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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

중동부유럽 EU 신규가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EU 가

입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도개혁 정책으로 급속히 증가해 왔다. 본 연

구에서는 EU 신규가입국의 제도개혁이 FDI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먼저 EU 신규가입국의 경제실적, 제도개혁, FDI 유입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후 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EU 신규가입 10개국

을 대상으로 1997-2013년 기간의 제도개혁, 시장 성장, 거시경제의 안

정 등이 FDI 유입에 미친 영향을 선택된 고정효과 패널데이터 분석모형

으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 제도개혁은 FDI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개혁과 규제의 질의 경우 추정된 계수의

부호가 예상과 부합하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어 FDI 유입을 결정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EU 신규가입국은 체제

전환 초기부터 EU 가입을 목표로 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EU 가입 이후에 FDI 유입이 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성장성 요인도 계수의 추정치 부호가 예상과 부합하

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는 것으로 나옴으로써 FDI 유입을 결정하

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데이터 인과관계 분석

법을 활용하여 EU 신규가입국에서 FDI 유입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를 검정한 결과, FDI 유입으로부터 경제성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역방향으로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성

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제 어 : EU 신규가입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체제전환, 제도개혁,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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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외국인직접투

자(이하 FDI)는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촉진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외국

자본은 국내자본을 대체할 수 있고 기술이전, 효율적 생산관리기법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그 직·간접적 효과가 매우 크므로 각국은 외국인투자 유치

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FDI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간에 FDI 유입량의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여건, 평균임금 수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유입량의 재배치 또한 신

속히 진행되고 있다. 

특정 국가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주로 투자유치국

(host country)의 소득수준, 인구, 경제성장률, 평균임금, 법인세 및 수입관세, 

거시경제의 안정 등의 경제적 요인이 전형적인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그런

데 최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FDI를 둘러싼 환경과 FDI에 대한 시각이 크

게 달라지고 있는 관계로 제도 및 거버넌스 등의 비경제적인 변수들이 새로운 

결정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EU에 신규 가입한 중동부유럽 국가그룹1)과 거기

에 속하지 않는 유라시아 국가그룹2)은 모두 체제전환국으로 분류되지만 제도

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2000년대 이후 EU에 신규 가입한 중동부유럽 국가는 모두 11개국이다. 즉, 2004년에

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8개국이 가입했으며, 2007년에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2개국이, 2013년에는 크로아

티아가 EU의 신규회원국이 되었다. 체코의 경우 2008년 이후 체제전환을 종료하였

다는 등의 이유로 EBRD의 Transition Indicator가 발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논문

에서는 체코를 제외한 10개국을 중동부유럽의 EU 신규가입국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

했다.
2) 유라시아란 개념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혹은 전체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라시아 국가그룹은 협의의 학술

적인 측면에서 CIS 12개국을 가리킨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

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

르바이잔, 조지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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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에의 가입이 서방 선진국들의 높은 경제수준에 근접하

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가입을 추진3)했으며, EU 집행위원

회가 가입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 이 나라들에 제시한 높은 수준의 시장경제 

제도 확립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유라시아 국가들에 비해 더

욱 적극적인 제도개혁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국가

들은 자신의 경제수준을 기존 EU국가들의 수준에 상당 정도로 접근시키는 데

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최근 FDI 관련 경제학자, 세계기관 등에서도 제도, 거버넌스 등 비경제적 변

수들이 FDI 유입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좋은 

질의 제도를 지니고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FDI를 유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다. 그러면 중·동유럽제국의 제도개혁은 FDI 유입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

가? EU에 가입한지 10여년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 중동부유럽 EU 신규가입

국에 있어 제도개혁의 FDI 유입에의 영향을 분석해 본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주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요인

이 FDI 유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장경제제도를 오래 전부터 유지

해 온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시도한다는 점, 둘째, 단

순한 횡단면분석이 아니라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

른 동태적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4)에 있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 체제전환국에서의 제도적 요인과 FDI 유

입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제III장에서는, 중

동부유럽제국의 그간의 경제실적, 제도개혁 및 FDI 유입의 추세를 개관한 후 

제IV장 실증분석에서, 10개 EU 신규가입국가들에 있어서 경제요인 및 제도개

혁이 FDI 유입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검증

3) 김승년, 이상직, “EU와 유로존 가입이 수출입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체코와 슬로

바키아에 대한 분석”,『EU연구』, 제45호 (2017년), p. 45.
4) 아울러 패널데이터 분석법을 사용하게 되면 개별국가의 고유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모수의 편의(bias)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은 개

별 국가의 특성을 고정하고 관측할 수 없는 개체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제도적 요인이 

FDI 유입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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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성장과 FDI 유입 사이의 인과관계의 흐름에 관해 확인해 

본다. 끝으로 제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다.

Ⅱ. 체제전환국에서의 FDI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가운데 실증적 분석방법을 

도입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체제전환국으로의 FDI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초기에는 특정 지역의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경제체제전환 과정상의 특징 및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등 경제적 요인과 FDI

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적 요인뿐 아

니라 제도적 요인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어 왔다.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제도 요인과 FDI 유입에 관한 실증적 분석 가운

데 초기에 행해진 눈에 띄는 연구로 Kinoshita와 Campos(2002)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1990-1998년 시기의 중동부유럽국가와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경제체제의 개방도와 과거의 FDI 유입규모 

등이 FDI 유입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밝혔다.

