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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국적기업의 인력 현지화 과정과 이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서의 국가정체성이라는 자원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등의 신흥개발국가 출신의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에

서 인력 현지화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연구질문을 던진다. 첫째,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

업의 인력 현지화 목표는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되는가이다. 둘째, 왜 

인력 현지화 목표는 달성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정체성이 

담당하는 기능은 어떠한가이다. 이 연구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본 연

구는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인 사례기업의 본사와 법인의 본국출신

직원 13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과정에

서 인력 현지화 목표가 형성되는 환경과 이를 목표하는 본국출신직원

의 인식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인력 현지화의 정의와 다국적기업의 인력 관리 방식, 그리고 

조직 맥락에서의 국가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력 현지화를 다룬 

기존 연구의 정의를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인력 현지화란 다국적기업

의 해외법인에서 현지인 관리자가 본국출신직원 관리자의 일을 대체

하는 정도로 정의한 후 논의를 전개한다. 현지출신직원과 본국출신직

원의 관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각 인력의 역할과 사용의 의미를 집

중적으로 다루지만, 이미 존재하는 인력 구조에 초점을 맞출 뿐 인력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인력 관리 방식의 변화를 바라

보는 기존 연구의 접근에도 다양한 이론적 흐름이 존재한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조직맥락에서

의 국가정체성을 제시한다. 국가정체성은 조직 내 개인들에 의해 구



성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자원의 하나로 사용된다.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의 상황에서, 사례기업이 속해있는 의류산업

의 변화와 가치사슬 내의 위치 변화는 조직의 인력 현지화 목표를 비

용절감전략의 하나로 접근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압박

의 상황에서 사례기업의 법인에서는 아직까지 주요 관리자 위치에는 

본국출신인력만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한국인 주도적 관

리자 구조는 여타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의 법인에서도 공고한 구조

이며, 사례기업의 구조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례

기업의 인력의 현지화가 높은 수준까지 진전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력 현지화가 사례기업 내에서 진전되지 않은 원인으로 

사례기업의 국가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뤘다. 우선 개인들이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인 사례기업의 조직구조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이 자격조건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으로 국가정체성은 낮은 수준의 인력의 현지화를 합리화하는 수단으

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현지인력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인력의 국

가정체성 둘 다 인력의 현지화가 높은 수준에서 달성될 수 없는 이유

를 합리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었다. 

주요어 : 다국적기업, 인력 현지화, 국가정체성, 의류산업, 해외법인,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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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한국의 많은 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해 다국적기업으로 변화해왔다. 한국

의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에서 최근 주목할 만 한 점은, 법인의 직원을 현지

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인력의 현지화(staff-localization)를 목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법인의 생산직 노동자들과 사무직 중간관리자 인력의 

현지화를 넘어 주요 의사결정직을 현지인으로 구성하는 수준의 인력의 현지

화를 목표하고 있다. 사실 다국적기업의 인력구성에서 현지인력 사용의 의

미는 이미 수차례 연구되어온 바 있다. 다국적기업의 현지인력 사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본국출신직원(Parent Country National; PCN)과 현

지출신직원(Host Country National; HCN)의 역할을 각각 개별적으로 설

명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본국출신직원은 현지 적응과 본국 귀환에 대한 어

려움을 겪으며, 법인 내에서 선임관리자인 현지출신직원은 본사와의 소통과 

조직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의 법인에서 많은 경우 현지출신직원이 중

간관리자 이상의 위치를 점하지 않는 현상은 단순히 본국출신직원과 현지출

신직원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존의 설명만

으로는 본국출신직원과 현지출신직원의 법인 내에서의 인식을 파악할 수 없

으며, 왜 현지출신직원의 선임관리자 등용이 지체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의류산업이라는 환경에 배태

되어있는 한국출신의 다국적기업이라는 배경에서 여전히 본국출신직원이 주

요 의사결정 관리자를 담당하고 있는 현상을 밝힘과 동시에 법인의 배경 안

에서 본국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인력의 현지화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

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사례기업이 속해있는 의류산업의 변화와 가치사슬 내의 

위치 변화를 중심으로 사례기업의 인력 현지화의 상황을 조명해볼 것이다. 

최근의 변화는 의류산업 전반의 침체와 가치사슬 내의 역할 변화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류산업의 모든 수준에서 경쟁을 심화시켰다. 

많은 선행연구는 의류산업 내에 존재하는 공급사슬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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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류산업 내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는 

행위자들의 전략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본 연구는 소비자브랜

드인 바이어의 1차수출벤더인 한 조직의 사례를 통해 의류산업 내의 행위자

에게 비용절감이라는 특정한 전략이 강조되는 맥락을 들여다보고, 이 전략

이 어떤 방식으로 인력 현지화의 목표와 연결되는지 알아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력 현지화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달성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기존의 연구들은 현지출신인력 사용의 중

요성과 장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것에 비해 법인의 구조에서 이들이 차

지하고 있는 위치와 본국출신직원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면밀하게 들여다보

는 연구는 지금까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지출신인력의 위치에 대한 

연구는 선임관리자로서 현지출신직원이 갖게 되는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탐

구 (Zhang et al., 2006)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기존 연구로는 현지출신직원

이 법인의 위계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 선임관리자로 등용되는지, 또는 등용

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본

국출신직원과 현지출신직원의 관계를 본국출신직원의 인식을 통해 보다 면

밀히 들여다보는 시도로서, 본국출신직원이 현지출신직원을 바라보는 방식

과 개인이 조직에 통합되어 선임관리자를 담당하기 위해 요구받는 자격조건

과 합리화기제로 국가정체성을 제시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두 가지의 큰 질문에서 출발한다. 첫째, 한국 출

신의 다국적기업의 인력 현지화 목표는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되는가이다. 

둘째, 왜 인력 현지화는 달성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정체성이 담

당하는 기능은 어떠한가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인력 현지화와 인력 구성, 다국적기업의 법인의 인적자

원관리, 조직 맥락에서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1절에서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될 인력의 현지화 개념을 정리하고,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의 비중과 역할을 다루는 연구들을 검토한다. 2절에서는 다국적기

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변화하는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바라보는 기존 연구의 

접근을 정리한다. 3절에서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국가정체성과 다국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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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의 국가정체성을 다루는 연구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제3장의 1절에서

는 연구대상인 의류산업의 1차수출벤더인 한 조직과 그 조직의 베트남 법인 

내의 연구참여자 13명을 소개하고, 심층면접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2절에서

는 먼저 사례기업이 속해있는 의류산업의 구조와 특성, 이들의 해외진출의 

원인과 방식을 소개하고 사례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

구의 배경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우선 사례기업의 인력의 현지화를 추동

하는 원인으로서의 여러 변화를 설명하고, 사례기업의 인력의 현지화의 현

주소를 분석한다. 1절을 통해 우선 사례기업이 배태되어있는 의류산업과 가

치사슬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맥락에서 사례기업이 인력의 현지화 

목표를 비용절감전략과 연결하여 고려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2

절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력의 현지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지 해

외법인에 나타나는 한국인 관리자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인력의 현지화가 달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으로 사례기

업 내에서 자격조건이라는 수단과 합리화기제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국가

정체성을 제시하며 그 작동방식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의 결론에서

는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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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해외법인의 인력 구성과 현지인 관리자 등용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될 인력의 현지화 개념을 정리하고, 다국적

기업의 법인의 인력을 구성하는 직원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

를 통해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인 사례기업의 인력현지화를 이해하는 발판

을 마련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법인에서의 인력의 현지화 (staff localization)이란 

무엇인가? “현지화”라는 개념어는 맥락에 따라 제품의 현지화 등 다양한 현

상을 가리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otter는 “현지화(localization)”의 효과

를 원래 본국출신직원 관리자의 역할이었던 일이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

는 현지인 직원에 의해 채워지는 정도로 정의했다 (1989). 그러나 Potter의 

정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Law 외 (2009)는 본국출신직원 관리자의 일과 위

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현지인 관리자의 역량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을 인

력현지화로 정의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에서 해외법인 내에서 얼마

나 많은 현지인 관리자를 등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결

정으로 여겨지며 (Law et al., 2009), 여러 문헌에서는 현지인 관리자가 본

국출신직원 관리자의 일을 대체하는 정도를 인력의 현지화로 다루고 있다 

(Lam & Yeung, 2010; Law et al., 2009). 따라서 인력의 현지화는 해외법

인의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반영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와 해외운영에서 법인의 인력의 구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90년대부터 풍성하게 구성되어왔다. 대체적으로 법인을 구성하는 인

력은 본사에서 해외 법인으로 파견된 본국출신직원(Parent Country 

Nationals, PCN) 및 현지출신직원(Host Country Nationals, HCN)과 제3

국직원(Third Country Nationals; TCN)으로 파악할 수 있다(박영렬 외, 

2011; 박영렬 외, 2007; Black et al., 1999; Schneider & Barsoux,2002; 

Tarique et al., 2006). 본 연구의 사례기업에서는 제3국출신직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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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본국출신직원과 현지출신직원의 사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한다. 

