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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세계화의 다양생 1: 
비교분석을위한시론* 

온 농운e 1990년대 이래 급욕하게 진앵되고 있는 생심의 세계희 쪽 초 

국적 생산네트워크의 구흑괴 그에 따톨 극인경제 세제의 재언 앙상올 문석 

하는 이흔적 톨융 수립히고지 힌다 기종의 세계회가 금융이나 우역을 중심 

으포 문석되던 경양에 대한 인성으로 용 논문온 국민경제에서 고용과 소득 

분애 등에 직징적으로 영양을 미지는 생신의 확연에서 진앵되는 세계회톨 

문석하고자언디 

1980년대 이래 국제경쟁의 격회 빠를 기술의 진보 그리고 급언하는 시 

징에 적용하기 위해 선진 자온주의 국기툴의 기엉을온 생산을 초국적으로 

재펀하였다 이러한 생산네트워크의 초국적 재연온 1970년대까지 진앵되 

던 다국적 기엉의 일전파는 디를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진앵되는 생산의 초 

이 논운은 2008년 정 l우(교욕과학기술 !j'-)의 재앤으포 한국학숭진흥재단의 지원옹 받아 

수앵원 연구잉 (KRF-2008-00XX)5 ) 



196 힌국정지연구 ;J:illB징 찌1호 (20091 

국적 네트쩌크의 수립은 기존의 수직적 용잉의 조직구조 히에서 진앵되는 

다국적 기엄피 당리 다잉힌 경쟁적 요소흩흩 보다 유연하게 용수하기 위해 

진 공정을 운질찍히여 다양한 국직의 기업률을 새료이 곁잉히는 것이다 § 

국 생산의 초국적 재언은 해외직정루지와 외주 혹은 빼외조당이리는 두 축 

용 중심으로 구성왼디 이러힌 생산의 초국적 재현g 국민경제의 새료운 재 

연율 의미하지인 신지유쭈의지들이 얘경하듯이 하나의 엉태로 수염되는 것 

은 아니다 초국쩍 생산네트쩌크의 구성이 극기g로 디잉허재 니타날 수 있 

다 온 논문은 기존의 여러 뭉힌톨의 운석률 용해 이러힌 생산네트워크의 디 

잉힌 잉태의 혼재. 획인히고 그 원인용 문석하는 다잉안 언수를괴 인과관 

계를 상펴용으로써 디잉힌 생산의 세계회톨 비교운석히기 위한 기온적인 이 

용톨을수립하고자힌다 

쭈제어 생신 세계획 자본주의 다잉성 해외'"밑 찍징!지 

1980년대 이후 세계화용 겪고 있는 국채경제질서의 두드러진 욕정온 경쟁의 격 

화와 기술의 급속한 앤화이다 이와 강이 급1건하는 국찌갱치경제 갱서얘 유연하게 

적용하기 외해 각국의 주요기업등옹 새로운 시장과 양쟁의 강싼 노동력 그리고 

신용히 융득할 수 있는 신기슐 퉁용 찾아 전 세제적으모 새로운 생산체제용 쿠옷 

하기 시작했다 1 970년대까지의 다국객 기업이 아니라 기승 개 l강에서부터 생산의 

아지악 단계까지용 전 세계척으호 초직하는 초국적 기업둥이 생겨난 것이다 

(Dunning 1993‘ Porter 1990) 

이러한 가치생산에제의 세계화(g_""""，， 0' prodι"0'"띠ιchaìns)는 기업들의 

효용성과 수익성융 높여주고 국쩨정쟁력용 강화시켜 주는 긍정척 효과를 가져 왔 

다고 일반적으로 영가된다 반연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의 초국적화가 여러 가지 

싱각한 우작용올 낳고 있다는 우려도 재기원다 국내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연서 

벙어지는 산염 공동화{hollowing애 "" 굽제적 거대기업용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지 

안 국내 고용창출에는 기여하지 옷하는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초국적 기엉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연킬고리가 끊어징으로써 기업 간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경제 

격 파급효과가 사라지는 현상 퉁이 그것이다 생산세째의 채연이 각국의 국인경재 

에 중대한 연화용 가져오연서 궁극격으로 국내 갱치경제 질서에 싱각한 연형과 재 

연용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기존 연구동온 무역이나 금융융 중심으로 세계화융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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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실물경제에 기초한 생산 영역 세계화의 중요성올 간과해 왔다 주지하듯 

이 경제적 세계화는 생산과 금융 무역 잊 지식(기술)의 세계화용 포활하여 네 영 

역은 유가적으로 경합되어 있다 네 영역의 세계화 모두가 세계경제와 각국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지안 특히 생산 영역의 세계화는 중장기적 

으로 각국 내의 산업구조와 고용 임금수준 및 소득분배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 

써 각국 국인경제와 사회구조 및 정치질서에 중대한 영향융 가져옹다 따라서 생 

산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과 그 영향 그리고 각국 생산체제의 재연융 운석함 

으로써 세계화에 대한 기존 논의들의 한계륜 녕어서야 한다 더욱이 최근의 전 세 

계적 경제위기는 생산 세계화의 양태와 영향에 대해 주옥힐 필요성을 더욱 크게 

안듣고 있다 위기 이후 각국 생산체제의 재연옹 진망하는 데 지금까지의 생산체 

제의 꽉성이 실이리를 재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래 한국에서도 기존 생산체제의 해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우선 부풍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징으로써 수층과 내수의 연경고리가 끊어지고 있 

다 이전에는 주요 기엽이 생산을 세계화하더라도 부풍은 한국에서 조닿했지만 이 

제는 현지조당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의 경우 

한국제 현지 기엄틀로부터의 역수입의 중가와 그 부에앙 효과로 인해 국내 중소 

부풍산업이 더욱 타격융 입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기 

엽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및 연결고리 단정 산업공동화 독자적 기술축적 기반 

의 붕괴 풍을 생산셰제의 세계화에 따른 국내 생산체제 재영의 길과이다 

따라서 건전한 국민경제 및 정치경제질서의 지속을 위해서는 생산셰제의 세계 

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휠요하다 욕히 각국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 

적으로 진앵되고 있는 생산세제 및 정치경제질서의 재연에 대한 연일한 비교 분석 

을 흥해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고 유효한 생산체제 재면전략올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설실하다 온 논문은 생산체제의 다양한 재연유형과 국민경제에 이치 

는 효과을융 비교하기 위한 분석플올 수험하려 한다 이등 통해 궁극적으호 생산 

체제 및 정지경제질서의 재면에 직연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실천적 항의가 도출쉴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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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계획의 압력과 전략적 대용 

1990년대 이후 생산 무역 굽융 정보 등의 분야에서 급격히 전개왼 세계화는 

전 세계적인 갱생윤 촉발하였고 이러한 격열한 경갱에 직연하여 각국의 기업등은 

적극적인 생존 앙안을 오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영틀온 경쟁역올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초국적 생산네트워크률 형성하게 되었다(Gcrclli et al. 2(05) 

。1 러한 초국척 생산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왼다 해외직접투자라는 형 

태로 진행되는 해외생산 확장 그리고 보다 유연하게 생산요소등을 경함하기 위한 

외주(outsourcing) 혹은 다른 기엄틀과의 생산 공정의 분한(fragmemation)이 그것이 

다 그렇다연 이 두 종류의 전략적 대옹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양자블 

광의의 해외'"달 에 포항시키는 이들이 있옹 정도g 우 전략은 목적상 유사성옹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M，πhant ct aJ. 2005) 그러나 그 형태와 동인 작용방식 

정치경제적 효과 연에서는 상당한 차。1가 있다 

인저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오든 해외직정투자는 기업이 자회사나 

지정의 건성올 통해 소유 연에서 직성적으로 풍제할 수 있는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한다는 정에서 수직객 통합 구조릎 갖고 있다 불흔 기엄 내 초직 망식에도 다양 

한 양태등이 존재한다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파 같응 회사틀은 

본사에 비해 해외지사의 상대적 자윤성이 높은 반연 일본 기업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Markunscn 허 al . 2OO2) 그러나 수앵적이든 수직적이든 해외직접투자는 소유 

판세의 동일성에 근거한 기업 내 국제 풍합구조 로 규정항 수 있다 해외직정투 

자는 생산의 초국적 재연올 구성하는 다를 유형인 외우조달과 구!흉하기 위해 내부 

생산을 강조하는 분석적 개녕으로서 의미릎 가진다 기존의 제조 혹은 구입

(makeαooy) 혹은 -명령관계 혹은 시장판계a의 구분에 따르연 해외직접투자는 회 

사 내 생산 혹은 영령판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윌랴압슨(Williamson 

1985 )의 설명에서 보이듯이 시장의 거래가 가져오는 위험(예컨대 기술 누충)과 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의 견과이다 또한 국제적인 비교우위의 연동이 

나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국제정치환경의 재연 풍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연동과 연 

판하여 스스로의 기업욕수이익(자산 경쟁력)응 유지하기 위해 이우어지는 것으 

로도 g• 수 있다(Stühler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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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안혁에 대옹하는 또 다든 전략은 해외죠당이다 1980년대 틀어 기존의 

대양생산체세 앤리에 기초한 미국의 생산체제와 달"1 중소기업과의 긴인한 혐역 

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이나 독일 이당리아의 유연생산체제 개념이 대안으로 동장 