체제전환국에서 제도적 요인과 FDI 유입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중 전문가들 사이에 효시적인 것으로 꼽히는 연구는 Bevan et al.(2004)6)과 

5) Yuko Kinoshita and Nauro Campos, “The Location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ransition Economies”, Working Paper, Tokyo: Institute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Tokyo, 2002.

6) Bevan, Alan, Saul Estrin and Klaus Meyer, “Foreign Investment Locatio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Transition Economi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3, (February 2004), pp. 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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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ning(2005)7)의 연구이다.

Bevan et al.(2004)은 11개 체제전환국의 1994-1998년 기간을 대상으로 제도

개혁과 FDI 유입 간의 관계를 인구 규모, GDP 수준, 거리, 제도적 요인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의 주요측면이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제도의 

전반적인 수준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양질의 제도는 

그 지역 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정보비용을 제거하여 불확실성을 줄

여 준다. 공식적, 비공식적인 제반 제도는 기업의 사업계획, 경영 및 성과에 광

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적 요인은 투자유치에 매우 중요한 입지적 요소임

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제도발전 정도, 투자환경의 안정성이 FDI 유입에 정

( )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체제전환 이전 기간에 수립된 제도의 질적 수준도 

초기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unning(2005)은 유럽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1988-2007년 기간의 제도개혁

과 FDI 유입 간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Bevan et al.(2004)과 비슷한 논리로 투자

유치국의 제도적 요인이 향상되면 그 국가 내에서의 거래비용이 감소하게 되므

로 제도개혁이 투자를 유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근 들어 특정 체제전환국의 제도적 우수함은 FDI 유치에 점점 더 중요한 입지

우위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유럽 체제전환국의 사례가 투자유치

국의 제도적 요인의 FDI 유입에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해 준다고 지적한다. 

Demekas et al.(2005)8)는 유럽의 14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분

석했다. 이들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제도적 요인을 포함시켜 FDI 결정요인을 

분석했는데, 2003년도에 대한 횡단면 분석 및 1995-2003년 기간에 대한 패널데

7) John Dunning, “Institutional Reform, FDI an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Robert Grosse (eds.), International Business and Governments in the 21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49-76.

8) Demekas, Dimitri, Balazs Horvath, Elina Rivkova and Yi Wu,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ern Europe: How can Policies Help?”, IMF Working Paper, 
WP/05/11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une 2005), p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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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분석을 병용하였다. 무역 개방과 외환 자유화 정책은 FDI 유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임금수준과 법인세율 및 관세는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Dhakal et al. (2007)9)는 동유럽 8개국에서 1995-2004년 기간을 대상으로 물

가수준, 시장규모 및 성장성, 무역개방 수준, 환율, 정부규제의 질 등을 결정요

인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시장규모 및 성장성은 FDI 유입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않았지만 정부규제의 감소 및 무역개방의 확대 등은 FDI 

유입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환율의 상승은 부( )의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

다.

Kenisarin과 Andrews-Speed(2008)10)의 연구는 구소련의 일부였던 독립국가

연합(CIS) 15개국을 대상으로 2004년도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면 회귀

분석으로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2004년도 1인

당 FDI 유입 수준과 거버넌스, 경제자유, 청렴도 등 제도적 요인 간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그 결과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제도 전

환 정도가 각 CIS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며 이것이 각국의 FDI 유입 수준을 결정

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정부정책의 효율성 및 안정성, 무역

개방의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 청렴도 수준 등이 FDI 유입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Cazzavillan과 Olszewski(2012)11)의 분석은 1996-2007년 기간을 대상으로 

9) Dhakal, Dharmendra, Franklin Mixon and Kamal Upadlhaya,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nsition Economies: Empirical Evidence from a Panel Data 
Estimator”, Economic Bulletin, Vol. 6, No. 33 (October 2007), pp. 1-9.

10) Murat Kenisarin and Philip Andrews-Spee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Relationship to Governance, Economic Freedom and 
Corruption Percep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1, No. 3 
(September 2008), pp. 301-316. 

11) Guido Cazzavillan and Krzysztof Olszewski, “Interaction between Foreign 
Financial Servic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ransition Economies: An 
Empirical Analysis with Focus on the Manufacturing Sector”, Researc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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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새로 가입한 9개 체제전환국의 제조업 부문 및 금융서비스업 분야에 대

한 FDI 유입 행태를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제

조업 부문의 FDI 유입 정도는 시장 성장성과 아울러 금융서비스업 분야에의 

FDI 유입 수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제조업 부문의 FDI 유입의 증가는 

이 부문으로의 국내 투자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요 거

시경제 관련 변수들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거시경제의 안정성

이 높을수록 제조업 부문으로의 FDI 유입에 정(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Tintin(2013)12)은 경제적 요인 변수에 제도 변수를 추가하여 1996-2009년 기

간의 6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FDI 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GDP 규모, 무역 개방도와 함께 경제적 자유 및 안정, 정치적 권리, 시

민의 자율성 등을 나타내는 제도적 요인이 투자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 연구는 또한 이 주요 결정변수들

의 상대적 중요도가 주요 투자국(EU의 15개 기존회원국, 미국, 중국, 일본)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여부를 파악했는데, 각 변수의 중요도가 투자국에 따라 

현저하게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의 체제전환국 FDI 유입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는데, 황기식, 박선화(2009)13)는 중동부유럽국가 및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1992-2011년 기간의 경제제도, 투자환경이 FDI 유입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양질의 경제제도와 투자환경을 갖춘 국가일수록 

FDI 유입이 많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한희(2012)14)는 1996-2006년 기간의 독립국가연합(CIS) 및 중동부유럽 각

Economics, Vol. 66, No. 4 (September 2012), pp. 305-319.
12) Cem Tinti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6, No. 2 (June 2013), pp. 287-298.