먼저 법인의 인력 구성의 결정요인 중 하나는 본국출신직원과 현지출신직

원이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이다. 우선 본국출신직원은 법인의 의사결정이 

본사의 전반적인 전략에 부합하는 지를 모니터함으로써 (Edstrom & 

Galbraith,1977; Tung, 1993), 해외법인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다(Dowling et al.1999; Harzing, 2001; Richards, 2001). 또한 이들은  본

사의 지식과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조직의 지식, 기술, 역량 등을 법

인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Bonache & Zarraga-Oberty, 

2008; Hocking, Brown & Harzing 2004; Downes & Thomas,2000; 

Subramaniam & Venkatraman, 2001; Laing, 1994; Naumann, 1992). 반

대로 현지출신직원은 본국에서 파견된 직원에 비해 현지 시장과 사업관행, 

그리고 문화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Banai, 1992; Kobrin, 1988; Dowling 

et al. 1999; Thompson & Tambyah, 1999). 다국적 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현지 정당성 부족의 문제인데

(Kostova &Zaheer, 1999) 해외법인의 현지인력의 비율을 높일 경우 낮선 

환경에서의 외국인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을 줄이고(Zaheer, 1995) 

정당성의 위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여(Harzing, 2001) 빠른 현지 적응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본국출신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

한 비용이 든다는 점도 장점이며, 이는 조직이 인력 현지화를 더 적극적으

로 실행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Schuler et al., 1993; Shaffer et 

al., 1999). 그러나 현지인력은 본사와의 업무 및 사회화 경험이 적고 조직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다는 문제로 인해(Tan & Mahoney,2006), 

인력의 현지화가 지체되기도 한다. Law et al.(2009)은 인력의 현지화를 위

해 요구되는 요인 세 가지를 지목했는데, 이는 1) 인력 현지화를 주요 목표

로 인지, 2) 인력 현지화를 위한 통합적인 계획, 3) 사실적인 인적자원관리 

실행이다. 특히, 인력 현지화를 위한 통합적인 계획에는 조직이 처해있는 상

황과 내부 규범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은 자

신이 처해있는 상황(contingency), 즉 본사의 경쟁전략과 법인의 특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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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Boyacigiller,1990; Harzing, 2001; Tan & Mahoney, 2006).

이 외에 조직의 인력 현지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인력 현지화를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방호열 & 이

수진, 2008; 신성식 & 최해범, 2015; 이정아 & 이춘수, 2013; 조호현, 

2014; 김규남 & 신만수, 2001; Moideenkutty et al., 2016). 즉, 인력 현지

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보다는 인력 

현지화의 진행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과적인 요인을 구명하려는 시

도가 논의의 주를 이룬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법인에 배치되는 인력에 대한 

많은 연구가 파견되는 본국출신직원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지인의 훈련방향 등을 부분적으로 다루며 본국출신직원의 입장에서 현지

인력관리에 대한 방식을 서술하는데에 그친다 (Dabic et al., 2015; 

Collings et al., 2009). Caprar(2011)의 논의가 현지출신직원이 가지고 있

는 현지문화적 범위를 확장하고, 그들 간의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현지인

력을 다르게 보려는 시도를 하지만, 법인 내에서 현지인력이 주요한 의사결

정을 담당하는 지위로 올라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지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력 현지화 

목표가 형성되는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목표의 실행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인력 현지화 목표는 여러 다국적기업에서 실

행하고자 하는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법인의 인력을 구성하

는 직원을 본국출신직원과 현지출신직원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다루거나, 그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법인 내 인력 구조를 설명한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설명은 이미 존재하는 인력 구조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지만, 이들의 논지를 그대로 따라갈 경우 인력 구조의 

변화의 과정, 또는 변화하지 않는 과정을 깊이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인력의 현지화 목표가 현재의 인력 구성을 변화시키려는 목표

임에 천착하여 변화의 과정에서 법인을 구성하는 직원들의 국가정체성이라

는 특성이 이 변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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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와 인력관리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소재인 다국적기업의 고용관계와 인력관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적기업의 본사에서 법인으로 인력관리

가 전이되는 기제를 검토한 기존의 논의를 접근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이

러한 작업은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력관리 중 하나인 

인력 현지화의 실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에 배경적 지

식을 제공해줄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인력관리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모

형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정치적 접근, 제도주의적 접근, 문화주의적 

접근으로 대략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정치적 접근에 기반을 둔 기존 

이론은 다국적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이 본사에서 법인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서 여러 수준의 행위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Morgan, 2001; Hall & 

Wailes, 2008; Broad, 1994; Zou & Lansbury, 2009; Geppert & 

Williams, 2006). 이러한 행위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인력관리방식이 전달되

는 과정에서 자원을 유용하고,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등 내재적으로 정치적

인 모습을 보인다(Zou & Lansbury, 2009). 하지만 정치적 접근의 경우 행

위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의 행동에 제도와 시장,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압력이 가지는 영향을 간과하게 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로 제도주의적 접근을 차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이 배태되

어있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와 제도의 역할을 강조한다(Kostova & Roth, 

2002; Whitley, 1999; Hall & Soskice, 2001; Ferner et al., 2005; 

Edwards et al. 2016; 이정언, 2013). Whitley (1999)는 다국적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경제에 배태되어있는 기업은 그 경제구조의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쟁은 기업이 국가적 제도를 토대로 성장하

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Rosenzweig와 Nohria (1994)는 여러 

다국적기업이 현지의 국가적 제도에 부딪히며 점차 현지의 조직과 비슷해져

가는 현상을 ‘현지 동질화 (local isomorphism)’라는 용어로 포착해왔다. 이

러한 접근은 행위자의 정치성 등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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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기 쉽기 때문에, 다른 이론적 접근과 통합되기도 한다. 특히 Geppert와 

Williams (2006)은 세계화에 대한 담론과 유럽의 제도주의적 접근을 다룬 

담론을 설명하며 사회정치학적 이론틀의 필요를 주장한다. 이들은 현지의 

인력관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조직과 행위자들이 현지에서 마주하는 권력

관계, 정치적 행위, 그리고 전략적 선택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러한 요인은 

조직과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배태된 정도뿐만 아니라 회사-특수한 제도

에도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다국적기업의 인력관리에 대한 논의는 다국적

기업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문화에 주목한다 (Hofstede, 1984; 

Hofstede, 2003; Kogut & Singh, 1988; Tayeb, 1998). 다국적기업일지라

도 그 출신국가의 규범과 가치에 따라 그 관리 방식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

라는 설명이다. 특히, Kogut과 Singh (1988)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해외

기업의 출신문화의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 중 문화적 거리와 해외경험의 효

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국의 정체성에 대

해 다루는 논의도 문화주의적 접근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e 

et al., 1998; Ngo et al., 1998). 본사의 여러 인력 관리 중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를 여러 연구들은 ‘출신국 효과 

(country-of-origin effect)’라는 용어로 정리했으며, 이는 다국적기업이 담

고있는 본국 정체성을 반영한다 (Ferner, 1997; Edwards et al., 2007). 

 이 외에도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다루며 기업의 독립성에 주목하

는 전략적 접근과 제품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취하게 한다는 시장기반 접근 등 다양한 이

론적 접근이 존재한다(Schuler et al. 1993; Harzing & Ruysseveldt, 2004; 

Taylor et al, 1996; Schmitt & Sadowski, 2003; 허정수 & 윤영숙, 2009; 

허문구 외, 2011). 

현재까지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와 그 과정에서의 인력 관리와 관련된 논의

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 발전국가 출신의 다국적기업은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했던 것은 아니다. 많은 다국적기업이 미국 및 유럽에 기반을 둔만큼, 

많은 선행연구가 발전국가 출신의 다국적기업을 자료로 경험적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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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론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역시도 

한국을 본국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삼기보다 한국에 진출한 다국

적기업의 인력관리를 다루는 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장석인, 

2006; 최종연, 2006). 그러므로 동아시아 등에 기반을 둔 후발 다국적기업

에 대한 연구는 이미 선행된 다국적기업에 관련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

목받지 못했다. 특히, Glover와 Wilkinson (2007)은 많은 다국적기업에 관

한 연구가 발전국가(본국) - 발전국가(법인) 모델 (특히 미국-유럽 또는 일

본-유럽)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을 지적하며 대만, 한국 등 새롭게 

산업화된 발전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다.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을 다루는 경우, 중국을 산업기지로 삼아 해외로 

진출을 시도한 다국적기업이 많은 까닭에, 여러 선행연구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다국적기업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조성재 & 장

영석, 2013; 정선욱 & 김성수, 2008; 정선욱, 2008; 조성재, 2010; 조성

재, 2005; Kim, 2013). 특히, 한국에서 진행된 중국진출 한국 다국적기업 

사례에 대한 연구는 서구권에서 진행된 연구와 이론적 접근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사례를 서구

에서 다룰 때에 많은 경우 중국 특수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Warner & Zhu, 2002; Oakley, 2002; Zhu & Warner, 2004; 

Warner, 2008; Warner 2010).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된 중국진출 다국적기

업 연구의 경우 중국 특수론적 접근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 특히, 조성재와 장영석(2013)은 서구의 인력 관리 연구는 중국의 인력 

관리 규범의 특성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전반에서 공감될 수 있는 이론적 줄기는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특수론은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 국가 

출신의 다국적기업의 인력 관리방식의 차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

는다.  

