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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치사슬론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생산 세계화의 과정과 양상을 경험
적으로 분석한다. 생산 세계화와 생산체계의 재편이 가치사슬이론이 전망하듯이 가장
효율적인 모듈생산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생산체계의 재편과정에서
작동하는 비기능적 변수들의 존재와 그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미국·독일·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선택하여 그 생산체계 재편과정을 분석,
비교하였다. 경험적 비교분석 결과, 생산체계 재편의 구체적 양상과 결과는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기술발전에 따라 코드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모듈생산
의 최적관행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가치사슬론자들의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소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독일·일본의 자
동차 산업은 세계화와 경쟁의 압력 하에서 각기 다양한 방식의 생산 세계화 전략을 추
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제약 아래 행위자들의 선택이
상이한 방식의 생산체계재편을 이끌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기업 간 관계 같은 경로의
존적인 제도적 요인이 선도기업의 선택을 제약하고, 선도기업의 선택은 생산체계개편의
상이한 경로를 형성하며, 나아가 다양한 세계화로 귀결된다. 즉, 세계화는 가장 효율적
인 체계로의 이행과정이 아닐 뿐더러, 그 동학은 기술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환원적·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설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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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화는 무역, 금융, 생산, 지식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경제활동의 지리적 분산
(geographical dispersion)과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이 상이하게 조합되는 양상
이다(Dicken 2011, 7). 1980년대 이전까지 세계화는 주로 무역영역과 금융영역에서 불균등
하게 진전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었던 생산영역도 급속히 세
계화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생산은 국가별 수직통합구조(vertically integrated structure)를 기업 내·산업
내 무역(intra-ﬁrm, intra-industry trade)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국제화되었는데, 이러
한 생산의 국제화(internationalizaition of production)는 무역통합을 심화시키면서 격렬
한 국제경쟁을 불러왔다. 경쟁압력에 직면한 기업들은 투입요소구성(composition of input
factors)의 유연성을 제고하려 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화의 경향은 새로운 기
회를 제공했다. “생산의 분할”(disintegration of production)(Feenstra 1998), 즉 수직통합구
조의 해체와 분할이 그것이다. 기업들은 생산의 제 공정들을 분할하고 글로벌하게 재배치
하며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논의(백창재 외 2009)에서 설명했듯이, 한 국가경제에서 생산 세계화는 각 산업
이 해외 생산(투자)과 해외 조달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다른 형태를 지닌다. 예컨대
해외 생산을 확대하면서 부품조달을 국내 산업으로부터 할 수도 있고, 해외 생산과 무관
하게 원가 절감을 위해 부품조달만이 국제화되는 양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 보면, 선도기업(lead ﬁrms)과 부품공급자(suppliers)가 생산과 조달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 선도기업과 부품기업들
이 해외 생산 비중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선도기업들이 조달전략을 어느 정도 국제화시키
는가, 이에 대해 부품기업들이 어떤 생존전략을 취하는가, 이에 따라 선도기업과 부품기업
간의 기존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이 관건이 된다.
생산세계화에 대한 최근의 지배적 논의는 글로벌가치사슬/상품사슬(GVC/GCC: Global
Value Chain/Global Commodity Chain) 이론이다(Sturgeon 2009). 가치사슬이론은 공정
단위로 분할되어 복수국가로 분산 배치된 생산조직을 가치사슬(value chain)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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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icken 2011, 155.
<그림 1> 생산조직의 두 유형: 수직통합과 모듈생산

고, 사슬 내 모든 공정을 기능적으로 조정·통합하는 방식을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로 개념화한다. 거버넌스 구조는 거래의 복잡성과 거래[정보]의 코드화 가능성
(ability to codify transactions), 공급자의 역량(capabilities in the supply-base) 등 산업적 속
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버넌스 구조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모듈생산방식이다. 모듈생
산방식에서 선도기업은 제품개발, 마케팅, 최종조립 등 고부가가치 핵심공정에 집중함으
로써 비용을 절감한다. 공급자는 체계·기능이 통합되어 다수 제품에 쓰이는 공통모듈을
일괄수주(turn-key outsourcing)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모듈 및 공정 연구개발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달
성한다.