13) 황기식, 박선화, “전환경제국의 제도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중동부유럽과 중국의 

사례비교”,『유럽연구』, 제27권 2호 (2009년), pp. 253-281.
14) 이한희,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FDI)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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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요인, 체제전환 정책,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등의 영향을 

분석했다. CIS 국가의 경우 민영화 및 거시경제의 안정이 FDI 유입에 큰 영향

을 미쳤고 중동부유럽 국가의 경우 환율 및 시장 규모·성장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비 체제전환 개도국이든 체제전환국이든 

경제적 요인 이외에 제도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

한 실증연구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97-20013년 기간의 중동부유럽의 10개 EU 신규가입국을 대상으

로 FDI의 중요한 잠재적 결정요인 중 하나인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

석하며 횡단면 회귀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그간의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시도를 하는 데 있다.

Ⅲ. 중동부유럽 국가의 경제실적, 제도개혁 및 FDI 

유입 추세의 개관

1. 경제실적

중동부유럽 각국은 최근 20여 년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오늘날 

EU 전체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장지역이 되고 있다. 2007-2014년 기간의 신

규가입국의 GDP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에 11개 EU 신규가입국 전체의 GDP

는 EU 28개국 전체 GDP 중 7.9%를 차지하는데 2007년 대비 0.8%포인트 증가

했다. 폴란드가 신규가입국 중 GDP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그 규모가 컸는데 그 

비중은 2007년 2.5%에서 2014년에는 2.9%가 되었다. 2014년의 GDP 규모를 살

펴보면, 체코 및 루마니아가 GDP 규모 2위 그룹을 형성했는데, 루마니아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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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약간 증가했다. 슬로바키아가 세 번째 규모였는데 EU 전체국의 

GDP 대비 비중은 약간 증가했으며 2007년 0.4%에서 2014년에 0..5%가 되었

다.(<표 1> 참조) 

<표 1> EU 신규가입국의 국가별 GDP의 추세 
(백만 유로(경상가격), EU 전체에 대한 비율 %) 

연도 2007년 2014년
EU(28개국) 12,915,386(100%) 13,958,352(100%)

신규EU가입국 914,471(7.1%) 1,098675(7.9%)
  폴란드 313,654(2.4%) 410,845(2.9%)

  슬로바키아 56,091((0.4%) 75,561(0.5%)
  헝가리 101,606(0.8%) 104,239(0.7%)
  체코 138,004(1.1%) 154,739(1.1%)

  슬로베니아 35,153(0.3%) 37,303(0.3%)
  에스토니아 16,247(0.1%) 19,963(0.1%)
  라트비아 22,640(0.2%) 23,581(0.2%)

  리투아니아 29,041(0.2%) 36,444(0.3%)
  루마니아 125,403(1.0%) 150,230(1.1%)
  불가리아 32,708(0.3%) 42,751(0.3%)

  크로아티아 43,926(0.3%) 43,020(0.3%)
           출처: Eurostat database(2015)에 근거하여 필자가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2017년 7월 27일 검색)

다음으로 2007-2014년 기간의 EU 신규가입국의 1인당 GDP 변화를 살펴보

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제외하고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측정한 EU 신

규가입국의 1인당 GDP 수준은 2007년에 대비하여 많이 향상되었다. 2014년에 

1인당 GDP가 가장 높았던 국가 그룹은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였다. 

2014년에 체코의 경우 1인당 GDP가 EU전체 평균의 84.7%에 근접했는데 비해 

불가리아는 46.7%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1인당 GDP 개선이 

이루어진 국가는 폴란드(14.8% 포인트), 리투아니아(14.7% 포인트) 그리고 폴란

드(14% 포인트)였다. 반면에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이 기간에 EU 전체의 

GDP 평균수준에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성취도가 낮았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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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 신규가입국의 국가별 1인당 GDP의 추세 (유로(PPP), EU평균치의 %) 
연도 2007년 2014년

EU(28개국) 평균 25,800 27,400
폴란드 13,700(53.1%) 18,600(67.9%)

슬로바키아 17,300((67.1%) 21,100(77.0%)
헝가리 15,700(60.9%) 18,600(67.9%)
체코 21,600(83.7%) 23,200(84.7%)

슬로베니아 22,500(87.2%) 22,600(82.5%)
에스토니아 17,600(68.6%) 20,900(76.3%)
라트비아 15,400(59.7%) 17,500(63.9%)

리투아니아 15,600(60.5%) 20,600(75.2%)
루마니아 10,700(41.5%) 15,200(55.5%)
불가리아 10,600(41.1%) 12,800(46.7%)

크로아티아 15,800(51.2%) 16,100(58.8%)  

                  출처: Eurostat database(2015)에 근거하여 필자가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2017년 7월 19일 검색)

2. 제도개혁 

EU에 신규 가입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제도개혁 정책을 착실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비교적 높은 성취도를 보여 왔다. 서방 선진국의 높은 경제수준에 근

접하기 위해서는 EU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했

으며, EU 당국도 이들 국가에 높은 수준의 경제자유도를 갖춘 시장경제체제 확

립을 EU 가입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

상에 포함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가입을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에 비해 더

욱 적극적인 경제자유화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이들 국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

치면서 전반적인 제도 수준을 기존의 EU 회원국에 상당 정도로 접근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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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U 신규가입국의 국가별 제도 지수의 추세(2002-2012년) 
연도 폴란드 슬로바