따라서, 신흥 발전국가에서 출발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전한 

국가에 법인을 두었을 때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본 연구는 신흥 발전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 본사를 두고,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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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발전한 국가인 베트남에 법인을 둔 다국적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여러 이론적 접근 중 문화주의적 접근을 통해 바라본 

본국 정체성의 기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

가정체성을 독특한 행동 패턴을 통해 나타나는 고정적인 문화적 산물로 여

기는 기존의 문화주의적 관점(Hofstede, 1991; Harzing & Hofstede, 

1996)을 따르기보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다국적기업의 인력관리 정책 중 현지인 채용과 관련된 정책의 종류는 크

게 세 가지로 나뉜다(Perlmutter and Heenan, 1974). 첫째는 민족중심적

(ethnocentric) 정책이다. 다국적기업은 본사의 인사를 현지법인의 고위관리

직에 배치하고, 행정인력 역시도 본국출신인력으로 구성한다. 이는 외부의 

인력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정책이다. 둘째는 다중심적

(polycentric) 정책으로, 현지출신인력만으로 해외법인의 인력을 구성하고, 

그와 동시에 본사의 동일한 위치는 본국의 인력만으로 구성하는 정책이다. 

셋째는 지중심적(geocentric) 정책이며, 이는 본사와 해외법인의 모든 고위

관리직이 국적에 상관없이 글로벌 인력풀에서 경쟁을 통해 채워지는 정책이

다.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인 사례기업의 경우, 본사와 법인 사이의 인력 

관리 방식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인력 현지화의 목표는 전달되었으나 현지인

력이 중간관리자 이상의 위치를 점하지 못하는 수준의 인력의 현지화만이 

진행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민족중심적 정책을 수용해왔던 조직에서 

다중심적 정책을 채택한 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지인력에게 

중간관리자 위치에서의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사례기업은 

민족중심적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Banai와 

Sama(2000)는 민족중심적 정책을 채택한 조직은 대체적으로 본국과 관련된 

규범과 자원, 정보에 가치를 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치두기의 기저에 깔

려있는 믿음은 본국과 본사가 노동력, 자본,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 더 우월

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즉, 이러한 현지인력 채용에 관한 정책에는 조직의 

차별적 인식이 존재한다. 

다국적기업에서 현지인력의 채용과 등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대표적으

로 연령, 젠더, 국적 또는 민족이 있다(Wu et al., 2008; Kim, 2004).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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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2004)은 한국출신 다국적기업의 미국법인 내에서 한국출신인력인 주재

원과 현지출신인력인 한국계 미국인 사이의 갈등을 짚어내며 민족성이라는 

요인이 개인을 설명하는 틀이 된 조직문화를 포착했다. 개인의 특성을 그의 

영어능력과 “더 한국인같음 (more Korean)”을 통해 설명하는 조직문화가 

조직 내에 퍼져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 직원을 특정 위치 이상으로 

등용하지 않는 현상을 합리화한다. 이 경우 “더 한국인같음“은 얼마나 한국 

문화에 익숙한가를 측정하는 요소로서, 이러한 인식적 편견은 국가문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드러낸다 (Wu et al., 2008).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이 연구는 인력의 현지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

로서 차별적 인식의 기반이 되는 국가정체성을 제시하고 그 역할을 다각도

로 분석한다. 

제3절 조직과 국가정체성

그렇다면 다국적기업의 인력을 구성할 때 직원들의 국가정체성은 어떤 식

으로 구성되고, 사용되는가?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정체성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다국적기업의 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국가정체

성과 이에 부여하는 의미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이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민족, 계급 등 다양한 집

단적 수준에서의 행위자들이나 집단이 갖는 일체감으로 말해진다(조성은, 

2009). 이러한 정체성이란 하나의 고정된, 객관화된 사물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대개 집단적으로 정의된 역동적이고 상징

적인 과정으로 묘사된다 (Cooley, 1902; Mead, 1934). Goffman(1959) 역

시 정체성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인상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고 주장했다. 즉, 집단 내에서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미로 

나타난다. 정체성의 유동성은 단순히 개인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범주화하는 

사회적 정체성의 구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 

(Social Identity Theory)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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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젠더, 연령 코호트, 국적, 민족, 조직적 연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범주 안에 묶어서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Tajfel & Turner, 1986). 이 

이론은 주로 내집단 편향 (in-group bias)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기

도 하지만(Tajfel, 1972), 주로 집단의 구성원 개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

게 되는가에 주목하여 논의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 역시

도 유동성을 지니고, 다국적기업이라는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

어지고 조직 내에서 상징적인 수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기업 집단 내에서 국가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먼저, 기존

의 연구들은 조직 간 정체성의 경우 더 큰 맥락 안에서 정체성이 만들어지

는 경향성을 설명해왔다(DiMaggio & Powell, 1983; Scott & Davis, 

2007). 특히, DiMaggio & Powell (1983)은 하나의 산업에서 각 조직은 다

른 조직과 비교해서 각자를 정의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Porac 외 

(1999)는 산업 범주가 기업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해석적 중심의 역할을 한

다고 설명할 정도로 각 조직의 정체성 형성에도 조직이 포함된 산업 등의 

더 큰 범주의 역할이 강조된다. Suddaby & Greenwood (2005) 역시도 정

체성에 대한 요구는 더 넓은 맥락과 연결되어있을 때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정체화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포함되어있는 산업과 국가 등의 큰 맥락에서 조직의 행태를 바라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같은 다양한 맥락에 배태되어있는 조

직의 경우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다루지 않는

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개인의 정체성을 다룬 연구 중 다국적기업의 개인이 다양한 

맥락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점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최근의 논

의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은 어느 하나의 집단에만 소속된다고 여기기보다 다

양한 집단에 동시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흐름이 존재한다 (Lewis & 

Sherman, 2003). 특히, Zhang et al(2006)은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의 현

지인 최고책임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들의 이중적 정체성을 설명하기도 했

다. 이들은 현지의 국가적 정체성과 기업의 본사가 위치해있는 조직의 정체

성을 동시에 느끼는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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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맥락에 배태되어있는 다국적기업 안에서 사

회적 구성물로서의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각도로 분석해볼 것

이다. 다국적기업이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체성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

한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Ailon-Souday & Kunda, 

2003; Jack & Lorbiecki, 2007; Tienari et al, 2005; Lubatkin et al, 

1998; Kim, 2013). 특히, Kim(2013)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출신 다국적기

업의 한국인 관리자들이 조선족 직원과 한족 직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들

의 국가정체성을 이용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한국출신직원은 조선족 직원의 

장점을 설명할 때는 이들이 조선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설

명하면서도, 이들이 단점을 설명할 때에도 같은 특성을 통해 설명한다. 또

한, Ailon-Souday와 Kunda(2003)는 이스라엘 출신의 기업과 미국 출신의 

기업이 인수합병되어 다국적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국가정체성이 사용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이렇듯 인수합병 등의 과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되는 경

우, 국가정체성은 다른 국가 문화 등과 차별화하는 기능을 담당하며(Calori 

et al ., 1994; Gertsen et al., 1998; Søderberg & Vaara, 2003), 다국적 

배경에서 민족집단에 대한 헌신정도는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Vaara  

et al ., 200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국가정체성의 사용에서 한 발 더 나아

가, 인력의 현지화라는 국제화 과정에서 국가정체성이 어떠한 배경에서 국

제화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짚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민족성보다 개인이 국적과 이를 스스로 정체화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자 하는 시도로서 민족성(ethnicity)보다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 개념

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이 실질적으로 수

행하는 기능을 자격조건과 합리화기제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며, 이를 통

해 높은 수준의 인력의 현지화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과정을 밝힌다. 자격

조건으로서의 국가정체성과 합리화기제로서의 국가정체성은 변화하지 않는 

특성처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본국출신직원들의 인식을 통해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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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및 배경

제1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중소기업이자 동남아시아 등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인 H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다. 특히, 단일 도구적 사례

연구의 방법 (Stake, 1995)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인력의 현지화 목표가 실

행되는 과정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H기업을 분석한다. 사례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소개

는 2절을 통해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심층면접이다. 

전통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인력 관리 및 구성에 대한 연구들은 양적 방법을 

주로 이용해왔다. 양적 방법은 다국적기업의 인력 관리의 방법과 속성을 분

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이외에 몇몇 연

구는 참여관찰 등의 민족지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Ailon-Souday&Kunda, 2003; 조성재, 2018; Kim, 2013), 이 방법은 조직 

내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맥락에 기반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Van Maanen, 1979). 그러나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구성원

들의 경험에 밀착하여 진행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조직의 내부

에서 대상자들이 갖게 되는 인식과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층면접 자료는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Global 

Research Network 프로젝트에서 시행된 심층면접자료의 일부이다. 본 프로

젝트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로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행위자들

을 다룬다. 이 연구의 심층면접은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거쳐서 이루어

졌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2번의 베트남 현지공

장 방문과 2번의 한국 본사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 번의 인터뷰에서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길게는 3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대

상자들은 베트남 현지공장에 파견된 한국인 본국출신직원 관리자와 해외공

장을 관할하는 본사의 직원으로 총 13명이다. 이들에 대한 모집은 본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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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의 생산, 인사, R&D 등의 핵심인력을 포함하고자 했으며, 조직의 내부

에서 다양한 지위와 역할의 개인들을 최대한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구참여자의 수는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Charmaz& Belgrave, 2013; Glaser&Strauss 2011).

