이 크게 늘어났고, 선진국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와 소비시장 확보를 위해 저
임금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을 활발히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3. 선후진국 기업들 M&A
FDI 유형별로는 공장이나 판매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Greenfield형 FDI의 비중이 줄어
들고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M&A형 FDI가 활기를 띠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보유 증가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M&A 투자가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 글로벌 FDI 회복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의 경우 총 1조1,438억 달러에 이르렀던 전세계 M&A 실적은 이후 세
계경제의 부진과 증권시장의 위축 등으로 2003년에는 2000년 실적대비 74.0%나 감소한
2,970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이후인 2005
년에는 7,163억 달러에 달해, 2000년과 199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FDI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53.2%에서 2005년에는 78.2%
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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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 규모 및 M&A/FDI 비율 추이 비교
자료 : UNCTAD

이러한 글로벌 M&A의 증가세는 물론 미국과 EU 등 선진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 기업들의 참여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즉 세계경기의 호조
와 실적개선에 힘입어 막대한 현금유동성을 보유하게 된 선진국의 유력 기업들이 사업영역
의 확장에 대거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 등 후발개도국 기업들도 자국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글로벌 M&A 대열에 적극적인 의
사를 보이는 등 선후진국 기업을 막론하고 여기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추세이다. 실
제로 Boston Consulting Group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을 육성하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2004년과 2005년 두 해 동안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 글로벌기업 M&A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사모펀드의 M&A 영향력
그런데 이와 같은 글로벌 M&A 붐의 한가운데에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집단투자펀
드(Collective Investment Funds)가 자리잡고 있음을 유의해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2005
년 전체 M&A에서 이들 집단투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는 14.5%, 금액 기
준으로는 18.8%을 기록함으로써 2000년에 비해 각각 6.4%포인트, 13.7%포인트 증가하는 모
습을 보였다. 또한 Wall Street Journal과 Fortune誌 등의 보도에 따르면 Texas Pacific
Group, Blackstone Group 등 10대 사모펀드社에 의해 성사된 2006년 딜의 건수는 125건, 금
액은 총 6,63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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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모 및 헤지펀드에 의한 국경간 M&A 추이
자료 : UNCTAD

이러한 사모펀드에 의한 M&A 붐은 과거 1990년대 중후반의 그것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4년부터 IT버블 붕괴 직전이었던 2000년까지의 M&A들은 글로벌화
와 산업규제 완화에 힘입어 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에 의해 IT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Mega Merger가 성행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 후 버블 붕괴기에 잠시 주춤
하던 글로벌 M&A 활동은 2003년부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
는데, 과거와는 달리 그 대상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의 기업들로까지 확대되고 업종
도 매우 다양해졌다. 앞서 언급한 10대 사모펀드社가 2006년에 인수한 기업들에는 IT업종
외에도 글로벌 요식업체, 실리콘 및 세라믹 회사, 소비재 회사, 에너지 업체 등이 포함되어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글로벌 성장세와 해외직접투자
2000년대 초반의 부진에서 벗어나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글로벌 FDI의 상승세는 앞으로
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일부 불안정한 요인의 존재에도 불
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향후 글로벌 FDI의 지속적 확대를 이끄는
주된 동력이 될 것이다.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탈출과 EU경제의 안정성장 전망에다 세계경
제의 최대 엔진인 미국경제가 자산버블 붕괴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어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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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BRICs 국가들과, 터키, 베트남 등 신흥시장
경제가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여갈 것이라
는 점도 글로벌 FDI 확대를 예상하게 하는 이유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유동성
(Global Liquidity)의 증가추세를 들 수 있다. 실물경제의 성장속도에 비해 유동성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초과유동성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미국 및 EU, 일본 중
앙은행들의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유동성이 꾸준히 확대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정책금리를 올려도 장기 시중금리가 오르지 않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앞으로도 당분간 유동성의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6. 사모펀드에 의한 M&A 활동
따라서 사모펀드에 의한 M&A 열기도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rivate Equity
Intelligence社에 따르면 향후 1~2년간 사모펀드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2007년
중 916개의 사모펀드가 약 5천억 달러를 추가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글로벌
M&A도 이러한 사모펀드의 붐에 힘입을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Financial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2007년 1분기의 글로벌 M&A가 1조1,300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 증가하였
다고 밝혔으며, Oxford Economics社는 2008년에 글로벌 M&A의 규모가 10조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림 5> 글로벌 M&A 활동 지역별 추이 및 전망
자료 : Oxfor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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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모펀드의 붐을 예상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세계경제의 성장세와 풍부한 글로
벌 유동성에 더하여, 사모펀드의 투자방식이 저금리 시대에 Super Return(M&A 성공 시 통
상 5년 투자에 총 100~200%의 수익률 달성)을 가져다줄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금융투자기
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연기금인 Calpers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들 펀드에 속속 유입되고 있으며 신흥시장, 저성장 산업에 다양한 기회가 많이 존
재하고 있는 것도 M&A 붐의 지속을 예상하는 이유들이다.