키아 헝가리 슬로베
니아

에스토
니아

라트
비아

리투아
니아

루마
니아

불가
리아

크로아
티아

법치제도
(-2.5～2.5)

2002  0.628  0.239 0.929 0.957 0.758 0.281 0.354 -0.269 -0.096 -0.172
2007  0.368  0.452 0.963 0.886 1.124 0.711 0.672 -0.102 -0.106  0.077
2012  0.754  0.465 0.604 0.990 1.137 0.768 0.816 0.029 -0.116  0.221

규제의질
(-2.5～2.5)

2002  0.750  0.942 1.310 0.865 1.389 0.883 1.066 0.020 0.555  0.298
2007  0.767  1.033 1.187 0.800 1.366 1.006 1.086 0.508  .624  0.494
2012  0.965  1.040 0.978 0.620 1.415 1.015 1.117 0.549  .555  0.446

청렴도
(0～100)

2002 41 37 53 52 56 34 48 28 39 39
2007 37 47 52 64 67 47 48 31 40 34
2012 55 40 46 59 64 42 50 36 33 40

기업활동
자유도

(0～100)
2002 70 70 70 85 85 70 70 55 55 55
2007 54 70 74 74 85 75 75 75 68 59
2012 64 71 79 81 78 76 76 70 74 63

투자
자유도

(0～100)
2002 50 70 70 50 85 70 70 50 50 50
2007 60 70 80 60 90 70 70 60 60 50
2012 65 75 75 70 90 80 80 80 55 75

경제개혁
(1～4.33)

2002 3.80 3.90 3.90 3.55 3.89 3.55 3.55 3.33 3.44 3.44
2007 3.90 4.00 4.00 3.56 4.06 3.78 3.78 3.56 3.67 3.61
2012 4.00 4.06 4.06 3.61 4.06 3.94 3.94 3.67 3.72 3.72

주: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해당 제도 항목의 수준이 더 양호함을 나타냄. 
출처: World Bank, Transparency International, Heritage Foundation, EBRD의 각 데이터.

3. FDI 유입 추세

중동부유럽 각국은 체제전환 초기부터 민영화, 경제 개혁, 제도개혁 정책 등

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했고, 1990년대 초 EU의 준 회원국

이 되면서 대 EU교역에서 제반 특혜 등을 받아 EU와의 교역이 증대되었고 EU

로부터의 FDI 유입도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 이후 순차적으로 EU에 가입15)

함으로써 FDI 유입 증가는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FDI 유입액의 

15) 2004년에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총 8개국이 신규 가입했으며, 2007년에는 루마니아, 불가리아(2개국)
가 가입했으며,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가 EU의 신규회원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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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스톡 기준)의 크기가 EU 가입 이후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FDI 유

입 플로우 측면에서 보면, 일부 국가들의 유입액이 2004년에 대비하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8-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

로 EU의 자본유출입이 축소되었던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신규가

입국은 2007년경 FDI 유입규모(플로우 기준)가 절정에 달했으나, 이후 일부 국

가들의 경우 대폭 줄었다. 그러나 그 축소 정도는 다른 지역의 개도국에 비하면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헝가리와 체코의 경우 동 기간에 스톡, 플

로우 측면 모두에서 대폭적인 FDI 유입 증가가 있었다. 과거 이 지역의 FDI 유

입을 선도해 왔던 폴란드의 위상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다. 폴란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투자 여건, 평균임금 수준의 변동 등으로 인

해 각국 간에 FDI 배분의 재배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EU 신규가입국의 국가별 FDI 유입액 추세(단위: 100만 달러) 
연도 2004년     2012년
구분 스톡(GDP대비 비중) 플로우 스톡(GDP대비 비중) 플로우

폴란드 86,775(34.3%) 12,874 230,604(48.0%) 3,356
슬로바키아 28,185(66.8%) 4,029 55,816(61.1%) 2,826

헝가리 61,576(60.4%) 4,266 103,557(83.1%) 13,469
체코 57,259(50.2%) 4,974 136,442(69.5%) 10,592

슬로베니아 7,590(22.5%) 826 15,526(34.1%) 145
에스토니아 10,045(83.5%) 958 18,826(86.5%) 1,470
라트비아 4,529(33.0%) 637 13,254(47.8%) 988

리투아니아 6,389(28.2%) 774 15,796(37.9%) 835
루마니아 20,486(27.0%) 6,436 74,171(46.1%) 2,242
불가리아 10,108(40.0%) 3,397 49,871(96.6%) 1,899

출처: UNCTADstat(2014)에 근거하여 필자가 계산. http://unctadstat.unctad.org/EN/. (2017년 7월 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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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 분석

1. 분석 대상 및 방법: 모형에 사용된 변수

<표 5> 모형에 사용된 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변수출처 예상

부호
종속변수 ln(FDI) FDI 순유입액의 로그값 UNCTAD

설명변수

ROL 법치제도(Rule of Law) World Bank +
REGUQ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World Bank +

FFC 반부패지수(Freedom from Corrup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
BF 기업활동자유도(Business Freedom) Heritage Foundation +
IV 투자자유도(Investment Freedom) 〃 +
ER 시장경제화 진척지수

(Economic Revolution) EBRD +
GDPGR 전년대비 GDP증가율 World Bank +
INFLAR 전년대비 인플레이션율(%) World Bank -

EU 신규가입국에서 제도적 요인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설명변수로 World Bank의 법치제도 지수, 규제의 질 지수, 국제투명성기구

의 반부패지수, 헤리티지재단의 기업활동 자유 지수 및 투자 자유 지수, EBRD

의 시장경제전환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요인으로는 시장의 성장성, 거

시경제의 안정성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경제적 요인 각각에 대한 대리변수

로 GDP 증가율,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FDI 유입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FDI 순유입액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각 지수의 개요를 살펴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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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제도(rule of law): 이것은 거래일반의 법적 측면 등을 평가한 지수로 

사회의 룰의 신뢰와 준수하는 과정을 측정하는 일련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범죄의 발생률, 사법의 효율성 및 예측 가능성, 계약

의 집행 가능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World Bank의 WGI 데이터베이스에

서 입수하였다.