면접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에서 인력의 

현지화 목표가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면접 대상자 근무지 직무 및 담당

A 법인 (베트남) 인사

B 법인 (베트남) 생산

C 법인 (베트남) 부법인장

D 법인 (베트남) compliance

E 본사 (한국) 경영지원

F 본사 (한국) 생산혁신

H 본사 (한국) compliance

I 본사 (한국) 인사

J 본사 (한국) 구매

K 본사 (한국) compliance

L 본사 (한국) 구매

M 본사 (한국) 해외지원

N 본사 (한국) R&D

표 1 면접대상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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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배경

이 절에서는 사례기업이 속해있는 의류산업의 특성과 한국의 기업이 다국

적기업으로서 해외에 진출하게 된 맥락, 그리고 국제의류산업의 글로벌 가

치 사슬구조를 살펴본다. 먼저 의류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각 조직 간 의존

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의류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게 된 맥락을 서술한 뒤 

의류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사례기업과 같은 1차벤더가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사례기업이 의류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 배태된 

1차수출벤더로서 갖게 되는 특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이 사례기

업의 인력의 현지화 목표와 연결되는 맥락은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1. 의류산업의 구조

섬유의류산업은 대체적으로 섬유산업과 의류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섬유

산업에 비해 의류산업은 패션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함에 불

구하고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숙련수준이 낮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의 생

산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조성재, 2018). 의류와 섬유는 전체 수출 제

조품의 약 5%를 차지하고(WTO, 2017), 주요 의류 수출 국가는 중국과 동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이다(ILO Sectoral Policies 

Department(SECTOR), 2019).

Fernandez-Stark et al.,(2011)에 따르면, 의류산업의 공급사슬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행위자들이 포함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이 여러 장소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관리가 어렵다. 공급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되어 있고, 각기 경쟁이 치열하므로 이들은 디자인, 품질, 배

송 등 다양한 단계에서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성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급사슬을 Gereffi(1994, 2002)는 생산자주도형 

상품사슬과 수요자주도형 상품사슬로 분류했는데, 의류산업의 경우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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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형 상품사슬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거대 바이어가 이끄는 네트워크이

며, 거대 바이어들은 “공장없는 제조업자들”로 불리는 초국적 의류기업이다 

(전명숙, 2006). 이 네트워크의 분업구조는 개발과 생산으로 나뉘는데, 거대 

바이어가 제품 및 디자인 개발을 주력으로 담당하고,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하청공장이 의류 제조를 담당한다. 그러므로 거대 바이어들은 생산네

트워크를 지배하는 권력을 갖게 된다.  

2. 한국 의류산업의 해외진출　

이와 같은 의류산업의 국제분업구조에서 한국의 생산업체는 1960년대부

터 의류공장으로서 기능해왔다 (조성재, 2018). 그러나 90년대 이후 한국, 

대만, 홍콩 등의 기존의 의류생산공장이 위치해 있던 국가의 인건비가 빠르

게 상승함에 따라 중국이 새로운 공장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2000년대 

중후반쯤 동남아시아가 주요 생산기지로 각광받게 되었다. 

선진국 발 금융위기 이후, 이전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국

으로의 해외직접투자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한국의 새로운 생

산기지로서 부각되고 있다. 한국출신의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은 2015년 기준 127억 달러이다. 이는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4위

를 기록하는 숫자이며, 베트남에 설립된 신규 법인수는 3,741개로 미국, 중

국에 이어 3위로 기록된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특히 2015년의 경우 역

대 최대인 515개의 신규법인이 진출하면서 약 15억 달러의 투자금액을 기

록(산업경제분석, 2016)할 정도로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바람이 거

세다. 

이러한 생산기지의 국제적 이동은 의류산업이 가지고 있는 노동집약적 특

성에 의한 것으로, 저렴한 인건비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한국의 의류업체는 미국의 주문을 받아 동남아시아의 생산기지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인 의류수출벤더로 기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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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류수출벤더의 국제생산

한국의 상당수의 의류업체가 1차수출벤더로서 국제화를 감행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특히, 1차벤더를 주요 연구대상

으로 삼기보다는 상위단계의 패션업체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수요자주도형 상품사슬로 인해 한국의 의류수출벤더는 

거대 바이어에게 상당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일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류수

출벤더는 생산지역을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의 저임

금국가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자발적인 이동이라기보다는 가격경쟁력 유지

를 위해 강요된 이동에 가깝다는 점(지혜경, 2018)에서 벤더의 글로벌화는 

한국의 기타 다국적기업, 특히 소비자 브랜드 기업의 사례와는 다른 방식으

로 이해되어야한다. 이러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하여 Bang(1992)은 한국의 

의류기업의 이러한 변화가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의 생존을 위해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야하는 변화였다

고 설명한다. 섬유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공정이 베트남에 진

출한 후 국내에 다른 생산공정이 남지 않고 공동화가 일어났고, 한국 섬유

산업의 기업경쟁력이 저렴한 노동력을 가공, 조립 등의 공정 외에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산업경제분석, 2016) 이러한 생산기점의 

이동은 많은 한국의 의류기업이 반기는 변화는 아니었으므로, 내수가 중요

한 조직보다는 수출을 통해 이미 해외시장진출경험이 있는 중소수출기업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류수출벤더에게 이들

의 국제화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4. 사례기업 – H기업

이 연구의 사례 기업은 해외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의류제조수출기업인 

H기업으로, 흔히 벤더vendor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위치이며, 주로 의류 브

랜드인 바이어에게 의류를 생산해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례조직은 

1984년 설립되어 국내의 1차수출벤더의 Big 3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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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근 수출 10억불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현재 생산을 위해 베트남 등

의 동남아시아 국가와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의 중남미 지역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생산 공장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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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다국적기업의 국제화와 인력 현지화

이 장에서는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으로서 H기업이라는 사례조직이 어

떠한 배경에 따라 인력 현지화목표를 세우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며, 그 

목표가 어느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밝힌다. 

제1절 의류산업의 변화로 인한 비용절감전략 선택

사례조직은 법인 설립 초기단계부터 인력 현지화라는 목표를 인지하기 시작

했으나, 이를 최근에 들어서 더욱 강조하게 된 이유로는 의류산업의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화가 존재한다. 인력의 현지화를 추구하

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은 독특한 관점을 유지하는데, 이

는 법인의 인력을 현지화하는 목표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바라보

는 것이다. 사례기업이 인력 현지화라는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인 비용절감

전략이 선택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의류산업 전반의 침체로 인해 모든 수준에서 경쟁 심화

사례조직이 비용절감전략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게 된 배경에는 의류산

업의 침체라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존재한다. 이는 크게 산업 내 심화된 경

쟁, 에이전트의 감소, 바이어의 요구 증가, 그리고 1차수출벤더의 역할변화

로 나뉠 수 있다. 

첫째로, 1차수출벤더 시장뿐만 아니라 의류산업 전반에 경기침체와 부진

이 존재한다. 이는 사례조직의 시장 내 위치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J: 사실 바이어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OO브랜드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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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거 같아요. 예, 이게... (OO브랜드는 안 망할 거 같다는 

생각들...) 예, 그런 거를 이제 버린 지 다들 오래됐죠. 그런 거

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언급된 바이어는 대형 슈퍼마켓 브랜드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브랜드는 없어질 수 있지만, 언급된 것과 같은 대형 브랜드는 없어

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의류시장 전반의 경기 침체는 

이러한 대형 바이어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바이어

들의 실적 부진은 브랜드 경쟁력 악화에 따른 방문객 수 감소, 온라인 시장

의 확대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판매 채널 감소, 그리고 의류 소비 경

기 부진에 따른 재고자산 부담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조상훈, 2017). 사례기업은 이 브랜드의 1차수출벤더로서, 바이어의 폐업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비해야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항상 

의식하고 이에 대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연구의 배경에서 설명

한대로 의류 OEM 산업은 바이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바이어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1차수출벤더 간의 경쟁도 심화되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심화

되기 전에는 바이어-1차수출벤더 간의 관계에서 충성도가 영업에 큰 작용

을 했다면, 이제는 바이어-벤더 관계라는 비공식적 요인보다 오더의 가격과 

비용의 문제만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벤더 간 

입찰 경쟁 (bidding)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찰

경쟁이란 바이어가 하나의 벤더와의 관계를 통해 오더를 주기보다, 여러 벤

더 사이에서 가장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벤더에게 오더를 맡기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다른 비공식적인 요소가 끼어들지 않고, 제시하는 가격만이 고려

되는 경쟁체제인 것이다. 실제로 한 면접자는 이러한 경쟁체제가 야기한 변

화를 이야기한다.  

L: 예전에는, 야 이거 하나만 해도 '야 이건 H에서 옛날에도 

했었잖아, 올해에도 H에서 해야지'라고 하는데, H에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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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올해는 이정도 다 못 줘, 이 정도뿐이 못 줘'라고 하면, 

그러면 딴 데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그냥 bidding 을 시켜버

려요. 이게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특이한, 스페

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bidding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냥 

요즘에는 그냥 뭐가 수량은 되는데, 자꾸 예전에 하던 곳에서는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후리더라구요. (바이어들의) 벤

더에 대한 충성심이 많이 약해졌어요.

면접자는 벤더 산업에서의 두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는 벤더

기업의 양적인 증가와 둘째로는 바이어-벤더 관계 내의 충성도 약화이다. 

특히, 산업 내에서 벤더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간 경쟁이 자연스럽

게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벤더와 바이어 간의 관계에서 전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을 이들의 신뢰와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고려

되지 않는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으로 상황이 나빠진 바이어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벤더와 이어온 관계보다 그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오

더를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례기업과 같은 1차수출벤더들은 지난 

시절의 영업 매출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늘 불안정성과 마주하게 

된다. 이는 결국 벤더들에게도 비용절감의 압박으로 돌아온다. 