했다 ( Piore and Sabcl 1984) 기존의 수식적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던 대량생산체제는 

급격한 시장의 변화와 빠은 기술 진보 웅의 맨화릎 소유권의 테두리 내에서 홈수 

하기에 한계가 크고 연화에 대한 척응도 느리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거대 완성 

풍엽체등 (OEMs)이 기존의 수직적 풍합구조를 해셰 (dc-vertical ization )하고 생산공 

정응 분한하여 중소 부풍염셰룹에게 더 않은 부분을 할당해주는 파정을 풍해 외우 

조당(ou!soureing )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완성풍엉체등의 해외 진출파 더윤어 국내 

무용업자틀이 동싼진총히}거나 현지의 외국 부풍업자들 혹은 글로얻 우풍엽자들과 

의 새로훈 외부죠달 앙식을 형생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것이 외우조당의 특수한 

형태인 해외조달이다 〈그림 1 )은 이러한 관계를 단순화해서 보여 준다 

해외조당은 상호작용방식。1 소유적 퉁함을 신제로 하지 않는다는 접에서 해외 

투자보다 훤씬 유연하고 느슨한 기엉 간의 관계등 특정으로 한다 따라서 이 판계 

의 거버년스는 순수한 시장판계나 관계적 협력 (πlational coo야 rnt ion)을 통해 전개 

되며 확산 누총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의 외무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 

지 협력관계룡 통해 이에 대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해외죠당이 전연화되기 위해서 

는 이블 뒷받첨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조건이 뒤따약 주어야 한다(Slählcr 

2007: GcrcffìαaL 2005 ) 

이와 같이 해외직전투자와 해외조달은 세계화의 앙허에 대용하여 비용을 삭강 

us CH1NA 

Venica! FDl 
U$. Finn"A 

lntm-Finn Tmdc 

Offshore 
ÛUl<;QUrcinι 

간잠〉 
총지 Marchant et aL 2005 

〈그림 1 ) 딘순한 형태의 국제적 생산씨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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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회에 대한 두 기지 대옹제셰익 치이 

해외식검우자 j 해외조달 

소유구조 풍일 소유구조 오회사-자회사 판계 이켈 소유구조 타기엽 관계 

조직적 존재냉식 꽁합(intcgration ) 환려/환철("맹Il\tionlfragmemation) 

끼어넌스 수평/수직 판껴，] ( hori 7.0ntaV\lcrtiζ，1) 시장/협역관계 

확산/누종문재 정보내우화 앙지 갱보외부화 지적재산권 협릭 

거래관계 기업내무억 기업간무역 

주요풍기 기영자산 정치정세싼갱 기승환경 경제구조연화 

하고 새로운 기술역에 적응하며 기업득유의 자산이나 자신의 핵싱적 놓역 (core 

competence)을 확보하려는 동일한 옥표갚 갖고 있지만 그 구조와 논리 및 접근i상 

식이 크게 다르다 이려한 성에서 두 가지 대옹땅안은 하나로 수영6 지도 않으며 

서로 대제되지도 않는다 〈표 1 )은 생산의 세계화에 따른 생산 네트워크의 초국적 

재펀올 구성하는 두 가지 개념을 요약하고 있다 생산의 해외진출과 해외조달응 

분석적으로 상이한 개녕이지안 현실에서는 상호보완적이연서 상호작용하는 초국 

적 생산네트워크의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11 . 얘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소유권올 기반으로 수직적 통합 구조륜 동원해서 세계 

화의 앙역에 대옹하려는 것이다 해외투자에는 그 동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 

고 각 유형옐로 관련 산업들이 구멸되며 네트워크의 작용방향도 당라진다 

(Nachum 히 al .2002) 

1) 자원추구형 (res이rce seeking FDI) 해외투자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오늘날 세계적 해외투자의 흐릎을 주도하는 대량 투자는 아니다 자원추구 투자는 

자국에 경여되어 있는 에너지와 기초자연올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에 정근하 

는 비용융 최소화하고 꽁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이와 판련되 

는 산영은 에너지 산업 비철금속 산업 퉁 내수중심의 산업이다 

2) 비용삭갑앵 (factor price seeking FDI) 주로 노동력 비용의 삭강과 낮은 원료가 



쟁산 세계화의 다양성 I 201 

킥을 지향한다 이 투자 또한 해외투자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현재 대 

양의 투자가 지속되는 운야는 아니다 。1에 해당되는 산업은 주로 내수중싱의 소 

비용 전용적인 노동집약적 정공업 재용들로 예컨대 성유 의류 목재 엘프 식 

료 응료 퉁의 산업분야이다(Hejazi 히피 200 1) 

3) 수충추구형 (expor1 sceking FDI) 국내에서 다양한 이유로 수출비용이 상승함 

으로써 저비용의 풍부한 생산요소가 공급되는 해외의 수출생산기지릎 구축하려는 

투자이다 이 투자는 해외투자의 중기척 단계에 주로 관찰되는 것으로서 현재에도 

중국 인도 동냥아시아 동 주요 발전도상국틀융 중심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 

만 주도적 해외투자 흐릅은 아니다 산업 분야로서는 성유 의류 산업 저우가가 

치 가전 잊 전자 전기 산업 등 수출지향적 경공업올 중싱으로 소위 제풍차엘화 

운엽과 우회수출이 추구되고 있다 

4) 시장추구형 (m찌히 sceking FDt) 이는 본국이나 제3국에서의 수충보다 현지생 

산과 유통에 의한 시장 장악올 목표로 한 투자유형이다 륙히 투자 대상국이 관세 

퉁 무역장벽을 강화하거나 환윷조건 연에서 무역/수충 비용이 증가할 때 운송 및 

관세 환차손 둥 거래비용용 삭갑하고 실정적이고 장재적인 고객에 근정하기 위해 

해외투자응 하는 경우이다 주로 선진국 간의 투자나 대규모(장재적) 시장보유 국 

가에서 그 전형올 빨견한 수 있다 대표적인 산엽은 중부가가치 이상의 내구소비 

재 산업으로 전자 전기 산업 자동차산엉 화학산엉 퉁이다(He lpman CI 어 2ω4 

H틴'"" 이 al. 2ω l 티lis et 띠 2002 ) 

5) 효융추구앵 (efficietκy sceking FDI) 부가가치연쇄릎 지역적 요소 부존의 차이 

에 맞게 재연성하려는 투자유형에 해양된다 혼히 가공죠링 산업과 같은 다공정 

산업에서 공정융 분항하고 이블 각 지역의 요소부존에 맞게 재애치하는 공정간 분 

엉。1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기엉내 우역의 전형올 보여주는 수명적 국제분엽 

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해외투자는 선진국 간 혹은 선진국과 일정한 

기술력 이상의 개발도상국 간의 판계에서 반생한다 전자 전기 산염 자동차 산 

업 기계 산업과 같은 가공조립 산엽 석유화학공업과 같온 다공정 화학 산업 둥이 

。1 에 해당왼다(티lis el 피 2(02) 

6) 경쟁전략적 동기 (compel ili ve stralcgic motivalions) 외부환정의 압력으로 투자 

가 이루어지는 것요로서 경쟁자의 행동에 대한 안웅이 가장 큰 동기이다 이 투자 

는 주로 선진국 간의 투자유형이 0여 산업분야로서는 고기술부문과 R&D 부운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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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2) 해외투지의 동7때 익사적 배경， 신엠 연펀싱 

경정요인(동기 주요쭈자시기 현재의 지얘릭 대상지역(극가) 얘당산업 

자씬추구형 50년얘 - 70년대 벼 i!쩍 소량 산유국 자핀국 
에너지산엽 기초시인 

산업 긍속산엉 뚱 

"1용삭깝형 70년대 -80년째 비 i!작 소it"- 냉전도상국 
노동집약적 경공업(성유 

확휴. 삭 li 용li산엉풍} 

노동깅약적 수용지향산업 

수충추구엉 80년대 -90년대 중유오 '11"션도상국 (섬유 와퓨산업‘ 져우가까치 

가전 잊 전자 진기산염 둥) 

선진국 종우가가치 이상의 내구소 

시장추구앵 8O'd대 -2αP년대 대규모 딴전도상국 비재 생산산엄 (전자진기산 

(장재허) 임 자동차산엉 화학산엄 웅) 

선진국 
'1 껴l 정 보산업 '1공쪼휩 산업 

Jt융추구헝 80년대 -2OOJ년대 대규포 안전도상즉 
가공조엄산업(전자선기산업 

자홍차산업 기계산업 등)과 
1'1술혁 ) 

다용정화학산엄(석유화학공업 풍) 

선진국 
고가 슐'f풋파 R&D 부훈 

(rr웬야 쇼프E혜이 반도체 
경쟁전약동기 90년대 -2OOJ년대 중규요 앙갱도상국 

져l 약‘ 뽕산장비‘ 전기쑤홈， 
(기슐팩) 

생영공학동) 

이 포항되는데 π분야 소프트헤어 반도채 제약 풍신장비 전기부풍 생명공학 

퉁이 이에 포항원다(Hugginsct 띠 20(7) 