2)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이 지수는 투자환경 정책의 측면에서 평가

한 것으로 이것을 각국 간에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행동에 정부가 어

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조작이나 불

충분한 은행감독 등 시장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의 발생률, 외국과의 거래

와 비즈니스의 독립 등의 영역의 지나친 규제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의 지

표를 포함한다. World Bank의 WGI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입수하였다.

3) 반부패지수(Freedom from Corruption): 부패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사용한다. 특

정 국가에서 이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부패가 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직관적으로 예상해 보면, 투자자들은 부패가 낮은 환경을 더 선

호한다. 

4) 기업 활동 자유(Business Freedom):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수들 중 하나이다. 특정 국가에서 비즈니

스를 창업, 운영 및 폐업하는 데 따르는 비용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원 

데이터의 점수는 1점에서 100점까지로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 자

유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정도가 적고 행정비용의 부담이 낮

다. 

5) 투자자유(Investment Freedom): 역시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수들 중의 하나로 시장개방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산

업 간 또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의 자유도를 나타낸다. 자본이동에 규제가 

낮은 국가일수록 이 지수의 값이 더 높다.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본이동의 자유를 선호하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의 이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의 예상 부호는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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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개혁 지수(Economic Revolution): 시장경제화 진척지수로서, EBRD는 

가격자유화, 무역 및 외환자유화, 소규모 사유화, 대규모 사유화, 기업 거

버넌스 개혁, 경쟁정책 등 6개 기준에 따라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지수를 산출하여 매년 그 진척도를 평가하고 있다. 경제개혁지수의 

각 점수는 5점을 만점으로 하여 1점에서 4.33점으로 주어지고 이는 특정

국가의 시장개혁 진척도에 대한 EBRD의 평가를 반영한다. 해당 분야별로 

각 점수가 대체로 4점 이상일 경우 해당 분야의 시장경제화가 충분히 진

척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73-2013년의 시장경제화 진척지수를 

EBRD의 Transition Report 데이터를 이용하여 집계했다.

7) GDP 성장률(GDPGR): 1997년-2013년 시기 각국의 국내총생산의 전년대비 

증가율로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나타낸다. 투자유치국의 GDP 성장률이 

높을수록 그 국가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좀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높은 GDP 성장률은 FDI 유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8) 인플레이션율(INFLAR):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포함시켰으

며 World Bank의 데이터에서 입수했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는 인플

레이션율이 낮을수록 거시경제의 안정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변수로 포

함되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국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9) FDI 순유입액의 로그값(ln(FDI)): 종속변수로는 FDI 유입의 정도를 나타내

는 FDI 순유입액의 로그값을 사용하였으며 World Bank의 데이터베이스

에서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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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제도개혁 및 경제변수의 FDI 유입에의 영향에 관한 

패널데이터 분석모형 

본 연구는 10개 EU 신규가입국16)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13년까지17)의 

국가단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변화가 FDI 유

입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횡단면 

자료 분석기법 만을 채택해서 분석하면 그 한계성으로 인해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 단위 패널데이터

를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개별 국가의 고

유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모수의 편의(bias)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회귀분석 모형의 기본 방정식은 y ＝ β0 ＋ β1･IF ＋ β2･ER ＋ β3･X ＋ ε 

……(1) 로서, 여기서 y는 FDI 순유입액(ln(FDI순유입액)), IF는 제도적인 측면

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 ER은 체제변환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X는 통제변수

들(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관련 변수들)의 벡터, ε는 확률적 교란항, β0

은 상수항을 나타낸다.

이 기본 방정식을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적용된 모형들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16)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EU에 신규 가입한 10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을 분석대

상으로 한다.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

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국이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체코의 

경우 최근에 들어와 EBRD 등에서 체제전환국에서 제외하여 체제이행지수를 집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17)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1995년부터 매년 세계 156개국을 대상

으로 경제자유도 지수(Economic Freedom Index)의 총점(overall score)과 하위지수 

점수를 발표하고 있다. 분석기간을 1997년으로 잡은 것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중

동부유럽 EU 신규가입국의 상세 하위지수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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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ln(FDIi,t) α ＋ β ･ROLi,t ＋β ･REGUQi,t ＋β ･FFCi,t ＋ β ･BFi,t ＋ β ･IVi,t 

             ＋ β ･GDPGRi,t ＋ β ･INFLARi,t ＋ εi,t ‥‥‥ (2)

여기서, ln(FDIi,t)는 1997-2013년 기간의 각 국가의 각 연도별 FDI 순유입액의 

자연로그값이고, ROLi,t는 당기의 법치 수준, REGUQi,t는 규제의 질 수준, FFCi,t

는 반부패지수, BFi,t는 기업활동 자유도, IVi,t는 투자 자유도, GDPGRi,t는 GDP

성장률, INFLARi,t는 인플레이션율, α는 상수항, β는 추정계수이고, 그리고 εi,t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GDP 성장률, 인플

레이션율을 포함시켰는데, 각각 시장의 성장성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나타내

는 대리변수의 역할을 한다. 종속변수로는 FDI 유입을 나타내는 FDI 순유입액

의 로그값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추정 모형에는 EBRD에서 제공하는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화 진척

도를 나타내는 경제개혁지수(ER)를 포함시켰다.