또한, 그간 의류산업 내에는 바이어와 벤더의 관계를 매개하는 에이전트 

조직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의류산업의 거대 바이어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

황에서, 중간 매개자인 에이전트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최근 의류산업의 침체로 인해 바이어들이 에이전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벤더에 직접적으로 오더를 넣는 전략으로 인한 결

과인 것으로 보인다.  

J: 그 전에는 한국의 에이전트들이 많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에이전트가 이제 거의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

어 입장에서도 그 전처럼 언어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그 전에는 

에이전트가 있으면 어쨌든 커미션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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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를 통해서 오더를 진행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를 이제 바이어도 알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에이전트들이 최

근 한 2-3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중략) (그 에이전트들은 어디로 갔나요? 그냥 문을 닫고 사라

진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벤더 쪽으로 넘어온다거나... (이런 회사로 들어오려는 건

가요?) 예.

즉, 바이어의 실적 부진과 경기 침체는 바이어 조직 하나뿐만이 아니라 

가치 사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이상 에이전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바이어는 매개자를 뛰어넘어 벤더 조직에게 직접적으로 오더를 맡기고 

있으며, 이는 벤더에게 특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경우 벤더는 이

전에 에이전트를 통해 일하던 때보다 바이어와 더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

해졌으며, 국제가치사슬 내에서 벤더의 위치가 한 단계 올라갔다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  

J: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

하다?) 예. (본사 영업부와...) 예. (그니까 영업부의 역량이 상

당히 올라갔다 이런 판단인가요?) 예. 그리고 이게 언어적인 측

면뿐만 아니라, 실제 바이어랑 그 소통이 더 원활해졌다고 생각

하는 거 같아요. (바이어들이 보기에요?) 예, 예.

N: 사실은 아직은 한국 벤더들은 바이어 쪽에 많이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동등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이거를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시도는 많이 하지만 결국

은 이제 바이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약간, 끌려가는 분위기?

에이전트의 감소 현상은 시장 변화뿐만 아니라 바이어와 벤더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면접자는 바이어가 에이전트를 뛰어넘어 벤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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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된 것이 벤더에게 단순히 언어적 측면에

서의 역량증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는 그간 바이어와 직접적으로 소통

하던 에이전트의 역할을 벤더가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사례기업은 그간 에이전트와의 단순히 소통하며 생산에만 주력해야했다면, 

이제는 바이어와의 직접적으로 소통해야하는 위치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벤더의 역량 역시도 변화해야하며, 에이전트가 매개해주던 때보다 더 직접

적으로 바이어에게 영향을 받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

치의 변화 역시 사례기업이 주도적으로 추동한 변화라기보다, 바이어가 선

호에 맞추어 따라가는 형태의 변화라는 점에서 1차수출벤더의 높은 바이어 

의존성을 드러낸다.

2. 바이어의 요구 증가와 1차수출벤더의 역할 변화 

 설명한 바와 같이 의류산업 내에서 1차수출벤더는 태생적으로 바이어에

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바이어의 변화하고 증가하는 

요구사항은 H기업과 같은 벤더에게 다양한 변화를 요구한다. 

사례 조직이 경험하는 첫 번째 변화는 OEM에서 ODM으로의 변화이다. 

이전까지의 분업은 바이어가 의류를 디자인을 맡고, 사례 조직이 주문을 받

아 제조만 하는 형태였다면, 이제 사례 조직은 샘플의 디자인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J: 제가 바이어한테 그냥 오더를 그 동안엔 그냥 편안히 앉아

서 받았다면, 이제 오더를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걔가 저한테 

오더를 더 주게끔 하는 행위를 제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디자인적인... 그래서 R&D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거죠).

L: 그네들이 뭔가 크리에이션을 뭐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이게 

벤더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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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만들어서 줘.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바이어들도 그런 조

직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보니까 그런 기능들

을 이제 벤더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디자인 서포트가 

됐든, 아니면 여러 그냥 아트웍에 대한, 프린트 이런 서포트를 

했던. 

면접자가 표현한대로, 이제 사례 조직에서는 주문을 받기 위해 바이어의 

역할까지도 대신해야하는 역할로 발전하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대로 이제 

사례 기업에서는 지금까지의 바이어-벤더 관계의 충성심에 기대어 오더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설비에 대한 투자와 R&D등 다른 기능을 

보완할 때에만 오더를 따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두 번째는 바이어와의 밀착도 또한 증가했다는 점이다. 비록 바이어가 벤

더에 가지고 있는 충성심은 감소하고, 벤더가 바이어와 유지하는 관계자체

가 바이어의 오더를 보장하지는 않을지라도 벤더는 예전보다 더 바이어와 

가까이에서 일하는 것을 요구받는다. 이는 벤더가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더 

자주, 다양하게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맞춰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 그러니까, (바이어가 벤더에게) 자주 오고 싶은 거죠. 얘네

들은 그 접촉을 좀 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대규모로 그냥 (제품을) 한 번에 쫙쫙 보여줬

고, 그런데 이제는 워낙 요즘에 이제 이게 흐름이 되게 짧게 

(빠르게, 패션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뭐가 됐든, 자주, 그런 걸 

원하게 되더라구요. 요즘의 바이어들이.

M: 그러면 자기들도 저희한테 그만큼 돈을 줘야 하는데 그런 

건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돈을 깎거든요. 그런데 바이어들의 요

구사항이 예전에는 그 요구사항을 채우는 데에 만약에 100원이

라는 돈이 들어갔으면 지금은 거의 1000원, 2000원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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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특정 벤더와 쌓아온 관계를 오더 경쟁 

시에 고려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지만, 벤더는 여전히 바이어와의 관계를 꾸

준히 유지해야한다. 

N: 예를 들어 저희가 R&D 미팅을 해서 시즌 시작할 때, 그 

쪽 바이어가 ‘너희 디자인 너무 좋아. 이거 할래’, 이러고 가져

갔단 말이죠. 가져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디자인이니까 당

연히 저희의 오더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여러 가

지 유혹들이 들어가겠죠. 그 바이어 쪽에? 그러니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벤더들한테, ‘아 나 이거 그냥 얘네 줄래’ 

해서 이렇게 그냥 모든 걸 통째로 들어서 다른 벤더로 (넘기는 

거예요). 

면접자 N은 바이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

인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아무리 사례기업에서 먼저 디자인을 개발해서 바

이어를 만족시켰더라도, 바이어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벤더에게 여전

히 오더를 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벤더의 어떠한 행동이 오더를 보장

해주지 않기 때문에 벤더는 바이어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소홀

히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벤더는 변화하는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염두에 두어 따르고, 바이어 개인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앞선 설명대로 입찰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낮은 가격 역시도 제시할 수 있

어야한다. 

 

L: 바이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 끈끈한 relation을 

요구를 해요. (바이어들이) 예, 바이어들이.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변화가 있으면, 그걸 빨리 자기네들 

공유를 해 주고, 요즘 바이어들이, 자기네 그 자체 인력들이 점

점 인원이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그런 새로

운 뉴스들, 그러니까 내가, 나 이외에 다른 바이어가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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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쉽게 그네들이 찾아서, 

자기네 R&D 팀이랑 자기네 소식팀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네들에게 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뭐 사

소한 거나 하나라도 경쟁, 그 브랜드나 이런 거에 대한 소식들

을 최대한 빨리빨리 받기를 원해요.

바이어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력이 줄어듦에 따라 벤더에게 요구하

는 더욱 “끈끈한” 관계는 이전에 바이어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벤더에게 이

전하여 외주화하는 전략이다. 즉, 의류산업의 침체로 바이어에게 내부 인력

이 감소하자, 이전에는 생산만 담당했던 벤더에게 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다른 기능까지도 담당하게 한다. 이렇게 사례기업이 담당하는 업무와 기능

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벤더에게 맡기는 주문의 가격은 입찰경

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낮은 수준이어야만하기 때문에, 기능의 외주화

는 사례기업에게 더욱 큰 비용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를 종합해본다면, 사례기업은 다양한 수준의 변화로 인해 비용절감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수준과 조직 수준 모두

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례기업의 면접자들은 산업 내의 불안정성을 인지하

고 있으며, 달리 말하면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상황을 통해 사례기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비용절감 관점에서의 인력현지화 강조  

의류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 바이어의 요구 증가, 시장 내 경쟁 증가 등

으로 인해 사례기업은 비용절감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여

기서의 비용이란 생산비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계와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

비 전부를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기업에서는 인력 관리의 문제까

지도 비용의 문제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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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한국사람 많이 쓰는 거보다는 임금이 그래도 저렴한 현지 

사람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

다.

H: 어느 기업이든 로컬라이제이션 1순위는 인건비 절감. 두 번

째는 이랬든 저랬든 한국인이든 중국인, 제3국인 필리핀 싱가폴 

관리자든 (상관없어요.)