한떤 1 990년대 금융화가 급격히 진행되연서 제조엽 영역에서도 인수 합영 앙 

식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종래 전흉적인 제조업 해외투자와 

달리 현지 산업화를 촉진하지 않았올 뿐안 아니라 용랭트 구축의 부담융 대폭척으 

로 완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정에서 국제적 생산에 내한 금융지애화가 더옥 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화의 경과 일부 거대플핸트 산영 대표적으로는 

화학 산업 퉁에서 해외후자가 한성화되는 걸과즙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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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해외조달 

해외조달응 대향생산체제의 대안으로 퉁장한 유연생산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외 

부죠알과 해외생산의 확장이라는 두 경향이 경함되연서 발전하게 되었다 국제경 

쟁의 격화로 인해 기엽틀은 제용과 생산 공정에서 여러 요소툴의 이정융 최대한 

살리는 견함올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소유권에 기초한 수직적 용합으로는 싣현 

되기 어려웠다 반면 외부조닿윤 독링적인 외부 전문 생산업체틀이 주는 이정등 

예윤 들연 저임금에 따른 저비용 새로훈 부풍 기술 빠른 생산의 재연 퉁이 주는 

이정응 최대화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완성용 엉체등은 기존의 수직적 통합에 기 

초한 생산체제의 많은 공정에서 핵싱척 주역 부분툴올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정 

용 분정화(fragment띠 ion )해 서 91부 생산영자듣에게 주고 이틀야외 새로운 경합체 

제릎 구촉해왔나 해외조달은 이러한 외부죠달(α，tso"π i ng)의 대상과 냉위릎 국내 

중싱에서 전 지구적으로 확장한 것이다(Kumar히 이 2005/2아)6) 

해외초날 범위의 확대는 크게 보아 1990년대 。1후에 극적으로 진행된 두 가지의 

기술적 경제적 환경의 연화에 의해 촉발되었다 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원 π화가 

그 하나이며 산업우문에 대한 금융지배의 강화 곧 금융화가 다른 하나이다 우선 

IT화는 n의 네트워크기술의 딸전올 바탕으로 수요에 유연하게 대용할 수 있게 할 

뿐안 아니라 다양한 공갱에 전운성 ε- 지닌 소규모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융 가능 

하게 하였다 종래 엘본의 유연생산체제가 갖는 장정융 제조업 전반에 확대시컬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 경파 기엉들은 디자인과 생산에 휠요한 작엽과 공정올 

수행함에 있어서 커유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정보고속도로 퉁 IT 인프라륜 적정히 

한용하는 i텔리 "fl뉴팩쥬어링* (telemanuf，ιcluring) 체제흉 구혹하게 되었다 둘째 

금융화는 생산을 위한 거대한 고정자산이 야기하는 비용부암을 회피하연서 브핸 

드 디자인 금융지배능력 퉁 자신의 핵심적 자산융 극대화하기 위한 망안으로 

대두되었다 제조업 기엽은 더이상 륙정 생산우문을 보유하지 않으며 자신의 핵 

싱능력 하에 일정 기술역 이상의 중소 규모 제조사을올 통합시키는 선략을 추구하 

게 되었다(Ul fl이ocr 2αμ) 

해외조달이 추구하는 。1정은 다양하나 짓째 비용절갑 효과이다 즉 노동역비 

용 풍 비용정감응 위해 부용생산을 해외기업에 외주한다는 것인데 대표객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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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해외죠당이다 을쩌 오늘날 해외조당의 이정은 단지 

비용운제에안 한갱되지 않는다 해외조달은 새로운 기슐파 우용의 빠른 홉수용 위 

해 부용업셰의 풍(pool )용 엉힘으로써 외주의 새로운 가웅성융 확대시키고 있다 

예컨대 새로운 기슐앤천에 정e하거나 용질동셰 효과용 거동 수 있고 외부에 존 

재하는 션문성훌 안용하거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접근융 용뼈 지속가능한 기슐왼 

천융 앙용항 수 있다(Ulfeloer 2(04) 셋째 시간판련 이정이다 해외조달은 다국가 

간 생산 혹은 서비스로 시간대 재약용 해제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대병호 다양한 

지역에서 서비스와 개안 싼얘용 진앵함으로써 사엉속도원 개선힐 수 있다 

그런데 외부조달 혹용 해외조당이 주는 이정을온 항상 싱현되는 것은 아니며 

염려앙슨(WiIliamson 1985; 198 1)의 거래비용이용(transaction costs th∞<y)이 보여주 

듯이 새로운 비용융 장충힐 수도 있다 예컨대 부용의 자산 육수성 (assel specificity) 

이 높올수흑 거래 위힘과 비용옹 충가하며 이 경우 외우죠당보다는 소유권에 기 

초한 회사 내 죠당 방식용 취하게 왼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용 거래용 둘러싼 갱치 

적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연화양 수 있다 예융 올연 자산 욕수성얘서 기인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옹 용재하는 사회객 공동세객 제도둥이 안전안 경우 혹은 거래 

가사회적 규엄에 정함왼 경우(soc i띠 om뼈dod""，) 외부조당이 발전하고 나아가 

보다 협 혁적 형 태의 외부조닿이 안전한 수 있다 

IV. 생산셰혜의 산업명 때구성 

써계화에 대한 각국의 대용이 보여주는 특정융 분석하려연 각국의 산엽들이 어 

떻게 해외투자와 해외조당융 결앙시켜왔는지륭 동일한 기춘파 시간대에서 비교해 

증 원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의 용융 와보하기 외해서는 우선 산업적 속성이 주는 

차이용 고려하고 이갑 용제항 핑요가 있다 예컨대 A국외 외유 잘온 단순꽁정 산 

염과 B 국의 자동차 같온 욕장한 부용 및 공정으로 이루어진 산업올 비교한다연 각 

국외 다양현 전략적 대융융 타당성 있게 비교한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얘서 

는 생산의 써계화 압력에 따를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외 재연이 각 산엽에 어떠한 

영향융 미지는지훌 언저 운석한다 

생산의 초국적 네트워크의 구성올 이루는 두 가지 주요 요소는 해외직정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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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초달이며 이 두 측연올 경합하연 흉합객이고 총셰적인 분석올 한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생산과 해외조달 정도증 양측으로 하여 이념형적으로 추충펠 수 있는 

산업플올 2x2 애트릭스로 분류할 수 있다고 온다 측 명연공간응 종측과 횡축을 

갖고 있는데 종축의 경우는 해외투자의 장정적 용이성을 중심으로 하끄 ~축은 

앞에서 언급한 산엽적 륙성으로 인해 우용의 외부조달 용이성올 중싱으로 운류하 

고자한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해외투자 동기분석올 통한 산업옐 경향올 종합해 보면 각 

산업별로 해외투자의 경향용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각 산엽 부운영 속성파 연판 

하여 산엽앨 해외생산의 상대적 정향올 논항 수 있다 " 우선 1 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딩한 해외투자부문응 전자전기 자동차 화학제용 잊 그 부풍 

중간재 생산 산업이라고 항 수 있다 이 산엉틀윤 오늘날 해외투자에서 가장 큰 비 

중옹 차지하고 있는 시장추구행 해익투자의 주력산업이며 효융추구형 경쟁전략 

형 해외투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수출지향형 해외투자룹 주도하는 산엽플이기 

1) 이와 깐련하여 다용과 같온 일본의 산엽엔 해외생산비흉올 창고해용 수 있다 

(안Jfl: %) 

1997 1998 1999 woo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식"-흥 2.7 28 28 2.7 45 46 49 4 .4 4.2 4.2 

성유 74 8.2 8.2 8 6.7 6.6 84 73 6.] 9 

북재총01펼표 ].7 3.4 ].4 ]8 ]8 4] ]8 4.2 3 4.7 

'f학 11 10.6 10.3 11.8 12 ‘ 6 13 .4 13.6 15.3 14.8 17.9 

석유석탄 17 2] 1.2 14 15 2 1.6 1.8 26 44 

칭강 11.6 98 89 14 ‘62 8.9 9 .4 10.6 96 10.6 

비천금속 9.8 8.5 9 .8 9.4 10ι2 10.1 7.9 9 .4 10.2 10.3 

일1간기계 10.3 12.5 11 10.8 10.2 10 I 10.7 1L7 \3 .1 14.3 

전기 '1 계 17.8 172 17 .6 18 21.6 21 23 .4 95 11 1L8 

갱보용신기계 33.1 349 34 

수송기계 22 23.5 23 .4 23.7 306 32.2 326 J6 J7 37 ‘ g 

정인기계 84 93 11 IU 12 129 128 12 .4 13 .8 89 

기타 4 4.4 4.2 4 .4 4.4 5.1 5 6.2 7.2 8.4 

채죠업명균 11 11.6 11 4 1L8 14 .3 14.6 15.6 16 ‘ 2 16.7 18 ‘ l 

충처 B* 앓il!i!i/îtù. (혀야<":i.:Atm"ftJiMi*jl，i!4 1i: )( 1997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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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나아가 전자전기 산업 및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가공조립 다공정 산업 

으로 공정분리와 현지 플핸트 건성 생산의 표준화 둥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해외투자친화적 인 특정올 갖고 있으여 상대척으로 높은 해외생산비융을 보여주 