모형 2:

ln(FDIi,t) α ＋ β ･ROLi,t ＋β ･REGUQi,t ＋β ･ERi,t ＋ β ･GDPGRi,t ＋ β ･
INFLARi,t ＋ εi,t ‥‥‥ (3)

여기서, ERi,t는 당기의 경제개혁 수준을 나타낸다.

3. 패널데이터 분석기법

다년간 집계된 여러 횡단면 단위의 패널데이터로 회귀분석을 할 경우, 관찰

할 수 없는 변수 또는 누락된 변수의 문제가 발생한다.18) 이 누락된 변수를 변

18) Gary Chamberlin, Handbook of Econometrics: panel data (Amsterdam: North Holland, 



EU 신규가입국들에 있어 제도개혁이 FDI 유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윤 인 하·김 영 진 59

수 C라고 하면, 이 변수는 관찰 불가능한 값이므로 모형에 포함될 수 없다. 변

수 C가 다른 설명변수들과 이무런 상관이 없으면 오차에 포함되더라도 설명변

수와 오차간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어 모수의 추정치가 편의되지 않는다. 그

러나 다른 설명변수와 상관이 있는 변수 C를 오차에 포함시켰을 경우 설명변

수와 오차 간에 상관이 생겨 모수의 추정치가 편의된다.19) 

설명변수 X가 개체들의 특성을 모두 관측해서 설명해 낼 수 있다면 관찰되

지 않는 개체효과인 변수 C를 제거해도 되고 기간에 따른 모든 관측치를 표본

으로 하는 결합통상최소자승법(POLS: Pooled Ordinary Least Square)을 적용

하면 된다. 그러나 관측되지 않은 변수 C 때문에 설명변수 X가 개체들의 특성

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면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이 있다. 

결합통상최소자승법(POLS)을 사용하면 모형은 식(4)와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이 기법은 모든 관측치들을 각기 다른 횡단면 단위로 보고 통상최소자승법

(OLS)을 사용하게 된다.

종속변수it = α +β1･설명변수it +β2·･설명변수it +β3･설명변수it + εit ........ (4)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에는 더미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 최소자승 가변수추정

법(LSDV: Least Square Dummy Variable)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LSDV 기법

은 변수 C를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개체수 n만큼의 더미변수를 설정한다. 

더미변수의 설정 방법은 특정 횡단면 단위 i에 대해 모든 t년도에 ‘1’의 값, 다

른 횡단면 단위들에 대해서는 ‘0’의 값을 주는 식으로 개별 횡단면 단위 n까지 

반복해서 n개의 더미변수를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더미변수를 활용하면 회귀

식의 절편은 없어지고 변수 C는 각각의 개별 횡단면 단위의 절편과 같은 역할

1984), pp. 1247-1318.
19) 만약 Cov(X,C)≠0 이면 변수 C가 포함된 오차의 기댓값은 E(U｜X)≠0이 되어 결국 E

(｜X)≠β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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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된다. 

확률효과모형은 개체간의 차이가 어떤 분포(distribution)로부터 확률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회귀식에서 변수 Ci는 개별 횡단면 단위들의 고유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횡단면 단위별로 우연히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Ci는 모집단에서 추출된 확률변수로 취급되며 식(5)의 모형에

서 νi,t와 같이 표현되고 오차로 다루게 된다.

종속변수it = β1･설명변수it +β2･설명변수it +β3･설명변수it + Ci +νit ......... (5)

본 연구의 제도개혁의 FDI 유입에의 영향에 관한 패널데이터 분석법에 고정

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적용된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모두 위

의 식(5)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Ci는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유한 값으로 잡아 

주는 기능을 한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식(5)와 같은 동일한 모형 

형태로 설정되지만 Ci를 어떻게 간주하는가에서 차이가 난다. 고정효과모형은 

그것을 고유한 값으로 보고 개별 국가마다 가변수를 설정해 분석하고 확률효과

모형은 그것을 오차로 간주하면서 다른 시점의, 같은 국가의 관측치들의 연관

성을 고려하여 일반화 최소자승법(GLS: General Least Square)을 추정기법으로 

사용한다.20) 

본 연구에 이 통계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한 국가의 경제

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중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개별 국가

의 특성을 고정하고 관측할 수 없는 개체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제도개혁이 FDI 

유입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쓰면 t년도의 개체수 n을 수집함으로써 총 nT개만큼의 

다수의 관측치를 갖추게 되어 분석이 매우 효과적으로 되는 이점이 있다.