이러한 모듈생산방식의 이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단순화, 코드화가 필요하다.
지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으며 소유관계가 중복되지 않는 다수 기업들에 의해 연속공정이
분할처리 되는 데는 막대한 거래비용이 초래되므로, 가치사슬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
는 거래비용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터전(Sturgeon 2009)은 생산체계 내에서 교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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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 기술발달에 따라 코드화된 지식(codiﬁed knowledge)으
로 대체된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생산체계 재편은 종국에는 모듈생산방식으로 수렴되며,
재편 과정에서의 ‘일시적 변이’는 코드화가능성(codifiability)의 상이성에 따라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가치사슬이론은 글로벌하게 분할 배치된 생산의 제 공정들이 연결되는 방식, 그리고 행
위자 간 역관계 등에 대해 강력한 분석도구를 제공한다. 반면, 이는 본질적으로 환원적·
기능주의적 설명으로, 생산과정을 조직화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정치적 동학을 무시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동일 산업에 있어서 생산체계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스터전(2009)은 생산체계 내에서 교환되는 정보가 산업적 특성이 허용하는 한
자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형식을 갖게 된다고 가정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보교환 형식의 한계는 기술적 변경(frontier)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정보교환에는 “이
익과 위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권형기 2010, 238)의 측면이 상존한다. 갈등은 본질적
으로 정치적 속성을 띠므로, 결국 행위자들이 제도적 제약 하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도
달하는 합의가 생산조직에서 실제 사용되는 정보교환형식과 생산체계 재편의 구체적 양
태를 결정한다. 요컨대, “기술이 선택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기술을 추동한다”
(Technology does not drive choice; choice drives technology)(Borrus and Zysman 1984). 이
점을 간과한 가치사슬이론은 기업 이외의 행위자와 기술적 요인 이외의 변수들을 제거함
으로써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기능주의적 주장으로 퇴보하여 현실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
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생산 세계화의 과정과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
석한다. 생산 세계화와 생산체계의 재편이 가치사슬이론이 전망하듯이 가장 효율적인 모
듈생산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생산체계의 재편과정에서 작동하는 비기
능적 변수들의 존재와 그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독일·일
본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선택하여 그 생산체계 재편과정을 분석, 비교하였다.
미국·독일·일본 자동차 산업의 비교연구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생산 세계화의 동학
을 살피는 데 유용하다. 첫째, 자동차 산업은 “전형적인 글로벌 산업”1)이며, 포디즘이나 유
1) 1980년대 포드의 “월드카”(World Car) 프로젝트, 최근 “메가플랫폼”(Mega-platform) 개발경쟁,
1990년대와 2000년대 말 인수합병경쟁, 높은 수준의 차체공통화와 모듈생산방식 전면도입 등
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동차산업의 경쟁은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Reed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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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생산 등 생산모델을 선도해왔다(권형기 2010). 따라서 생산체계의 재편에 대한 연구나
생산 세계화의 연구에 대한 가장 유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둘째, 미국, 독일, 일본 경제에
있어서 규모와 연계의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대단히 높아서,2) 각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대한 생산 세계화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체계 재편의 모습을 상당 부분
선도하거나 반영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뒤따르는 경험분석에서 드러나듯이, 세
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모두 탈 수직화와 해외진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적응전략을 택한 듯 보인다. 그렇지만 해외진출의 구체적인 동기와 양상은 물론, 기업 및
모국의 경제성과에 미친 영향은 상이하다. 요컨대 생산 세계화 전략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들인 것이다.