고 있다 룰흔 해외투자의 구체적 실행과 판련해서 재용생산공정의 복잡성 해외 

생산기반 형성의 용이성 상대적 시장규모 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운에 해외 

생산의 상대적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화학 산엉의 경우 장치산업객 욕수 

성으로 알미암아 단위당 투자액수가 크고 비교적 투자규모가 큰데 륙히 1 990년대 

이후 M&A 방식의 해외투자가 급진전되고 R&D 분야의 비중이 큰 제약 산엉 퉁 

이 해외투자의 선도 산업으로 퉁장함으호써 양적인 해외투자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04) 

다응으로 해외투자에 적극적인 산업윤 산업기제릎 주로 생산하는 일안기계 산 

업이다 이 산업용 해외누자에 상대걱으로 유리한 가장조딩 잔업으로서의 특갱을 

공유하끄 있지안 생산재릉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정에서 용핸트의 규모가 를 뿐안 

아니라 딴애시장의 제약도 있어서 해외생산의 상대적 비중은 첫 번째 그용보다는 

뒤진다 한연 금속 철강 산업과 같이 전략적 기간산업의 경우도 천연자원 및 기 

술에의 접근융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의욕윷 가질 수 있다 그 

리고 정얻기계산업의 경우 정일한 부풍생산。1 윗앙칭되어야 하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의 생산기안을 우선시하고 해외투자에 아주 적극적이지 않 

지안 가공조링산엽의 성격상 공정의 일부 혹은 조립부문올 해외생산으로 이관하 

는 경향용 갖끄 있다 한연 경공엽부운 중 국내시장 빛 해외시장을 동시에 중시하 

는 수출지향적인 경공엽의 경우 해외생산올 중시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장 대표 

적인 산업은 성유 의류산업이다(United Nations 2(04) 

마지악으로 해외생산의 기본적인 동력이 아주 소극적인 산업을올 말견할 수 있 

다 가영 1970년대 이전까지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해외투자의 동기가 약화되어 있 

는 에너지 산엽이나 가구 고우 윤라스틱 식료용 등 전동직으로 국내수요릅 안 

즉시켜온 국내시장지향 산업의 갱우 해외생산 지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고 

R&D윤 중싱으로 하는 고기술산임의 경우도 기숭생산 원천의 국내척 보호갚 위해 

해외투자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다안 고기술산업의 경우 현지의 기숭력이라든지 

산엉징적과 같은 입지조건이 뒷받침힐 경우 기슐력의 개선융 위한 계기로 해외투 

자가한용원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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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3) 신엉영 해외 생신의 경헝 

주요산영 

천자 전기산엉 자동차 화학(세휘 

일안기계산영 청강 긍속~업 성유 의퓨 정믿기계산업 

에너지산엉 국내소비재산업 R&D부문 등 고기숭산업 

이러한 산엄영 해외투자의 동인과 산엽 l영 속성에 따르는 산업앨 해외생산의 상 

대적 경향성을 구연해온 것이 〈표 3)이다 

한연 외부조달 혹은 해외조당과 관련된 구제적 데이터는 구하기 어렵다 그 이 

유는 외부조당의 안대인 수직직 풍함 혹응 회사 내 생산 정도(degrce 이 verti cal 

integmtíon )를 측정하는 방영이 연구자등에 따라 혹은 나라아다 다르게 정의되어 

왔기 때운이다(Jur:양ns and Rcuttα 1989, 122-124: Dolescha11989, 157: Griffin 1994, 109 

11 4) 또한 주요 대기업틀이 자신틀의 상용 가치등 우려해서 정확한 데이터표 주 

는 것을 끼리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그렁에도 용구하고 부풍업체틀에 고용왼 

노동역의 추이나 상대적 가치 그리고 1990년대 얀생한 대기엉틀의 부품생산업체 

에 대한 딴얘 둥을 풍해서 대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산업전문가을 

이 탕수직적 동합화(disintcgration ) 경향에 대해 웅의하고 있다(Kwon 2004 , 30• 33) 

운영한 사실은 IT화와 금융화릎 풍해 해외조달의 영역과 엉외가 대단히 와대되고 

있응 뿐만 아니라 재조엽 내에서 모윤화 등 다양한 방식의 해외죠달이 촉진되고 

있다는점이다 

이러한 당집중화 선약은 각국 정치경제의 다양한 제도적 속성과 정치적 전략의 

연수들올 반영하지안 여기서는 우선 산업적 기술적 특성이 해외조달에 이치는 

영향율 살펴본다 기술적 경제적 측연에서 해외조달용 분석한 대표적인 예가 제 

레피 (Gary Gcrcffi )와 스터전 (Timothy Sturgeon) 풍의 최근 작업등이다(Gercffi 1994 

Sturgeon 2002: Gercffi , Hunψ 1πy ， and Sturgeon 2005) 이듣응 거래비용올 유낼하는 요 

소들로 제용의 표준화(sω띠ardization ) 정도 혹은 거래 정보의 단순성 정도 거래 

득수적 투자 정도 그리고 장재적 부용업자들의 능력 풍올 틀고 있으며 。1러한 요 

소들은 산업석 기술적 요소등에 의해 영향올 받는다끄 본다 제에피 (Gereffi 

1 99<‘)의 구분에 따르연 재풍과 상풍생산 공정이 단순한 산엽을 예흉 틀연 의유 

신딸 장난감 소ul 재 가전세용 가구 산영 퉁의 경우는 우용염자들로우터 않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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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제죠업 부운영 예외생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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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2) 주요국 제조업 부운열 해외생산비율 

해특수척 투입용 요구하지도 않고 교환하는 정보도 단순하기 때운에 기회주의적 

앵동에서 오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1 경우 해외조달에서 오는 위험이 상대 

적으로 작고 손영개 퉁제가능하여 소위 구애자 주도형의 초당 오앵 즉 선진 본국 

에는 제조공장옹 보유하지 않으연서 구애자가 제용설계에 업각해서 거의 전적으 

로 해외조달윷 하는 양대가 확산원다 

반대로 자동차 컴유터 항공기 전기기계 같은 산업의 경우는 완성풍을 구성하 

는 부용이 복잡하고 높은 기술을 요구하며 그 공정도 대단히 복잡하다 이헌 산업 

의 경우는 부용영세들의 새로운 기슐이나 정보 짙은 거래욕수적 투입에 따라 큰 

이익올 창충하지만 이에 비에해서 기회주의적 행똥으로 인한 위헝파 비용도 그안 

콩 크다 이 산엉틀의 경우는 기회주의적 행동의 외헝올 흉제할 수 있는 제도와 규 

엉 혹은 션략적 선액 동에 따라 애우 다양한 거에넌스의 헝태용 보여준다 결국 이 

러한 완성품이나 생산공정이 옥잡하요 새로운 기숭의 진보에 인강한 산엽의 경우 

는 보완적인 제도적 장치윤 요구한다는 정에서 제풍과 공갱이 규격화되고 단순한 

산업에 비해 해외조날 용이성이 훨씬 낮다는 것올 보여준다고 하겠다 。1 때 생산 

자는 칭저하게 그 자신의 직접객 봉제하에 생산과갱을 판리하는 조날방식을 걱하 

게 왼다 예컨대 수직풍합구조 하에서 회사내(in-house) 조당이라든지 장기척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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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4) 해외조딩의 정도로본신엉구운 

주요산업 얘외투자정도 

성유 의유 완구 동 국내소비재산업(구얘자주도 완전해외조당) 

신자 전기산엉(정유터) 자동차 퉁(오률죠달) 

상 

중 

에너지산 화학산엄 정영기계산업 일반기계산업 청강 긍속산엉 

엄 R&D부운 동 고기술산업 
하 

관행에 있는 계열기업으로부터의 초달과 같은 생산자 주도형의 조달 모엔이 선택 

된다(GeπlTi 1994)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틀어 금융화와 IT 혁명의 뒷받칭올 받아 조달방식의 연 

화가 극적으로 모생되기 시작했다 측 생산자등은 자신의 금융척 능력융 기초로 

부풍생산의 ，" C 화 (π 표준화)등 기하고 외주와 해외조낱옹 극적으로 전개시킨 것 

이다 이러한 연화블 추용한 가장 큰 계기는 가꽁조립산업의 부용규모틀 획기적으 

로 증대시킨 모율 (m여ule )의 도입이었나 예컨대 전자전기산업과 자동차산업에 

서의 모윤화의 진전은 가공조링산엽의 해외죠달 비중응 현저히 증가시컸다 

(Sturgeon 2007: B本얘小企쳤金없公셔，넨쩌죠페 2002 ) 한언 이와 달리 대규모 대 

중적 수요가 뒷받칭되지 않으면서도 높은 기술력융 요구하는 일반기계 산엉 정일 

기계 산업 화학 산업 철강 및 금속 산업 동 고부가가치 고기숨 산엽의 경우는 

보다 전동적인 생산자 직접풍재형 조당오영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바탕을 두고 생산의 세계화 압력에 따흔 해외조달의 용이성올 산엽별로 추 

해외조당정도 

상
 
상
 
하
 
하
 
하
 
하
 
중
 
중
 
하
 

〈표 5) 산업부운일해외생산및해외죠딜의정도 

해외생산갱도 

하
 
중
 
하
 
하
 
중
 
중
 
상
 
상
 
상
 

국내소비재 

성유 의유 

에너지 

고기숭산엉 

일반기계 정일기계 

청강 금속 

전자전기 

자똥차 

화학 

산엽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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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산 