20)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가운데 어느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

하는 방법으로 하우스만(Hausman) 검정이 있다. Hausman 검정은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귀무가설 Cov(Xi, Ci)=0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 즉, Xi와 Ci 간에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확률효과모형

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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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논의

1) FDI 유입 패널데이터 모형 1: 

<표 6> 신규 EU가입국들에 대한 FDI 유입 분석 결과
(헤리티지 경제자유지수 포함)

고정효과모형
종속변수 ln(FDI순유입액)

ROL 1.063**
(0.485)

REGUQ 1.459**
(0.467)

FFC 0.001
(0.013)

BF  0.021*
(0.012)

IV -0.009
(0.009)

GDPGR 0.061**
(0.017)

INFLAR -0.001
(0.003)

관측치수 170
조정된 R2 0.635

           주: 1.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2. * : p < 0.1  ** : p < 0.05

<표 6>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거시경제변수와 제도변수가 EU 신규가입

국의 FDI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21) 거시경제

21) 패널데이터 분석의 고정효과 혹은 확률효과모형 중에 선택하기 위해 Hausman 
(1978) 검정을 실시했다. Hausman 검정은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인 귀무가설 Cov(Xi, Ci)=0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 

즉, Xi와 Ci 간에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검정 

결과는 χ2(7)=46.90** 으로 귀무가설(Cov(Xi, Ci)=0)을 기각하여 개체간 효과가 독립

변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정결과를 토대로 고정효과모형이 

본 연구에서는 더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62 EU연구 2017년 제 47 호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 이외에 제도변수로서, World Bank의 WGI 지표 중 법치

제도(ROL)와 규제의 질(REGUQ),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지수(CPI), 미국 헤리

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중 

본 연구의 가설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기업활동자유지수(BF)와 투자자유 지수

(IV)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선택된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5% 유의수준에서 법치제도

(ROL), 규제의 질(REGUQ)은 FDI 유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부패로부터의 자유로운 수준을 보여주는 반부패지수(FFC)는 추정된 계수

의 부호가 예상되는 방향으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기업

활동 자유도 지수는 10% 유의수준에서 예상했던 방향으로 그 추정결과가 나왔

다. 투자의 자유도는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부( )의 부호로 나타났고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시장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일인당 GDP 성장률의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로 나

타났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율의 경우는 예상했던 대

로 음의 부호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특히 정부 규제의 질 향상 및 법치제도의 수준 제고의 경우 추정된 계수의 

부호도 예상하는 바와 같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어 FDI 유입을 결정하는 데 중

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중동부유럽의 EU 신규가입국이 추진한 지속

적인 제도개혁 정책은 FDI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수의 추정치 부호가 예상과 합치되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는 

것으로 나온 시장 성장성 요인 역시 FDI 유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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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DI 유입 패널데이터 모형 2:

<표 7> 신규 EU가입국들에 대한 FDI 유입 분석 결과
(EBRD 경제개혁지수 포함)

고정효과모형
종속변수 ln(FDI순유입액)

ROL 0.094
(0.519)

REGUQ 1.012**
(0.439)

ER 2.189**
(0.607)

GDPGR 0.061**
(0.016)

INFLAR 0.001
(0.002)

관측치수 170
조정된 R2 0.661

               주:  1.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2. * : p < 0.1  ** : p < 0.05

<표 7>은 체제전환 국가의 시장경제 이행 진척 지표인 EBRD의 경제개혁 지

수(ER)가 EU 신규가입국의 FDI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22) 

선택된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5% 유의수준에서 규제의 질

(REGUQ)은 FDI 유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치제도

(ROL)는 예상했던 대로 정( )의 부호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체제전환 진척지수(ER)는 5% 유의수준에서 예상했던 방향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추정결과가 나왔다. 시장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GDP 성장률의 

22) Hausman 검정의 결과, χ2(5)=12.59** 으로 귀무가설(Cov(Xi, Ci)=0)을 기각하여 개체

간 효과가 독립변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정결과를 토대로 고

정효과모형이 본 연구에서는 더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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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로 나

타났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율의 경우는 예상했던 것

과는 반대로 정( )의 부호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특히 FBRD의 체제전환 진척지수로 나타낸 경제개혁 및 규제의 질의 경우 추

정된 계수의 부도 예상했던 대로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어 FDI 유입을 결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중동부유럽 EU 신규가입국 정

부의 시장경제화를 향한 견고한 경제개혁 정책의 시행도 FDI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시장 성장성 역시 FDI 

유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패널데이터 분석의 결과, 제도적 요인을 나타내는 주요 지수의 

개선이 FDI 유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전환국 FDI 

유입요인에 관해 행해진 다수의 선행 실증분석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5. EU 신규가입국에 있어 경제성장이 FDI 유입의 증가를 견인해 

온 것은 아닌가?

본 연구에서는 EU 신규가입국 그룹에서의 제도개혁 성취도와 FDI 유입 간

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회귀분석에서는 설명변수를 

제도변수로, 종속변수를 FDI 유입액으로 설정하였다. EU 신규가입국은 서방 

선진국의 높은 경제수준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EU 가입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

단하고 가입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제도개혁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국의 경제수준을 기존 EU 

회원국의 수준에 상당 정도로 접근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들 국가에

서 양질의 제도 및 EU 가입이 FDI 유입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FDI의 유입을 증

가시켰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FDI 유입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이 FDI의 유입을 초래하는, 즉 역

방향의 인과관계가 현실적으로 성립하고 있다면 이 제도개혁의 성취도와 FDI 

유입 간의 관계를 추정한 회귀분석은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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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계열 시차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FDI 유입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규명하는 그랜저(Granger) 인과관계 검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패널데이터에서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시계열데이터

에서의 검정방법을 패널데이터의 경우로 연장한 기법을 이용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드미트레스크-헐린(Dumitrescu-Hurlin, 2012)23)의 기법을 이용하였는