여러 면접자들은 사례기업 내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목표 중 하

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 목표는 언제나, 어디서

나 적용되는 것이라, 생산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인력 관리의 측면에서도 

적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목표는 단순히 조직수준에서 강조되는 목표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또한 그간의 의류

산업의 변화를 직접 겪으며 개인들도 각자 그 비용절감의 필요성을 절감하

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모든 목표가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상

황에서, 인력의 현지화라는 국제화 관련 목표마저도 비용절감전략과 같은 

선상에 놓인 목표의 하나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사례조직이 국제화하는 과

정에서도 정작 어느 국가 출신의 인력이 법인을 구성하게 되는지 등 인력 

관리의 방법이나 내용보다 인력 관리 과정에서 그저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욱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강조된다. 바이어와 시장 등에서 받는 비용절감

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인력의 구성이 어떤 방식으

로 되는가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한국인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현지인이나, 싱가폴 등 제3국의 인력을 고용하게 되는데, 이

들의 국적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지점은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인력 관리 방법 중 하나인 인력의 현지화라는 세부적인 목표마저도 

사례기업 내에서 구체적으로 내재화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면

접자가 언급한대로 인력 현지화 목표 자체가 앞선 장에서 설명한 외부의 변

화로부터의 대응을 위해 설립된 목표인 것과 맞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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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리고 지금 생산진은 저임의 아시아나 중미 국가들이 있고, 

한국시장이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이유는 이 에이전트들이 한

국에 머물러 있었고, 혹은 홍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그 부분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에이전트들이 홍콩이

나 베트남, 중미로 다 각각 현지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영업을 하는 대상 자체가 현지화로 가는 상황이

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희가 한국에 있어야하는 이유는 그

만큼 줄어드는 거고, 뭐 정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사실 파이낸싱 기능 외에는 한국에 있어야 될 별 이유는 없어

요.

N: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장점은요?) 여기에 있어서 장점. (침

묵) 글쎄요. 여기에 있어서 장점은 솔직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로케이션. 아무래도 뭐 여기에 있으면은 그냥 가족들

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C: 바이어의 실제 regional representative(지역 대표)가 베트남

인이에요. 기본은 영어인데 뭔가 좀 같이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애도. H에 좀 베트남 사람이 높은 직급에 있으면 좋을 

텐데 (싶은 거죠). ……(중략)…… 결국 그 (현지화하는) 방향으

로 갈 거예요. 가야하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셀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 억지로 바꾸어지는 단계를 겪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면접자가 언급하듯 사례조직에서는 이제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느끼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기능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능의 해외 이전을 촉발한 요인이 가치사슬 내의 다른 조직의 

해외 이전이라는 점에서 사례조직이 느끼고 있는 인력의 현지화의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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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할 수 있다. 사례조직은 바이어, 에이전트 등이 이미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기능을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가격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내의 다른 조직에 발맞추어 해외로 옮겨가야한다는 결정

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인력의 현지화로 이어지기

도 한다. 즉, 현지인을 고용하는 결정까지도 외부의 변화와 압박에 대한 대

응책으로 나타나며,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변화는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인력 현지화라는 목표는 사례기업에서 단순히 비용절감 전략의 하

나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조직에게 가장 중요

한 전략 중 하나라면, 사례기업의 인력의 현지화는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

가?  

제2절 인력 현지화의 실천과 부재 

인력 현지화의 목표는 비용절감전략 중 하나로서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로 

설정되었지만, 사례기업의 법인이 약 16년 동안 베트남에 주재하는 동안에

도 성취하지 못한 목표이기도 하다. 주요 직책을 현지인이 담당하게 되는 

인력 현지화가 사례기업에서 아직까지도 달성되지 않는 모습은 사례기업의 

현지 법인 내 직책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D: 특히 제조업, 특히 한국계 기업들은 좀 그런 게 강해요. 예

를 들면, 그 은행권들 지점장을 보면, 한국은행만 한국 사람이 

지점장이고요 다른 나라는 다 베트남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이

제 그거에 대해 우리 자체가 숙달이 잘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면접자는 한국계기업의 특성 중 하나로 법인 내의 한국인 주도적 구조를 

꼽는다. 이는 전형적인 한국다국적기업의 법인 구조로서, 생산직은 현지인으

로 고용하고 관리직은 한국인으로 채우는 구조를 말한다. 특히, 2011년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산업의 기업 144개의 전체 고용인의 94.1%가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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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용된 베트남인으로 나타났다(산업경제분석, 2016). 인력의 현지화의 진

행을 위해서는 법인 내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직에도 현지출신직원이 고용되

어야하는데, 많은 수의 한국 출신 다국적기업은 관리자의 위치나 의사결정

직을 한국인이 담당하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사례기업의 경우 

인력의 현지화가 더 진전되어 중간관리자까지는 현지출신직원이 담당하는 

정도로 현지화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D: 저희가 수출입에 한명이 한국 사람이 있긴 하지만, 실은 의

지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저희가 이제 부감독

이라고 명칭은 하지만 세 개 법인의 모든 수출입관련 된 거는 

그 사람이 involve를 해요. 그리고 거의 그 사람의 의견은 저희

가 다 들어주는데, 근데, 그 위의 단계. 실은 본사에서 팀장급

이 행총부터 본사에서는 팀장급이거든요. 그 윗 단계까지는 아

직 못 왔죠. 그 아래 단계까지는 왔어요.

법인을 구성하는 관리직 중에서 주요 의사결정직은 모두 한국인이 차지하

고 있으며, 현지인 관리자에게는 아직까지도 유리천장이 있는 것으로 인식

되어지고 있다. 법인의 위계구조에서 현지인은 특정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위로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현지인의 역량과는 무관하

다. 아무리 능력을 인정받고, 실제로 선임관리자급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

며, 이것이 공공연히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현지출신인력은 특정 직위 이

상으로 올라갈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면접자 D의 발언에서도 이 유리천장

의 예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인터뷰에서 언급된 현지인 관리자는 베트남 

법인 중 세 곳 모두의 수출입 관련 일에 다 참여를 할 만큼 업무의 범위가 

넓다. 또한, 그의 의견은 거의 들어줄 만큼, 그 역량과 능력을 누구나 인정

하고 있다. 법인 세 곳의 모든 수출입 업무가 그의 손을 거쳐야하며, 팀장

이 되어야 하지만, 부감독으로만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앞선 인터뷰에서도 확

인되었듯이 이러한 한국인 주도적 구조는 한국출신의 다른 다국적기업의 해

외법인에서도 대부분 목격될 정도로 (Zou & Lansbury, 2009) 흔한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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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이 많은 경우 인력 현지화를 더 높은 수준까지

는 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종합하자면, 사례기업의 인력의 현지화 수준은 아직까지 현지출신인력을 

중간관리자로 등용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정도의 인력의 현지화는 

역량과 성과를 인정받는 현지출신직원에게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면접자

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 전반에 한

국인 주도적 관리자 구조가 관례적으로 널리 퍼져있다는 점을 통해 한국 출

신의 여러 다른 다국적기업들 또한 비슷한 정도의 인력의 현지화를 달성했

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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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가정체성의 기능

앞선 장에서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이 국제화하는 방식에서 인력의 현지

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인 주도적 관리자 

구조가 공고한 상황을 짚어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조직을 구성하는 중심 가

치와 그 안에 전제되어있는 국민정체성이 현지인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인력 현지화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밝힌다. 첫

째, 조직의 구조가 국가정체성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하며 체계적으로 현지출

신직원을 배제한다는 점, 둘째,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며 개인적 수준에서 현

지출신직원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제1절 자격조건으로써의 국가정체성 

첫째, 조직의 구조자체가 한국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국정체성

을 갖지 않은 외부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사례기업의 조직

적 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인 독립채산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례기업은 10억달러 수출을 달성한 의류벤더 빅3 중 유일하게 독립채산제

를 운영하고 있다. 

L: 이게 저희는 (팀 하나가) 하나의 작은 회사예요. 하나의 작

은 회사가, 한 6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이 큰 H 안에 들어와 

있어서, 각각이 돈을 벌고, 각각이 이윤 남기려고 치열하게 하

고 있고, 각각의 뭐 에이전트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

을 하고 있고.

J: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팀제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팀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뤄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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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업의 독립채산제라는 인센티브 구조는 기업 조직 안에서 각 팀이 

각자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들은 각 5-6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조직으로, 면접자 L이 언급하듯 

모두 “작은 회사”라고 인식될 정도로 개별 팀 간 독립성이 강하다. 

팀제가 조직의 개인들에게 가져온 효과는 양면적이다. 하나의 작은 회사 

안에서 개인은 높은 책임감을 갖게 되지만, 팀 간의 경쟁 구조 안에서 개별

적으로 이윤을 남겨 살아남아야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J: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영업(팀) 내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뭐, 신입사원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도 책임감이 되게 

많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이런 그런 것

들이 신입 사원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그게 다른 회사랑 좀 다

른 거 같아요.

 

팀 안에서 한명 한명의 팀원은 모두 큰 회사의 개인이기보다 작은 회사의 

개인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고, 이는 권한의 하향화로 이어진다. 즉, 상대적

으로 직급이 낮은 직원이 팀제가 아닌 다른 회사에 있었더라면 경험하지 않

았을 수준의 의사결정을 팀제 안에서는 경험하게 된다. 이는 팀원들에게 높

은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개인에게 권한의 경험으로 남기도 한다. 그러

므로 팀제는 팀 안에 있는 개인에게 권한, 경험, 그리고 책임감을 부여한다. 

L: 이게 팀별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있다보니까, 어떻게 하

든 저는 우겨야 하는 상황인데, 딴 팀이 남기는 거에 대해선 별

로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러나 이런 독립적인 구조로 인해 각 팀 간 경쟁은 증가한다. 이러한 경

쟁은 팀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팀 개별적 인센티브 

구조는 팀별 각자도생을 부추기며, 조직의 어젠다에 대해 전사차원의 제도

를 형성하려는 노력보다는 팀 개별적 해결을 독려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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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거의 저희는 아시다시피 팀제다보니까 팀 안에서, 하다 못

해서 뭐 사람을 구하는 것까지도 팀 안에서 거의 해결하는 것

들이 되게 많아요. 