여
 써
 Z 

」} m 영안기계산엉 성유/의휴산엽 

야
 써 
강
 
} g 

정일기계산업 
철강/긍속산영 

;에너지산엽 
고기슐산업 

역내소비재산업ì: 

국내생산 

〈그림 3) 산업잉 생산버트워크의 초국직 재구싱 

흔하연 〈표 4)와갇다 

지금까지의 논의흉 기반으로 산영부문별 해외생산 및 해외조달의 정도용 비교 

하연 〈표 5 )의 경과가 나오는데 이를 영연공간으로 재구성하연 〈그립 3 )과 같다 

당 〈표 5)와 〈그링 3)이 보여주는 해외조달은 장재적 용이성이며 현실적 해외조 

당의 정도는 아니다 현실적 해외죠닿은 다양한 조건과 정치사회적 제도틀의 차이 

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안 여기서는 해외조당의 용이성을 산엽적 속성의 측연에 

서 가능함으로써 압력의 정도와 비교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V 생산체제의 국가별 다양성 

새로운 가지생산셰제로 대표되는 생산의 세계화는 일차적으로는 각 산엽의 기 

술적 욕성에 크게 의존한다 생산 세계화의 진행 정도쓸 규정한 기술적 요인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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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앙묵적 기술에 의존하던 생산네트워크의 각각의 연결고리에서 정보의 코드 

화(0αJification) 릅 용이하게 하는 갱도에 달려 있다(Sturgeon 2002: Macher and 

Mowery 2(X):1.) 아처와 모우어리 (Macher and Mowery 2(X):1.)는 화학 컵유터 반도셰 

산엄 간의 생산방식 재연올 비교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은 미국 목일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를 산업 분야에서 성계공학특화(specia l izcd dcsign and 

engincering: SEF) 기업올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직적 전운화" (vcrtical 

'P'ζ 피 1깅t ion )2)의 양태용 비교하였다 。1 러한 수직적 분화는 코드화가 손쉬운 화학 

산엽과 반도제 분야에서 혼히 나타난다 

그러나 생산방식의 알선과 전파 표준화 그리고 재연 과정이 산엽빌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생산 세계화 l상식의 국가영 차이의 중요성올 희석시키지는 않는다 

생산 세계화 청도의 산업영 차이는 기술 표준화 앙묵걱 정보의 E드화에 큰 영향 

응 받지만 생산 세계화의 또 다른 측연은 안드시 기숭척 조건에 규정되지는 않는 

다 즉 주도 기엉과 부용공급 기업 혹윤 주도 기엽과 외주 기업의 판제는 여전히 

각 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조건에 따라서 큰 연차갚 보일 수 있다 아처와 모우어 

리 역시 각 산업의 재연융 주도하는 주도 기업이 산업구죠 재핀의 요구에 직언했 

을 1얘 저해 있던 각기 다은 전재 초건을 즉 기술형성의 땅식과 시장의 성격이 재 

연앙식에 지속적인 영향융 미치고 있음올 지척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오히려 

국가적인 차이가 기술적 요인에 의한 산업별 생산구초의 차이보다 더 큰 영향을 

"1치고 있다고 주상한다 

아사누아(Asanuma 1989)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 전기전자 산엽의 조달관계릉 

조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선기기계 산엽보나는 재용의 종휴가 적고 제풍의 수 

명이 긴 자동차 산업에서는 대기엽과 부풍공급기엽 간의 조당판계가 비교적 장기 

적이었다 반연에 전기기계 산업은 생산 규모와 기술 성숙도의 측연에서 최총 재 

풍이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장기적인 부종공급 계약이 드물었다 또한 부용공급 

2) "수직적 전문화-는 세용의 성계 생산 판애즙 하나의 기엉에서 당당하던 기존의 기엽 

형태에서 벗어냐 제용의 연구개안 신세용의 설계 최종 딴얘안 주도 기염이 당당하고 

생산의 상당 우운 혹옹 생산 전제잔 의주하는 생산 망식이다 가치생산세계라 영영 '1는 

생산의 새계화는 이와 강은 생산체계의 수석적 신문화에서 용안원 것이어 최근에는 연 

구와 개안이 운려되어 제용의 개안조차 외주 기염이 주도하는 정양까지 냐타나고 있다 

(Dankbaar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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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동차에서는 얘우 재한척이었지안 전기기계 산엄에서는 부용꽁급 기업틀 

간의 계약기간과 수가 원씬 다양하였다 이러한 산업 간외 차이에도 왈구하고 아 

사누아의 연구는 일온 기업를안의 독륙한 계약구조읍 안견하끄 있다 자동차 산업 

과 전기기계 산염 공히 가장 기온적인 계약조건용 영시척이고 장 규정왼 관계가 

아니라 일안걱인 의우만융 규정하는 기본계약에 근거하고 있었다 앙욱적인 동의 

에 의해 규정원 계약판겨l는 일본의 기영들의 경우에는 띤다은 연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일온의 자동차 산엉과 전기기계 산업에서는 대기업이 요구하 

는 부용공급 기엉의 능력이 주문대호 생산만올 당당하는 -도연 해석- (Drn씨'g' 

Supplied ) 공급자에서 -도연 개 l~r (Drawings Approvcd ) 공급자로 높아지연서 대기 

염과 부용공급 기엉 간의 깐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옥일의 경우에도 생산의 새계화가 기존의 대기업과 우용공급기엽 간의 관계용 

깅와시키고 있응융 보여주는 사얘를이 있다 에리앤 (Hcrri양I 1993 )윤 에E세대스 

벤츠 보쉬 동의 유수한 톡일 셰죠업 기업등이 모여 없는 ul댄 뷔르탱버그 지역의 

기업잔계 연화홉 추척하었다 혜리생에 따르연 세계경찌의 얀경앤화가 대기엉둥 

로 하여긍 생산옥록올 보다 인1건 <1 바꾸고 사전지식이나 경엉이 없는 기술용 적용 

하도획- 추동함으로서 대기업과 부용죠달기엽 간의 위계적 구조는 해체되고 -공조 

직 하갱‘ (collaboratìvc subcontmcting) 판계가 출현하고 있다고 한다 공조척 하갱판 

계는 노하우와 서비스의 교환에서 양자 간 신뢰에 기초힌 용퉁한 호혜척 관계이 

다 생산의 외주 생산에계의 연정중화는 중소기업파 대기엉외 판계흩 오히려 친 

밍하게 안듣고 개방과 혐역의 판계로 연화시키고 있다 톡일의 기엉둥이 보여주고 

있는 생산 세계화 방식용 영이식의 기업 판계와는 뚜렷이 구영되는 것으로 생산 

세계화 앙식의 국가영 차이용 장 드러내주는 사헤라고 항 수 있다 

개앤 국가틀의 사혜 연구뿐 아니라 생산 세계화에 대용하는 국가멸 망식의 비교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드러냐고 있다 오건(Mαt'"뻐1 )옹 다국적 기업틀의 

안동 방식과 생산 세계화 앙식이 주도 기업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 

장힌다 그에 따르연 일본외 회사툴은 생산조직의 다연화 경향이 가장 낮게 나타 

낭다 즉 일본 회사를용 욕갱 기슐과 시장에 욕화왼 정쟁허용 중싱으로 천문화하 

는 경향이 있으며 새용지안 연관왼 상용올 개안할 때 기존 기숭융 정진적으로 적 

용시키는 형태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극적의 다국척 기업틀의 정우 

해외 지사는 독립객 설쩨라기보다는 본사등 중심으로 하는 6 나의 용함된 선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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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한 부분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앙식용 해외 지역에서 현지 

적옹과 해외 조당의 이용에 다소 재한적인 모습장 보여준다 

미국과 영국의 기엉를응 일본 기업등에 비하여 분산왼 형태이이 해외 지사틀은 

각 지역에 적용하고 그에 따라 새효운 초직과 생산옹 실영하고 배우는 경향。1 강 

하다 주식소유자등의 이익에 초점융 잊추고 있는 이국과 영국의 회사들은 일본회 

사툴파는 당리 욕정 기술의 경쟁력올 중심으로 국재적 초칙의 용함올 추구하지는 

않는다 국경을 넘어서는 죠객동의 용합은 주로 생산 당위등용 연결하는 문찌로 

구|견된다 해외 지사의 각 단위응용 다국적 기업 전세의 생산 양동에 대한 기여보 

다는 자체의 이윤 성취에 의해 명가된다 

독일의 경우는 보다 씌장하다 옥일의 경우 본국의 기엄 안동은 일용 기업을처 

링 욕정 기술과 경갱력에 초정융 잊춘다 국제화는 다소 다양한 모습융 보여주는 

데 시장 정근의 목적이나 기승 우에의 이정올 항용하기 에한 국찌화를 추친하기 

도 하고 독일 내 생산양식파는 다는 셰로운 앙식을 실험하기 위얘 국제화를 추진 

하기도 한다 독일 기엉를의 국찌화에서 나타나는 영확한 경향의 한 가지는 독일 

회사동이 독일 시스댐 내부에 존재하는 노동관련 엉적 규제동용 극획하기 위한 하 

나외 망연으로 독일 외부에 생산기지용 확장한다는 것이다 그링지만 목일 기업들 

의 빼외직정투자는 분영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생산셰계 재편에 대현 갱엉적 연구를온 다양한 형태의 생산체계 재연방식이 국 