데, 해당 검정 기법을 수식으로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yi,t ＝ α0,i ＋ α1,i･yi,t－1 ＋ … αm,i･yi,t－1 ＋ β1,i･xi,t－1 ＋ … ＋ βm,i･xi,t－1 ＋ εi,t

xi,t ＝ α0,i ＋ α1,i･xi,t－1 ＋ … αm,i･xi,t－1 ＋ β1,i･yi,t－1 ＋ … ＋ βm,i･xi,t－1 ＋ εi,t

단, α0,i ≠ α0,j α1,i ≠ α1,j … αm,i ≠ αm,j  ∀i,j

   β1,i ≠ β1,j … βm,i ≠ βm,j  ∀i,j

변수 x와 y는 인과관계를 검정할 대상 변수들인데, 여기서는 FDI 유입액과 

경제성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검정은 각 횡단면 단위(국가들)를 대상으로 일반

적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한 후에 그 검정통계량들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표준화된 이 검정통계량들은 표준 정규분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미트레스크-헐린 기법을 활용하여 EU 신규가입 국가에 있어서 FDI 유입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가 <표 8>와 <표 9>에 나타나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전체 그룹에서 FDI 유입으로부터 경제성장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그 역방향으로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Elena Dumitrescu and Christophe Hurlin, “Testing for Granger Non-causality in  
Heterogeneous Panels”, Economic Modelling, Vol. 29, No. 4 (2012), pp. 1450-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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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결과24)
FDI 유입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경제성장이 FDI 유입에 

영향을 주었다.
EU 

신규가입국
lag=1 ○** (p=0.005) lag=1 × (p=0.626)
lag=2 ○** (p=0.001) lag=2 × (p=0.276)

<표 9> FDI 유입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의 흐름
  FDI 유입 정도 ⇒ 유의미한 인과관계 있음 ⇒ 경제성장
  경제성장 ⇒ 유의미한 인과관계 없음 ⇒ FDI 유입 정도

이로써 EU 신규가입국의 높은 제도개혁 성취도가 FDI 유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본 연구의 회귀분석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중동부유럽의 EU 신규가입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해당 분석기

간(1997-2013년)에 대해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제도개혁이 FDI유입에 미친 

영향에 관해 실증 분석한 결과, 제도적 요인을 나타내는 주요 지수의 개선이 

FDI 유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체제전

환국 FDI 유입요인에 관해 행해진 대부분의 선행 실증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EU 가입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도개혁 정책의 시행으로 중동부유럽의 EU 

신규가입국에 대한 FDI 유입액은 급속히 증가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EU 신규

가입국의 제도개혁이 FDI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EU 신규가입국

24) 각 변수의 시차 값을 두 방정식 모두에 독립변수로 포함시키고, 시차 값이 과거 몇 

개의 시차까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테스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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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실적, 제도개혁, FDI 유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후, 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EU 신규가입 10개국을 대상으로 1997-2013년 기간의 제

도개혁, 시장 성장,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이 FDI 유입에 미친 영향을 선택된 고

정효과 패널데이터 분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개혁 정책은 FDI 유입에 긍

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개혁과 규제의 질의 경우, 추정

된 계수의 부호도 예상대로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어 FDI 유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U 신규가입국은 체제전환 초기부터 

EU 가입을 목표로 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EU 가입 이후

에 FDI 유입이 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계수의 추정치 

부호가 예상과 합치되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온 시장 

성장성 요인 역시 FDI 유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패널데이터 인과관계 분석법을 활용하여 EU 신규가입국에 있어서 FDI 

유입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FDI 유입으로부터 경제성장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그 역방향으로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도변수가 FDI 유입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회귀분석상의 가정이 통계적으로 큰 무리가 없음을 보여 준

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가설과 부합하고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체제전환국의 경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라고 할 수는 없다. 각 제도변수가 개별 신규회원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개별 회원국 간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한 좀 더 미시적인 분석이 추후에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각 그룹을 역사적, 사

회·경제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을 통해 분류하고, 각각의 

국가그룹을 대상으로 FDI 행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추후에 보강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도개혁 선도국인 중부유럽 4개

국과 후발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서로 다른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향후 추가적인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타 지역의 체제전환

국 즉,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및 중국, 몽골, 베트남, 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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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아, 미얀마 등 동아시아 지역의 체제전환국들로 분석대상을 넓혀 FDI 행태

에 대한 분석을 비교경제학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는 것도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필요한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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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Relations between Institutional Reforms and 

FDI inflows of EU New-Member States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Yoon, In-Ha* · Kim, Young-Jin**
25)

FDI inflows of EU new-member states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region have rapidly increased due to their governments’ 

intensive,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reform policies 

and accession to the EU.

This study, covering 10 transition countries, is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institutional reforms, potentiality for market growth, 

macroeconomic stability and FDI inflows during the period of 1997- 

2013. We focus on confirming if institutional reforms have exerted 

important impacts on FDI inflows in this reg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related studies in that we analyze the impacts 

of institutional factors as well as economic factors on FDI inflows in 

transition economies and that we use panel data analysis method, in 

which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analytical methods are distinctively 

combined.

We found that major institutional factors had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FDI inflows in this country group. 

 *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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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economic reforms and regulatory quality had important 

impacts on FDI inflows. And, potentiality of market expansion also had 

an important impact on FDI inflow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anel causality 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rong causal relation was found from FDI inflows toward 

economic growth in this region. No causal relation was found in reverse 

direction. We need to interpret this result cautiously that causal relation 

flows from FDI inflows toward economic growth, but not in reverse 

direction in case of EU new-member states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region.

Key words: EU New-Member States, FDI-inflows,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Reforms,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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