J: (근데 딱 이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

고 가, 그리고 전사적으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되게 저돌적으

로 밀어붙일 수도 있을텐데, 제 느낌으로는 지금 그런 거는 아

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팀마다 사정도 다르고...

각 팀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용은 팀제라는 조직의 구조로 인

해 전사적인 제도보다는 팀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이 선호되는 것의 대

표적인 예시이다. 사례기업의 공채도 물론 존재하지만, 때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팀별로 채용하는 규범 역시도 조직 전반에 퍼져있다. 이런 

규범은 인력 현지화 목표가 존재하는 법인 내에서도 현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M: 이렇게 회사가 (현지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걸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하면 그렇고 기

존의 룰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것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팀)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지게 

되니까 그게 조금 더 빨리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빨리 

못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C: 그게 로컬리제이션을 막는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회사는 더 길게 호흡을 쉬어줘야 되는데 로컬리제이션을 

하라는데 실적은 지금 당장을 가지고 채찍질을 하는게 

엇박자인거죠. 

인력 현지화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은 장기전이다. 현지인력을 주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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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용하고, 그만큼 한국출신직원을 줄여나가는 이 목표는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는 명제 자체는 전사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실적을 내서 다른 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

는 체제에서, 많은 경우 아직 한국인력만큼 역량이 올라오지 않다고 여겨지

는 현지인을 당장 주요 직책으로 등용하거나 새로 채용하는 것은 실적의 피

해를 감수할 만큼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물론, 인력 현지화 과정에서 현

지인에 대한 관리자 훈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전사 차원으

로 요청하기보다, 개인들은 각자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택하게 된다. 이는 

팀별 인센티브 구조에서도 나타나는 각자도생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높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팀 내 개인은 인력현지화 목표의 실행을 위

해서는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현지인훈련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

인다. 

J: 그니까 말씀했듯, 정확한 목표는 아직 이렇게 실체를 명확하

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한국 직원을 반만 두겠다라

는 이런 구체화된 목표는 없어요. 그런 건 이제 팀 단위, 아니

면 부서 단위별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진행사항들은 

다 (팀별로 해요.)

 독립채산제로 대표되는 각자도생의 조직문화는 현지인을 고용하고 훈련

시키는 것을 개별 팀의 과제로 남겨둠으로써 법인에서 인력의 현지화를 진

전시키보다, 현지출신인력 사용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때에

만 인력의 현지화 목표가 진전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술과 역량이 부족한 현지인력을 개별 팀의 자원을 이용하여 훈련을 제공

하고 고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독립적이고 단기적인 채산 구조에 많은 경우 

걸림돌이 되므로, 결국 현지출신인력은 훈련을 통해 선임관리자 이상의 위

치로 올라가기보다 훈련이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위치에 고용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본국정체성을 지닌 한국인 직원에게는 개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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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공식적인 훈련의 기회뿐만 아니라 공식적이고 전사적인 수준의 훈련까

지도 주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인 직원 역시도 팀 제도 안에서 개별적이고 

비공식적인 훈련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수준의 훈련 기회

를 부여받게 된다. 이 중 대표적인 훈련의 기회는 사례기업의 전직원 단기 

해외파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례기업의 모든 직원은 입사 

3-4년차에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해외 공장이 위치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는 직원이 조직 내에서 어떠한 직무를 맡게 되든 공장의 

의류 봉제 및 제조 과정을 모르면 일할 수 없다는 오너의 생각을 적극적으

로 반영한 프로그램인 셈이다. 

F: 그 프로그램은 H 고유의 문화예요, 인재양성방침이기도 하

고, 그거를 동의하지 못하면 H에 다닐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중략)... 기본기가 탄탄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 절대 물러서지 않는 방침입니다. 

 E: 신입사원 들어오면 한 2년 주기로 회계도 했다가 인사도 

했다가 해외법인 나갔다가 일 좀 하다가 계속 부서를 옮겨가면

서 10년하고 보통 4~5개 부서를 거쳐요. 다양하게 경험하는 게 

회장님 경영철학입니다. 한 부서에서 너무 오래있는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 경험 중에 자기가 잘 하는 게 있으면 올라가

면서 관리자가 되든가 하죠.

A: 솔직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단기라는 게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많더라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런 1~2년에서 뭐 4년 

언더에 있는 직원들이 그 기간에 해외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 말고 또 어디가 있을 수가 있을까. 현지채용말고

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사례기업의 인재양성방침이자 “절대 물러서지 않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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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파견 근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직에 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사례기업의 핵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인터

뷰에 따르면, 이 핵심가치는 다양한 경험과 그로 인한 generalist의 양성이

다. 사례기업의 방침은 순환정책으로서, 직원을 한 분야의 specialist로 양성

하기보다 여러 분야의 generalist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해

외파견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체계이므로 여러 분야와 과정을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오너의 경영철학을 반영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즉, 해외파견 프로그램은 조직의 개인에게 글로벌한 차원에

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한 면접자의 표현대로 직원에 대한 조

직의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파견 제도에서 전 직원이란 한

국인 직원만을 가리킨다. 즉, 조직차원의 투자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조직 구

성원은 현지인이 아닌 한국인 직원으로만 한정되어있다. 앞선 면접자가 강

조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이는 사례기업을 구성하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경험으로써 조직구성원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공적인 투자는 어디까지나 

한국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 

조직에 “다닐 수 없는 것”일 정도로 이 공통된 경험은 사례기업의 구성원들

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것이 오직 

한국인에게만 허락된 기회라는 것은 사례기업의 조직정체성의 구성요소에 

한국인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이 자격조건으로서 얽혀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과정은 법인 내에서 한국인 관리자 구조를 강화시킴

으로써 결과적으로 관리자 또는 주요 직위에 대한 현지인의 체계적인 배제

에 기여한다. 

 

L: 저는 그래서 그 당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 한국

인 그 공장장하고 다이렉트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현지인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이 가격도 내고, 그 다음에 권한, 가격 컨펌

도 해 주고, 그리고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이 가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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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구조는 뭐가 됐

든 그 위에 한국 사람이 주인, 정말 이제 갓 1년 돼서 현지 파

견 나간 친구라도, 얘가 메이져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대로 조직에서 목표로 하는 인력의 현지화는 해외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무자의 숫자와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지

인력으로 한국인 인력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이 단

기 파견 프로그램을 따라 해외로 계속 파견될 경우, 모두 현지인을 관리하

는 관리자로 배치된다. 이는 역량을 가진 현지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한국인 파견 근무자에게 주는 상황으로, 한국인에게는 

경험의 기회가 되나 정작 인력의 현지화 목표와는 모순되는 방향성을 지닌

다. 즉, 조직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법인에 존재하

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 기회가 현지인에게 주어질 때에야 인력의 현

지화가 더 진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례기업의 단기 해외파

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식은 현지출신직원을 등용할 기회를 한국출신직

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한국인이라는 국가정체성은 사례기업의 직원에게 요

구되는 자격조건으로서 현지출신직원을 조직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수단으

로 사용된다.  

 종합하자면, 사례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구조와 글로벌 인재 양성

을 위한 단기해외파견 프로그램은 법인 내에서 현지인 인력이 한국인 인력

을 대체하는 인력 현지화 목표와 충돌하게 된다.  

제2절 합리화기제로써의 국가정체성 

두 번째로 현지출신직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중요한 지점이다. 이 경우 본국출신직원은 현지출신직원이 사례기업의 조직

문화와 구조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인식

을 합리화하는 데에 국가정체성을 수단으로 삼는다. 즉, 현지인력을 등용하

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인과 현지인의 문화적 특성을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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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C: ‘(현지인들은) 잘 못해,’ ‘몰라. 그래서 우리(본국출신직원)가 

있는 거지.’ 근데 시켜는 봤어? 모른다고 판단했는데 시켜서 판

단했는지? 단 한번도 네 자리에 있어본 적이 없잖아. 근데 네

가 어떻게 알아. 그런 과감한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D: 베트남 분들이 결정은 잘 안하려 해요, 자기 위에 누가 있

으면 결정을 안 해요.......(중략)...... 책임을 준다 그래도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런 정치체제 때문에 

그런 건지, 역사적인 건지는 저도 판단은 유보하겠지만,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극도로 꺼려해요. 물론 그게 베트

남 기업 같은 경우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외국계 기업이

고, 외국인들이 다 장(長) 자리를 차지하니, 그래서 더 그럴 수

도 있고요, 그런데 많이 그런 경황을 보긴 해요. 

J: 로컬 직원들이랑 워킹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 사람처럼 일을 하지 않거든요. 뭔가 저희는 끝을 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일이 오늘 다 끝내고 갈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 52시간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워크로드가 되게 심한 직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인

드로 일을 하지 않는 거?

I: H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저희는 알지만 사실 다른 문화하고

는 충돌할 수 있을만한 가치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첫째로 본국출신인력은 현지인력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한다. 이들에 따르

면, 현지출신인력은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며, 책임을 지거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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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일을 기피하며, “한국 사람처럼” 일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여기서 

한국 사람처럼 일하는 것은 장시간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만 없이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들은 현지출신직원을 

현재 한국출신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위치에 등용해본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이들도 인지하고 있을뿐더

러, “한국 사람처럼 일하는” 방식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인지하

고 있다. 