가냉로 상이한 형태용 나타내고 있융용 보여 준다 용려와 아이히는 직접루자 연 

구개싼 기업 지배 구조 기염 자긍조달 앙식올 분석함으로써 초국객 기엽들의 앵 

태얘서 여전히 국가 간의 언이가 국내 산업간 차이보다 휩씬 크게 나타나고 있응 

융 섣충적으로 보여 준 바 있다(PaulY aJιReîch 1997) 한연 생산 세계화 방식이 각 

산엄밍로 상이하게 나타냥 수 있는 것용 산업영 생산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충운히 

예측한 수 있다 자원집중의 갱도 기숭의 성격 정보화의 빙위 최총생산재의 조 

링앙식 그리고 시장의 성격 풍으로 인해 생산방식에서 산업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정에서 생산방식 채핀의 양태가 국가적 요인보다는 산업객 차이에 더 큰 

영향융 받는 경향이 있다고 용 수 있다 

용신 산업 운야톨 연구한 혜스와 E우(Hess """ coo 2(06)는 산엽 선채적으로 생 
산의 국재화가 싱화되고 있용에도 용구하고 핵싱 기엄를의 앵태는 여전히 욕정의 

국가직 제도에 깊이 칭융(embeιle<l )외어 있응을 밝힌다 또한 이동옹신기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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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생산체계의 지리적 분산 역시 서비스 제공과 기기 재죠의 측연에서 지리적 

으로 매우 융균퉁하게 분포되어 있음융 보여준다 핀란드의 노키아는 핸드셋 생산 

의 80% 정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지안 생산 거접은 세계적으로는 여앓 곳으 

로 분산되어 있다 소니 에릭슨옹 자체 생산은 일체 포기하고 에릭슨이 이션에 소 

유했던 생산기지를 녕겨받은 플핵트호너스에서 생산하고 있다 반연에 독일의 지 

앤스는 자제 생산과 외주를 절충한 형태로 생산을 진앵하고 있는데 생산 노하우륜 

액싱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성의 경우는 일세의 외주 없이 전부 

를 여전히 자체 생산하고 있다 에흔스트와 레이븐형은 일본과 미국의 전기 산업 

간에 경영의 현지화와 현지 경영의 자윤성 외주 현지 지사틀의 계열사 네트워크 

연계 정도 연구개땅의 현지화 둥에서 큰 차이가 있응융 보여 준다 (Emst a찌 

Ravennitl2000) 

생산방식의 국가l일 차이의 지속성융 지적하는 대부왈의 연구툴。! 주도 1980년 

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변화블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의 연화흘 간과하 

고 있는 한계당 지닐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득히 주옥할 안한 엔화는 미국 

의 전기전자 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자용차를 비롯한 여타 산업으로 급속 

히 확장왼 오월 생산방식의 영향력이다(Slurgcon 2002 ) . 1 990년대 후반 포드와 제 

너혈 모터스는 부용 생산융 상당부분 분리하여 독립적 부풍 공급업세인 비스테온 

과 엘파이에게 할당하였다 강은 시기에 IBM용 생산의 상당 부분을 독립적 전자 

회사 생레스티까로 운함하였다 이후 일련의 인수 합병융 용하여 생레스티카는 

1999년에 고용 수준 2만 여명 연얘충 53억 당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미 

국 액시코 영국 아일랜드 체코 태국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브라질에 컬쳐 

3 1개의 생산 시설융 갖추고 있다 

이국의 기엽들이 주도하는 모률 망식의 생산구조 재연응 일본과 유럽의 산업구 

조 재연에도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Gεreffi el 띠 2005 )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것 

은 모융 생산방식에 기초한 생산외주 방식이 국가옐 산엽 구조의 수혐까지는 이르 

지 못하고 있다는 정이다 1990년대 후반 유업의 전자 자동차 의류 산엽옹 급격 

한 외주의 증가와 생산 구조의 재연을 정험하였으나 2α@년대 용어서는 외주 생산 

이 더 이상 진혀되지 않고 있다(Fau잉 Voskamp.andWittke 20J4)， I990년대 초까지 

만 하더라도 유렁의 주요 산엉등은 생산의 외주에 있어서 미국 산업에 훤씬 뒤져 

있었으나 2000년에 이르연 주문자생산방식 (OEM )이 유업에서도 지배적인 생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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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부상하였다 

그러나 생산의 <1주는 200 1년 이후 정재왼 상태이며 일부 기업들은 기존의 외주 

제약올 철회하기 시작하였다 파우스트 퉁 (Faust ， V.생nmp， and Wilα:c 2(X)4)에 따르 

연 2001 년 이후 유령의 전기 산엽은 모융생산방식에서 갈수록 영어지고 있다 생 

산의 외추가 증가하고 있는 자똥차 산엄의 경우에도 OEM과 부용공급자 간의 상 

호작용은 모율생산땅식이라고 정와히 단정할 수 없다 외주의 증가는 기존의 부풍 

업자들파의 관계흔 해채하기보다 오히려 엉혁올 통해 새로운 상호 혁신 역량을 강 

화하는 형태로 나아갔다 의류 산엽에서는 가치생산체계의 분화와 판애 및 생산의 

이윤 운힐로 인한 위험옹 감소시키기 위하여 브앤드 개발 및 유지 마케팅과 딴얘 

에 있어서 판애자와 생산자가 멜접히 연결되는 새로운 -수직경합구조-가 출현하 

고있응을찬찰힐수있다 

유렁에시는 외주 생신의 중가가 공 미국삭 모들로 수렵되는 것융 의미하지는 않 

는다 수직적 통합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던 생산 체제를 해체한 이후 기엽들은 전 

약적 사고 하에 연구 개말 부풍 조당의 단위 분엉의 조정 퉁 다양한 측연에서 새 

로운 조합쓸 창충할 수 있다 2α”년 이후 유립의 산엽이 보여주고 있는 생산세계 

재연망식은 생산 세계화 망식이 여전히 국가적인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과정엄 

융 장 보여주고 있다 양적인 측연에서 우풍생산의 상당우분은 외주가 이푸어지고 

있지안 생산체계 재연의 방향은 여전히 국가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하게 재연되고 있는 각쥬의 생산 세계화의 걸과등 새로운 제도의 

충현으로 이해한다연 생산방식의 재연 역시 특정의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그 재 

도에 다시 영향을 미치연서 재창조 재생산되는 회귀적 (rccursivc) 과정에 의해 규 

정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VI. 국가별 차이의 설명요인 

이와 강이 각 산업을과 기업들이 생산체제룡 호국적으로 재구성하는 양태는 국 

가얻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등 운석하기 위해 온 연구는 행위자틀의 전략 

적 상호작용과 이에 영향을 이지는 재도적 요인을에 초점융 맞춘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갇이 해외투자의 용이성과 해외조달의 가능성이 생산의 세계화음 조건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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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초적인 측연이라 하더라도 관련왼 행위자을의 상호작용에 따라 생산이 세계 

화외는 구체적인 양태는 알라지기 아련이다 특히 생산의 세계화가 오기업과 부 

용업셰 그리고 노동 퉁의 이해관계가 각축하는 영역이라는 정에서 이들 행위자를 

의 전략과 그 상호작용이 생산 세계화의 구체적인 방식올 결정하게 원다 

그렇다연 생산의 세계화릎 융러싼 이툴 주요 행위자틀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경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룹 산여보기 위해서는 우 선 생산의 셰계화가 오기 

업의 해외투자전략에 의해 촉알되지안 기존의 국내 정치경제질서를 특정짓는 산 

업구죠 빛 기업 간 연계구조(intcr-firm πlations)에 의해 제약된다는 점올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오기업의 해외투자전략은 다양한 옥적융 바당으로 수링되지얀 그것이 

구셰적으로 말현되는 양태는 국내 정치경제질서의 제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거대기업 

톡자적진총 

동안진캉 

규오의경제 

냉외의경제 

국내 부품업체 국제적 개잉 경양 ) 

성장한국내오틀 국제적오윤과 

기업파의 판계 신속한정앙 

션문엉포넌트 진문경포넌트 

엄세와긴잉한혐릭 엉세와깅함 

국내Capivc 가능성희박 

Ro밟없1 유져 

중소무풍기업전획 

。옥자척 글로연 앵위자로 

성장 
。국내 여타 션문 정포년 

트엽제와협역적 수영 

‘=) 적 관계읍 용 한 오융 생 
산엽셰로성장 

。국내 모기업과의 협력 

옥에 전문부용엉새로서 
해외진용 

。수칙적 종속객 판계 유 
치 그리고 Stay a1 home 

1 

~ L그 Main Faclors 

Ql모기업의 생산션략 
@제도 환경적 연수 
i ) 기엉지배구죠 
ii) 기업 간 판계 
iii) 노통파의 판계 
iv) 직능단체의 조갱놓릭 

,) 중앙파 지앙정부의 역힐 

〈그림 4) 생산 세계획의 분석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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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려한 정에서 생산의 세계화응 풍러싼 전략적 상호작용은 모기업의 속 

