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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재편 방향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편의점에 들러 별생각 없이 집어든 생수병에도

에 실현 불가능했던 새롭고 효율적인 형태의 산업

‘스마트 워터’라고 쓰인 것을 보니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생산, 소비, 신산업 창출이 가능해지고 기

(Industry 4.0)’의 유행을 실감하게 된다. 2016년

존의 규모를 초월한 연결망의 등장으로 여기서 파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생되는 지식정보, 인적 네트워크 등의 복잡성 또

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초

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들 한다. 이러한 초

연결성(Hyper-Connection)과 초지능화(Hyper-

연결성을 기반으로 유입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

intelligent) 특성을 기반으로 산업구조 전반에 대

리하는 과정에서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는

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세상의 이러한 변

의미 있는 결과물을 통해 기계의 ‘자가 학습(self

화와 흐름을 ‘스마트’하지 않은 머리로 따라 가려

learning)’에 필요한 데이터·지식이 산업의 새로

니 힘들기는 하지만, 초연결성은 사람과 사물이

운 경쟁 원천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기계

인터넷(IoT)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다양한 기술

가 독립된 주체로서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및 산업간 융합으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

전달하며,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그 의미를 분석

러한 융합을 통해 가치창출을 위한 새로운 분야가

하여 자율적으로 진화하고 생산방식이나 물건 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체가 ‘지능화’되어 동태적인 소비자의 선호와 요
구를 생산과 연결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산업시대의 

데 용이해지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도래

들 이야기 하고 있다.
굳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않더라도 모르는 길

기술의 발전과 산업간 융합이 확대될수록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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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녁메

시장 생산성 향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

뉴를 선정하고 음식을 만드는데 냉장고와도 진지

로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한 토의를 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는 스

있는 실정이다.

피커와 수다를 떠는 광고를 멍때리며 낯설지 않
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

실시간 사용·통제가 가능한 

운 산업시대(New Industry Age)’가 도래하고 있

가상물리시스템의 구축

음을 느끼게 한다.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의 특성
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생산방식과 제품 개념이 바

이러한 각국의 노력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뀌어 과거 기계가 진입하지 못했던 다양한 산업분

제조업에서 ‘스마트’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가상

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의 구축

높이며, 산업구조의 대대적으로 재편에 따라 제

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소

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송, 건강의료, 도시 등

프트웨어와 실제 우리의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물리적 공간의 공장 로봇, 병원 의료기기, 보안

전망이라고 하고 세계 각국은 이러한 4차 산업혁

시스템 등이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사

명시대에 대응하고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

용,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말한다. 가상

다. 독일의 경우, 2011년부터 ‘Industy 4.0’을 도입

물리시스템(CPS)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하여 제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도

않고 연결이 가능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분산

화를 지향 및 제조 강국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제어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지능

기울임과 동시에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다. 미국 역시 2011년 이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물리적,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미해짐에 따

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한 기본 전략을

라 기술 간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을 유발한다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첨단

하는데 좀더 공부할 것들이 점점더 쌓여가는 느

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

낌이다.

ship; AMP)을 통해 ‘제조로봇 분야(Manufacturing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

Robotics)’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우에도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자형 탈제조업화’가 일반적으로 미국 12%, 일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

본 19%, 독일 23%인데 비해 우리나라와 중국은

을 실행에 옮기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30%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중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본 또한 2016년, 아베

심의 경제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때에는 정

정부는 국가차원에서의 ‘일본재흥전략’을 추진하

보통신기술의 인프라면에서도 앞선투자를 해왔

여 제조업의 부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일본 노동

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의료, 문화 산업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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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

리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환경적인 면에

들은 법률분쟁 및 조세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응

서의 장점 못지않게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도 가

에 신중한 접근과 지역별 재편과정에서 인수합

지고 있다.