<그림 6> 사모펀드 M&A 활동의 저해 요인 vs. 지속 요인

7.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중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먼저 각 국가들 사이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경제성장에 필
요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보호,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우대조치 및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미 좋은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 외에도 제3세계의 많은 후발개도국들
이 이러한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제도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유엔무역개발협
의회의 집계에 따르면 글로벌 FDI에 따른 해당 정부와 기업간 분쟁이나 투자위험을 방지하
기 위한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과 이중과세 방지협정(DTT:
Double Taxation Treaties)이 2005년 누적 기준으로 각각 2,495건, 2,758건을 기록, 지난
2000년에 비해 각각 28.7%,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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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사업역량의 최적화
이러한 FDI, M&A의 추이 및 전망에도 불구,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10대
교역국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아직 미미한 모습이다. 2000년부터 2005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연평균 약 37억 달러로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0.4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M&A 투자는 연평균 약 5억8,000만 달러로 전세계 M&A 규모의 0.1%를 차
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10.5%에 불
과한 수준이다.

<그림 7>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및 M&A 추이
자료 : UNCTAD, 주 : M&A는 구매가치 기준임.

Ⅴ

.

결 론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환경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시장의 적
시공략과 글로벌 공급망 운용을 통한 사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전략적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투자대상을 물색하는 신
규 진출 희망업체는 물론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해외투자를 실행해 놓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에도 글로벌 FD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효율화함으로
써 글로벌 경쟁역량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확장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FDI가 증가세가 지속되며, 특히 M&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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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후진 각국 기업들의 관심이 제고될 것이라는 앞서의 전망이 우리 기업들의 향후 글
로벌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인 M&A를 고려할 경우 사모펀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일
기업의 구매자 입장이라면 글로벌 M&A 붐으로 인해 인수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 상황을
잘 주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전에 참여하는 경우 딜의 전문성과 정보력, 자
금력 등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이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기업의 판매자 입장이라면 향후 1~2년이 사업 구조조정의
호기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를 경쟁인수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써 좋은 조건에 매
각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M&A가 아닌 Greenfield형 투자의 경우에도 유망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인 만큼 해당국 정부의 관련 정책과 투자환경과 변화 그리고
적정 진출 타이밍의 포착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 해외직접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
일 내에 면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이의 전면적인 재배치를 통해 해외사업 역
량의 최적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정부정책이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생산기지나 투자기업의 매력도가 저하되었을 경우, 또는 기존의 투자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우월한 투자후보지역이 출현했을 경우 등이 그 예이다.
글로벌 시장의 통합과 정보인프라의 개선, 각국의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지난 90년대 초
반 우리 기업들이 막 해외진출에 나설 당시와는 글로벌 사업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전세
계적 관점에서 향후 최선의 기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구조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FDI 확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이 이를 위
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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