성 전약과 제도 환경적 변수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행위자등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영향올 미치는 주요 연수들올 중심으로 살며보고 

자한다 

가) 모기엽의 생산진략 

오기업의 해외투자전략은 크게 생산전략의 내용 해외투자의 목적 수익전략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생산전략은 우선 저잉긍 저기슐 구조(\ow 

road) 혹은 고임금→고기술 구조(high road)흉 바당으로 하는가와 규모의 경제 아니 

연 냉위의 경제 (ec이wmy이 scope)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저임금→ 

저기술 전략은 규모의 경제흘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반연 고임금 고기슐은 전문 

성응 강조하는 멍위의 경제와 연계되는 경향이 있다 

저임금 저기술 대량생산체제를 선호하는 미국 기업의 경우 세계적인 오율 제조 

엽제툴파 유연한 시장객 관계를 구축하는 앙식을 선호하는 반연 목일과 일본의 경 

우는 고기술-전문적 유연생산체제의 바탕위에서 전문적인 정포넌트 생산업체들과 

경합하는 방식융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왼 바 있다(Sturg，∞ n 2002; K won 2α14 2005 

Palpacucr이 al. 2005 ) 

또한 해외투자와 생산의 조국적 재연 과정에서 기업이 단기적 수의올 옥객으로 

하는가 아니연 장기적인 시장지애와 제용개알에 it칩융 두는가에 따라 상야한 생 

산제제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 헬퍼쿠어 퉁(l'al띠cucr 이 ，1. 2(05)의 경헝적 연구 

틀이 보여주듯이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부용업자틀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비공식적 상호협력관계훌 딸전시키는 l간연 영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이 

고 엉적 형식적 시장판계릅 알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육 단기객 수익을 옥표로 하 

는 경우 유연한 시장적 관계의 구축올 선호하는 안연 장기적인 시장지배전략의 자 

원에서 생산의 세계화에 접근하는 경우 보다 포싼적인 생산체제의 구축을 지향한 

다고할수있다 

그런데 모기업의 생산전략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순수 경제적 합리 

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기존의 비교정치경제의 많은 경험적 연구틀이 보여주듯 

이 경제적 함려성은 여허 제도적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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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 환경적 엔수 

생산세제 재연의 정치과정 을 규정하는 제도 환경적 연수로는 우선 국내 정 

치경제제도에 고유한 기엽지배구조 (corporatc govemance )의 특성 노동의 개입 망 

식과 정도 기존의 기업 간 관계 그리고 직능단체 (trade associlllions)의 죠정 놓역 

과 형태 생산과갱과 노동시장의 성칙을 아우르는 생산망식 풍에 주목하고자 한 

다 

@ 기엽지애구조(corporate govemaoce) 

제도적 연수로서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자본조달 땅식과 기업 간 관계의 욕 

성 그리고 노동의 기업 결정에의 창여릎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등에서의 차이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여기서는 우선 기업의 자본조당 방식을 중심으로 상펴보고 

노동의 장여와 기염 간 관계는 따호 분리해서 샅떠올 것이다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은 크게 -주식시장 의존형 과 -은행 중심형 으로 대언할 

수 있는데 국내 갱치경제질서에 고유한 자본조달 방식에 따라 모기엽의 해외투자 

전략과 국내우풍영세의 대옹전략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자본조날 앙식이 미 

국과 같은 -주식시장 의존형-인 경우에는 단기간에 거대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반연 단기적인 실적에 민강하게 반용해야 한다는 정 때문에 기엉등이 저임긍 저기 

술 그리고 규모의 경제갑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Hollingsworth 1997; Hall and Soskicc 

2001 ) 이라한 주식시장 의존형은 거대 모융 생산엽체들과의 빠른 연계률 퉁한 시 

장 진출과 규모의 경제률 추구하도옥 하는 경향이 있다 즉 모가 엽이 비용의 효윤 

성이라는 측연에서 해외투자전략융 수립하고 이갚 글로영 모뜰 부풍생산업체와의 

시장거래률 뚱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모기 

업과 국내 부풍생산업체와의 연계는 약화된다 

또한 국내 부풍생산업체의 입장에서 -주식시장 의존형 의 자본조달방식은 단기 

간에 대자본올 형성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정에서 글로볕 모융생산업체로의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올 열어주기도 한다 모기업의 해외투자에 발맞추어 부풍업 

체 또한 적극적인 해외투자전략을 모색힐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오기엉과 부용생산업체와의 관계는 시장적 거래판계 이상올 넘어서지 못한 

다 

이에 안해 -응앵 중싱형- 자온조딸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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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은행 간의 연계룹 바탕으호 한 은행 중싱헝 자본초당망식은 장기적인 전앙 

의 수립융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으로 인해 장기적인 기숭 축적파 기업 혁신을 옥 

표로 한 생산체제의 재연옹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모기엽의 해외투자전략뿐안 아니라 국내 부풍업체와의 연계구초 

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은행 중성형 자본조달방식을 채랙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우풍엽체들은 단기간에 규모의 경제릉 실현하기 위 

한 모융엉제로 성장하기보다 고숙련과 고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 정포넌트 공급자 

로 성장하거나 부용엽체틀 간의 영혁올 풍해 그룹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문 부풍엽제틀은 기존의 오기엽과의 연계릎 해체하는 방식융 취하기보다는 비 

공식적 앙의에 바탕을 둔 낀일한 협력적 관계를 동해 생산의 세계화 전략윤 추진 

한다(Hollingsworth 1997; K애n 2004: Pal띠cuer et 띠 2(05) 

@ 기엉 간 관계 ( inter.끼nn rclations) 

자본초달방식과 더관어 기업 간 안계의 특성 또한 생산의 세계화 전략과 거어년 

스 양식쓸 결정짓는 주요한 핵싱 요소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힐 정은 두 가지 

조직적 측면인 , ) 본사와 지사 b) 대기엽과 중소기업 간 판계가 상호 독립적인지 

아니연 협력적인지 또는 위계적인지 하는 정이다 

이국과 같이 본사와 지사 거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톡립척이여 단기계약에 의존 

한 자유시장판계용 욕징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의 세계화에서도 동일한 유영의 

방식응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략 미국의 전통적인 기엽 간 관계는 네트워크 

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에 의존해 왔기 때운에 생산의 세계화 과정에서 사회 

적 연계 (social embcddcdness)가 가장 낮은 글호빌 모윤셰제로 쉽게 이전항 수 있었 

다(Sturgcon 2002: Hollingsworth 199 1: Faust 히이 2(04) 이는 결국 해외에 진출한 모 

기엽이 본국 부풍엽제와의 연계릎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1 용의 효윤성을 기준으 

로 현지 업체와의 연계릅 수링해 나가는 방식용 채액하는 것을 의미한다(Berger 잉 

al. 1999) 엘리베이터와 에스혈레이터 산업에서 이국 독일 핀란드 국적의 기업을 

올 비교한 제퍼트 퉁(Gep야 n 히 al . 2OO3)에 따르연 미국의 해외지사등응 봉사의 주 

식시장 흐즙에 대용하여 단기간의 계획에 서중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전자회사 

틀이 세계화하는 과정옹 운석한 경엉연구에 따르연 일본의 경우는 경영진이 현지 

화하는 경양이 낮지안 이국 회사는 현지 적 g 도가 높다(Emst and Ravcnhill 2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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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것옹 자본조달 방식과 기엽 간 연계 l상식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본조달 앙식이 “주식시장 의존형-인 경우 기엉 간 

관계가 독립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생산 세계화의 망식 

도 국내 산업과의 연계보다는 현지의 자융성을 최대한 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원 

가놓성이 높다 

이에 안해 독일 스칸디나비아 이탈리아 일본 퉁 기존에 장기적이고 긴밀한 기 

업 간 관계를 발전시킨 경우는 생산의 세계화 앙역에 대한 대옹에서도 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흉 을연 펠퍼쿠어 웅(2005)의 의류 산엽 죠국적 생 

산 채세 구축에 대한 연구에서 영국의 경우는 주주 가치 (shareholder v띠，，)에 의존하 

여 단기적 형식척 관계를 구축하는 안연 스칸디나비아 국가를윤 형식적 지배보다 

는 비공식적 합의에 기초한 관계용 땅천시킨다 그 외에도 전기전자 산업올 바탕으 

로 소국격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융 경엉적으로 운식한 어거 둥lBe'!lζr 잉 al. 1999)에 

따르연 미국의 정우는 턴키 공급자(Tum-key supplîers)릎 중싱으로 시장적 관계룹 앙 

선시키지만 독일의 경우는 사회적 규엉과 제도에 기죠한 기엽 판계릎 말전시킨다) 

@ 노동과의 관계 

기업의 전략 수험에 있어 기업과 노동과의 판계도 주요한 연수이다 노동이 기 

엉의 경갱에 창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존재는 생산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의 

목소리가 반영원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체제 재연을 둘러싼 기업-노동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영향융 끼친다 이는 특히 노동의 조직역과 노동의 개임이 제도적으로 

보장왼 유링 국가틀과 소유권옹 중심으로 한 영국파 미국의 경우가 대비왼다고 하 

겠다 독일 덴마크 둥과 갇이 노동의 경영장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우 해외투 