병(M&A)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지(production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과 제조업

base)와 판매기지(market base)에 대한 해외투

과 서비스업간의 연계성이 낮아 융·복합을 통한

자가 진행되고 있는 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어렵다는 것은
빠른 시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스위스 최대

4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 확보로 인프라 

은행인 UBS가 WEF 2016 연례총회를 앞두고 발

구축 시급

표한 보고서1)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수
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 법적 보호의 5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outbond

요소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4차 산업혁명 적응

FDI)가 연간 약 500억 달러 수준으로 발생하는

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5위로 미국 5위, 일본

반면에 외국인투자유치(inbound FDI)는 약 200

12위, 독일 13위에 비교하여 준비가 미흡하다고

억 달러에 머물고 있어, 대략 300억 달러의 자본

평가되고 있다. 기술수준(23위), 교육시스템(19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고용과 성장을 위해서

위), 사회간접자본(20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

이다. 더구나, 이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4

에서 139개국 가운데 89위를 차지하였고, 산업간

차 산업혁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분석결과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

제조업중심의 생산기지나 유통물류 중심의 판매

의 연계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

기지를 유치보다는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기

과의 융합을 통한 이른바 ‘스마트’를 내재한 제조

지(R&D base)와 상품화전략수립을 위한 마케팅

업의 고도화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 한국경제가

기지(marketing base)를 한국으로 끌어올 수 있

직면해 있다.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경제와 공유

그런데, 최근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영향으

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구
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로 기존의 다국적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Value Chain;GVC)에 대해 현지국의 원천지국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전자상거래 포

1) B. Baweja 외,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r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Jan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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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상호작용

조업 등을 선정하여 경제자유특구에 유치2)하는

과 개인적인 관계를 연결시킴으로써 협업에 의

것이 제품의 경쟁우위를 창출한다거나, 시장실패

한 생산(collaborative production)을 가능케 하고

(market failure)3)를 앞세운 무역주도형 경제성장

있다.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리라는 기대는 한계에

또한, 정보통신(ICT) 기술은 전자상거래나 앱

직면해 있다.

스토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공유경제(shar-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의 경

ing economy)를 등장시킴으로써 재화의 거래나

직적 경제성장 모델에서 새로운 시장주도형 경제

자산의 보유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인스타그

성장 모델이 필요하고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독

램의 예에서 보듯이 스타트업(Start-up) 일지라

일 등 다른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많은

도 ‘초국가적 사업모델(trans-national business

중·장기 전략을 세워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

model)’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가치

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역시 불확실성, 복

사슬과 디지털경제 시대에서의 지능정보기술의

잡성, 다양성의 미래 트렌드에 선제 대응하기 위

발전은 새로운 무역형태와 거래 메커니즘을 변
화시켰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
화는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스마트’ 전략이 요구
된다. 단순히 3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이 특정 제

2)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positive list system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
해 중국의 상해경제자유특구 등은 기업유치에 있어서 negative list system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가능성면에서 본다면 경제에 있어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보다는 정
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더 위협적이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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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유연한 경제시

향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에

스템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유치한 외국인 자본이 오히려 기존의 국내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역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외국인투자
유치

이 있다.
셋째, 전략산업과 협력성장이 가능하도록 기존
의 플랫폼을 지능화한 인공지능 플랫폼(Hyper-

첫째,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connected Platform)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능정

이 융합된 O2O(On-line to Off-Line) 산업을 위한

보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학습을 통해

인프라확장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적용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측이

불균형 성장으로 산업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불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규제나

O2O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

법률의 운영면에서 볼 때 진입 가능 업종에 제한

은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

을 두지 않음으로써 신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열

근으로 미래 유망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어두어야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기업들

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 중심의

이 국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세계 1

주력산업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위의 외국인투자유치 국가로 미국은 전세계 해외

출판, 통신, 정보기술 서비스업과 같은 비주력산

직접투자 유입액 중 22.0%를 차지4)하고 있는데,

업의 성장이 등한시 되고 있는데 O2O산업인프라

첨단기술의 활용과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할 수 있

구축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성장노

는 개방형 규제운영이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있

력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둘째, 질적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외국인투자유치

필요하다. 서비스업의 경우, 국내 경제 위상에 비

정책’은 국내 기업들과의 기술 융합 및 협력으로

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R&D 투자는 이미 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방형 외국인 투

계 최고수준에 올랐으나 과학기술 활동효율성은

자유치를 유도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주요 경쟁국에 뒤지고 있다. 따라서, 양적규모 중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업과 후발기업이 다양하

심의 외국인투자유치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게 인공지능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 있는 산업분야를 모색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외부환경 변화 요인을 방어하고 위험을 분산시키

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질적성장 중심의 외국인투

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

자유치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

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투자유치 전략수립 시 고려

들은 핵심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수행하

되어야 할 것이다.

고, 개발된 기술을 제3의 나라에 이전하여 해당
국가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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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CTAD, FDI Stati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