D: 그래서 이제 그거(현지인력의 고위관리자 등용)에 대해 우

리 자체가 숙달이 잘 안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려면 과단성

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저도 들은 건데, 

로칼화를 하기 위해서 ‘본사직원들, 영어 못하는 사람들 다 나

가.’ 대만 기업체거든요. 왜냐하면 로칼이랑 하려면 영어로 해야 

하니까. ‘영어를 못하면 나가라’ 그래서, 그래서 과감하게 했다

고 하면서, 예를 들면, 법인장 하나, 그 나라 사람 빼고, 나머지

는 다 결정하는 사람은 다 로칼이라 하더라고요. (H사에서) 그

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고, 맡기고 몇 년을 우

리가 참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은 좀 준비가 덜되어 있다

고 보는 거죠.

이에 대하여 면접자 D는 결국 현지인력을 의사결정직으로 등용하는 수준

의 인력의 현지화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사례기업이 이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현지출신직원을 선임관리자로 고용하

지 않는 이유는 사례기업이 인력의 현지화 목표를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현지인력의 문화나 국

가정체성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례기업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

한 준비의 의미는 한국인들이 그들 스스로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볼 

때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출신인력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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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F: 관리자를 한국인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인 관리자

들이 말 그대로 관리자들이 한국에서 섬유봉제를 하던 경영기

술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산현장에는 그 정도 기술력과 경험

을 가지는 거는 현지인들도 축적되었는데. 사실 관리자가 생산

시설의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마트 팩토리화, 린

(lean) 등 새로운 시스템이나 관리방식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이

고 추진해야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수동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경

험과 기술이 한국에서 축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려면 당신들 스스로도 숙지하고 알아야하고요. 

D: 그리고 특히 그런 것도 있어요. 지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말 해도 네가 이해해야 돼. 네가 한국말을 이해해야

지, 네가 내 말을 이해해야지.' 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려하지 

않았어요. 잘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내가 뛰어

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않거든요, 실은.......(중

략).......문화적인 차이는 있죠. 특히, 한국인들의 그 욱하는 어

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잘못된 언어를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 단어(비속어)를 모르

는 친구들이 없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설명한 한국인 관리자 구조와 얽혀있는 지위

적 우월감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법인 내의 주요 의사결정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지위는 문화적 우월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본

국출신인력도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종합하자면, 한국출신직원은 현지인력과 한국인력의 일반화된 문화적 특

성을 변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정의하며 이를 진전되지 않는 인력의 현지화

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자신이 속한 집단에 중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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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특성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다른 집단과의 차이에 주목하는 방식

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Tajfel and Turner, 1986; 

Steele, 1988). 또한, 이들은  즉, 본국출신직원들은 이미 존재하는 한국인 

주도적 관리자 구조 내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국가정체

성이 현지인력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꾸기 어려운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결국 주요 

관리직을 반드시 한국인으로 충원하는 이 법인 구조는 변화하기 어려울 것

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출신국 효과 (country-of-origin effect)’로서의 역할

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한국기업 특유의 구조가 바뀌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 직

원을 위한 자리를 줄이는 등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현지인력을 고위관리자로 등용하는 수준의 인력의 현지화가 달성되지 않는 

것은 현지인력의 정체성과 본국출신인력의 정체성을 변하지 않는 수단으로 

정의하는 사례기업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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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과

이 연구는 한국출신의 다국적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인력의 현지화 목표

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아보고, 다국적기업의 본국정체성이 어떻게 인력의 

현지화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 인력

의 현지화, 다국적기업 법인의 인력관리의 특성, 조직 내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성과 기능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다국적기업에서 인력의 현지화가 갖는 의

미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연구의 방법과 사례기업의 배경을 상세하

게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례기업의 인력의 현지화 목표가 만들어진 원인으로서의 여

러 변화를 설명하고, 사례기업의 인력의 현지화 목표의 현 상황을 분석하였

다. 제1절에서는 사례기업이 배태되어있는 의류산업과 가치사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의류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글로벌가

치사슬 내에서의 사례기업의 위치와 역할이 변화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례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줄여야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러

한 비용절감전략의 압박으로 인해 인력관리를 다루는 관점에서도 비용이 우

선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인력의 현지화를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2

절에서는 이러한 배경 안에서 목표하게 된 인력의 현지화가 어디까지 진전

되어있는지 알아보았다. 사례기업의 법인에서는 아직까지 주요 관리자 위치

에는 본국출신인력만을 사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현지출신인력은 중

간관리자까지는 맡을 수 있으나 여전히 선임관리자의 위치로는 올라가지 못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인 주도적 관리자 구조는 여타 한국 출신의 다국

적기업의 법인에서도 공고한 구조이며, 사례기업의 구조 역시 이와 별반 다

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례기업의 인력의 현지화가 높은 수준까지 진전되지

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인력의 현지화가 사례기업 내에서 진전되지 않은 원인으로 

사례기업의 국가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뤘다. 우선 개인들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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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다국적기업인 사례기업의 조직구조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

이 자격조건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례기업의 조직

체계가 한국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으로 

국가정체성은 낮은 수준의 인력의 현지화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현지출신직원과 한국출신직원의 문화적 특성을 일반화하여 표

현하며, 현지인력과 한국인력 모두 아직 높은 수준의 인력의 현지화를 달성

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지인력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인력의 국가정체성 둘 다 인력의 현지화가 높

은 수준에서 달성될 수 없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이 연구의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신흥 글로벌 

조직의 국제화과정에 대한 경험연구를 제공한다. 다국적기업을 포함하는 여

러 글로벌 조직에 대한 경험연구는 이루어져왔으나, 한국과 같은 신흥개발

국가에서 출발한 글로벌조직에 관한 경험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이 사실이다. 특히, 신흥개발국가의 다국적기업이 다른 개발국가에 세운 법

인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미진했다. 본 연구는 한국 출신의 다국적기업이 

베트남이라는 다른 개발국가에 세운 법인의 인력관리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인력현지화의 목표가 특정한 국가 또는 산업에서 다른 국가의 어떤 제도적 

환경을 만났을 때 실행되는 방식을 밝혀보았으며, 국가정체성이라는 요소가 

인력현지화 과정에서의 차별적인 인식을 합리화하는 상징적인 자원으로 이

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자료 상의 한계로 인력현지화 

상황을 합리화하는 자원으로서의 국가정체성 외의 요소를 통해 그 기저에 

있을 수 있는 차별적인 인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작업은 국가정체성과 같은 비합리적인 변수에 주목하게 하며 이후 

신흥 글로벌 조직이 국제화과정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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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국적기업 내 개인의 인식을 심층면접을 통해 세밀하게 들여다보

는 시도를 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양적 방법을 통해 여러 다국

적기업을 비교해왔으며, 그 차이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국적기

업 간의 비교보다 하나의 다국적기업 내에 존재하는 개인을 보다 미시적으

로 살펴보고, 이들의 인식이 조직 내에 존재하는 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집

중했다. 물론 본 연구에서 현지출신직원이 샘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지

출신직원과 본국출신직원 간의 관계를 조밀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며, 본국출

신직원의 인식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작업은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경험을 다양하게 조명하는 연

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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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mited Staff-Localization of 

Korean Multinational Companies 

신 정 민(Jungmin Sh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process of staff-localization 

of multinational companies and the concept of national identity as a 

factor influencing the process. This study starts from the phenomenon 

that the goal of staff-localization is not being achieved in overseas 

subsidiari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emerging countries such as 

Korea. To do this, the study delivers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is the goal of staff-localization of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Korea 

formed? Second, why is the goal of staff-localization not fulfilled and 

what is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during the process? In 

order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13 parent country nationals from the corporate 

headquarters and a subsidiary of a Korean multinational company. It 

was intended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the 

parent country nationals. 

First, the definition of staff-localization, the management of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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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and the national identity in the 

organizational context were examined. Following the definition of  

existing studies dealing with staff-localization, in this study the 

staff-localization is defined as the extent that local managers replace the 

work of managers from home countries in the overseas subsidiari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Previous researches on the management of 

local and native employees have a tendency to analyze on the role and 

use of each workforce while focusing on the existing structure and not 

trying to grasps the thoughts on attempting to change the structure. In 

addition,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exist in the approach of 

examining the changes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during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 multinational companies. This study 

offers national identity in the organizational context as one of the 

factors that can influence these thoughts and perceptions. National 

identity is utilized as one of the social and symbolic resources that can 

be organized by individuals within the organization.

In the context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changes in 

the apparel industry to which the case firm belongs, and the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value chain of the case firm were influencing the 

organization's perception of the staff-localization goal as part of a 

cost-cutting strategy. Under these pressures, the key positions of the 

local subsidiary of the case firm were still filled with parent country 

nationals.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structures of other Korean 

multinational companies are similar and solid, it was confirmed that the 

staff-localization level the case firm did not progress to a higher level.

Also,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case firm were 

discussed as the reason why the staff-localization has not progressed 

enough within the case firm. First of all, it was confirmed that national 

identity was required as a qualification in order for individual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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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rporated in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a case company. 

Second, the national identity was used as a means to rationalize the 

low level of staff-localization. Therefore, the national identity of home 

country national and that of parent country national were both utilized 

in the mechanism to justify the reason for not being able to achieve a 

higher level of staff-localization. 

keywords : multinational companies, staff-localization, national identity, 

apparel industry, overseas subsidiary,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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