자와 생산의 세계화 방식은 본국 생산과의 연계륜 강화하는 땅향으로 션개외는 경 

향이 나타난다 예륜 을연 독일 기업들이 용유멍으로 생산올 세계화하는 과정올 

경험적으로 분석한 스에릎링 (Sperling 2004)에 의하연 독일의 노조와 노동자 영의 

회(“'OrkS coonc ils)는 동유렁에서 어떤 부분을 영마만큼 생산할지풍 결정하는 데 상 

당한 정도로 개입하였다 스페툴령은 이런 현상을 혐의왼 세계화，n탬이ialed 

S때alisation ) 라고 영영한다 이런 정우에는 본국의 생산체제와 해외생산 간의 상호 

보완적 전문성 (complementary spec i띠izat ion )이 강화되는 운업관계가 말전하는 경향 

이 있다(Kurz. and Winke 1998: Berger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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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회사을 소유권 중싱으로 이해하기 때운에 회사의 

주요 결정이 주주 가치의 단기간 실현에 죠정을 두고 이루어지며 일상척 결정권 

은 고용주에게 일땅적으로 주어져 있어 노동의 창여가 배제왼다 이런 경우에는 

자온의 옐요에 따라 쉽게 해외 투자와 이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온국파의 생산연계 

보다는 해외 생산기지가 독럽적으로 웅직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다국적 회사을 

이 해외지사릎 본사 기술생산의 통함척 셰재하에서 그 유용성올 파악하는 것과는 

달러 이국과 영국의 회사들은 해외지사갚 본국의 생산이냐 기술에 보완적인 체제 

로 파악하기보다는 독힘된 채산 단위로 그 성파를 명가한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 

의 해외지사들의 경우는 현지 적응능력은 높옹지 모르나 용국과의 생산적 연계는 

낮다(EmSI뼈 R，、e매îll 2O:X.l; Gep야n et al. 2003; Morgan 200 1) 

노동과 관련원 낸수에서 고려해야 힐 또 다른 측연은 노동익 기승형성 (skill 

fonnation )이다 이는 노동이 회사결정권에 영향을 "1시는 실질적 토대가 되기도 

하지안 기업들이 생산 전략올 수립함에 있어서 전문생에 기호한 이를바 -높은 길

(high road )을 취할지 아니언 저기술-저임금과 규모의 경제를 취할지에 영향을 "1 
치는 걸갱석 연수이다 예률 을연 독일이냐 일본과 같이 기술형성이 높을 경우는 

전문씌 고흥질올 지향하는 전략올 취하는 경향이 있는 안연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사회적으로 기술형성 제도가 미미한 경우는 규모의 경제릅 지향하고 기업 간 거에 

넌스도 시상 지향적 잔계융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Lane 1992; Hollingsworth 1997; 

HaJl and SoskÎce 2001 ) 비교정치정제의 않은 경험 연구틀이 보여주듯이 기술형성은 

국내 노동시장의 제도들과 깊은 연판이 있다 견국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조정 

이 많은 경우와 시장적 계약관계 위주의 유연한 노동시장에 바탕을 둔 경우 그리 

고 생산과정이 저임긍과 낮은 기술력에 기반을 둔 대량생산체제로 특징지어지는 

경우와 높응 기슬력올 바탕으로 한 유연생산체계플 특정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생 

산체제의 초국객 재연에 대한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적 상호작용이 상이하게 나 

타나는경향이 있다 

@ 직능 단체 (tradc associ씨 ion)의 조정 능력 

조정능력올 보유한 포광적 직능단체의 존재여부는 생산의 세계화 과정에서 야 

기되는 기업 간 판계라는 앤수윤 용해 생산 세계화의 다양성을 야기하는 주요한 



강2 한국정치연구 제 18집 제 1호(2009 ) 

연수아다 특히 생산의 세계화 과정은 새로운 기엉관계의 재띤을 가져오는데 이는 

새로운 。1악과 위험 (risks)의 문배 및 조정을 둘러싸고 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링과 갈풍을 야기한다 직능단체는 기업 간 관계에 웅장하는 갈풍의 조정뿐만 

아니라 글로낼 생산용 위한 규모룹 실현함에 있어 협역적 집단적 해경책을 모색 

하는 데도 영향을 이친다 에릉 틀연 덴아크냐 독일 둥과 같이 직능옐 고용주 단체 

들이 기업 간 판계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앵하는 갱우와 미국처럽 직능1셜 단체가 

싱질적인 조정능픽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그피고 일본과 짙이 직놓병 단셰보 

다는 계열사 간 판계가 중요한 정우에 따라 생산체제 재연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Kwon 2004 : 2005) 

@ 중앙과지앙정부의 역항 

블로낼 생산네트워크의 안전은 국가의 자융칙 조정 능덕 01 일망석으로 싱식원 

것이라는 것이 지얘적 입장이다 신자유주의적 입장은 국가의 조정 능력이 침식될 

뿐얀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적용수록 경세적으로 효융적이라는 입장이다 

(Ohmae 1995; H()π man and Marshall 1994) 그러나 않은 경험적 연구등의 보여주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비록 기존의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에는 선액의 쪽이 제 

한딸지 모르나 공급 측l건(，때ply-side )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올 확장하고 있다 에윤 

틀연 정부는 혁신체제(jnnovution system) 기술형성 그리고 그 외 기엽들이 의존하 

는 세도적 하부체계 (infrastructurc )를 제공함으로에 생산의 세계화에 대옹한다 보 

이쉬 (Boix 1998)에 따르연 경제의 세계화는 정부의 능력 을 축소시키기보다 오히 

려 성장과 분"H에서 공급 측인의 전략틀옹 향상시키려는 경쟁에 을입함으로애 정 

부룹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다 바이스(Wo잉 2003)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연 세계 

화의 압역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정책적 대용융 발전시키고 기엽으로부터 정책적 

제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연계릎 확장 강화한다 이러한 중앙 및 지 l앙 

정부의 지왼과 개업은 생산의 세계화 속에서도 국인 경제와의 연계찬 강화하는 글 

로캘피즘의 경향을 보여준다 

투고일 eαg년 11월 9일 

심시일 2(x:엉년 11월 17일 

게재획정일 2008언 12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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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ies of Productio n Globalizatio n I 
An Analytic al S c heme for Comparison 

OIlng 11. 111‘ ...,‘ _ ... ‘ 
Hq.ang-‘"“In (SeWNaocnaI~애 
Jaa mllung !lDr’. .에 ansllin Unive,silv] 

81 LIIDng lung ’' '"“r.g Hoo UnlVEl'찌” 
S써깨 씨’ ng IIhll (hSIJMe 01 1'0"야11 AII1n a-ll Naticr녕 """" 

lllllln9-lnn ’11 (SeCU Natb:IaI ~ ”‘ung ml ftlm (SooJ NabcnaI~ 
Sa-JI‘”’ ll. lSeOJ NaIiσ"-

" •• "IIIU매 "' .. ’ ...，샤'"잉이..，.，’ 
，~’‘ng [ha (SeCU Narø잉.....，.，’ 
삐야’ ,,,’ ...，생--왜 

까is papcr aims at building an analytical sζhcmc with which 、α can analyí'..c the varictics of 

global pr여U이JOn nc써 orks and their impa，이'"∞n national cconomics. In contrast 10 thc 

prcv:“ ’1t SIU‘lies on globalization which f(κus 00 the dimcnsions of linωnα and trndc. this 

papcr calls ancntion 10 the P 여uction side of globalization ‘ hich enfon:es thc -π'<1 1 economy H 

of nation-states 10 change substantially 

In ordcr 10 meel Ihc chaJlcnges n::suhing from loughcr Înlcm:u ional com야tition . rapid 

ch:mges of tcchn。 얻.'1. and turbulcnt markcls. companies in Ihc 삐'1:lJlCαJ economies hιt 

rcorgani7.ed lh히r exisling production rcgîmc by crealÎng I1CW produ이îOI1 IlCtworks 011 thc 

global scalc . The global nClworks of productîon :Irc diffcrcnt fro m lhc multinalional 

corporatîons bascd on Ihc hicrarchîc<ll SIαClure whιh prcvaîlcd unlÎl lhc 197α Thc rcccntly 

cSlablîshcd global nClworks of pr，αJUC lion arc conslÎtutoo by fragmcntation of thc cnlÎrc 

prodOCIÎon proc야ses and a new combÎn:llÎon of various nati이lal conψMics 10 absorb their 

advantagcs flcxibly. Ahhough Ihc globaliwlion of pπJducli이1 cnftατcs thc rcadjuslment of 

nalÎOl1al economîes. Ihc πshurnc ‘ioes 1101 COIl\'crge loward a sîngle fonn. conlrary 10 the 

cXlx..'Ctation of n∞l i berals. Base‘J on an cxtensive sludy on cx i stinι IÎtcr3lure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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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야 of glob띠 U띠 national produclion s)'stcms. this paper aims at buîJding an an이yti<띠 

schcmc with which 10 invest’galc thc diffcrenιes of varioos rcgimes 이 glob..1.I produclion and 

10 analyzc the various factoTS and thcir hypothetical causa1ities 10 the diversity of global 

pπ찌uctlOn regmleS 

Keywords: produclion nelworks. globalizalion. varicties of capitalism. foreign dircct 

mveslmcnt αltsourcm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