II. 미국 자동차 산업: 왜곡된 모듈화
1990년대 이후 미국 자동차 산업은 전기·전자 산업과 더불어 가치사슬이론가들의 주
요 연구대상이 될 만큼 모듈화를 빠르게 진행했다.3) 선도기업들은 기존의 파트와 컴포넌
트를 통합하여 대형화시켰고 다수 모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부품단위 ‘모듈’을
도입했다. 선도기업이 탈 수직화함에 따라 부품부문들이 분사하며 거대 부품회사들이 설
립되었고, 다른 부품회사들도 모듈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수합병 등으로 대형화하였
다. 이에 따라 조달관계가 유연화되면서 선도기업과 부품생산자가 상호 독립적인 해외진
출을 모색할 정도로 연계가 약화되었으며 선도기업과 부품생산자 간 관계의 시장거래적
2) 자동차산업의 직접고용인구는 제작부문만 약 900만 명, 판매 및 서비스 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약 2000만 명으로 각각 추산된다(ILO 2008). 또한 자동차산업은 전세계 고무, 유리, 철 생산량
의 50%, 25%, 15%를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son 2004). 이와 관련, 자동차산업
의 생산조직에 근거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서의 연관분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도 있다. 첫째, 직접연관분야로 ISIC 34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생산)이 있다. 둘째, 간접연관
분야로 25번(플라스틱가공)의 20~34%, 28번(금속가공)의 32~44%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 분
류에 따르면 독일에서의 자동차산업 연관분야 종사인구는 약 111만 명으로 추산된다(권형기
2010). 일본의 경우, 자동차산업 연관분야 종사인구는 약 491만 명으로 추산되며, GDP의 20%
를 분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송주명 2010).
3)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논의는 정하용(20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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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s length), 적대적(adversary) 특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같은 생산체계 재편을 통해 미국 자동차 3사는 일시적으로 실적개선을 달성했다. 새
로운 ‘모듈생산방식’은 선도기업과 부품공급자 간의 분업을 심화해 효율성을 제고했던 것
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2000년대 들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실적은 다시 급락하기 시작
했고, 델파이(Delphi)를 포함한 다수의 부품공급자와 완성차업체가 연쇄 파산하는 상황
에까지 이르렀다. 요컨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우, 모듈화를 통한 생산체계 재편과 경쟁
력 상실이 동시에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가치사슬론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새로운 생
산체계가 경쟁력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혹은 ‘미국적 방식’의
모듈화가 경쟁력 상실의 원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체계 재편이
이루어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듈화의 특징과 그 영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수입자동차가 시장에 진입한 1950년대 이래 미국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인 내수시장에서 격렬한 국제경쟁을 벌여왔다. 흥미롭게도 선도기업의 기업전략은 전 시
기에 걸쳐 일관되게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정하용 2010). 첫째, 로비를 통해 정부
의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어 지대를 획득한다. 1980년대 일본의 수
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지금까지 유지되며 소형트럭시장을 보호
하는 치킨세(Chicken tax), 결과물에 대한 면밀한 통제도 없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집
행된 1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자동차개발협력(PNGV: Partnership for a New Generation
of Vehicles) 프로그램과 이를 대체한 프리덤카(Freedom Car) 프로젝트 등이 이러한 전략
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둘째, 대형차 중심으로 품종을 축소해 비용을 절감하고 영업이익을 높인다. 1950년대
에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산 소형 자동차의 약진에 대응하기 위해 차체를 축소했었
다. 그러나 1965년부터 1971년까지 경기 팽창적 국면에서 차체를 다시 확장했다. 제2차 오
일쇼크 이후 유가가 안정되자 미국 업계는 영업이익이 높은 대형차 생산을 재개하는 전략
을 취했다(Ingrassia 2010). 영업이익이 적은 소형차의 경우, 전 세계 모든 시장에 판매할
단일모델을 개발하는 “월드카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Reed
2010b).
셋째, 비용절감압력과 기술개발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품공급자에게 최대한 전가한다.
전통적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는 원청업체인 완성차업체가 수직계열구조를 통해 부품개발
부터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통제하는 가운데, 부품공급자와는 경쟁입찰을 통한 단기계약
을 반복하며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었다(Helper 1991). 일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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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업체의 미국 내 현지생산설비 확장 등 업계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식은 달라졌
지만, 선도기업이 압도적인 교섭력을 지렛대삼아 부품공급자와 약탈적 관계를 맺는 행태
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요컨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선도기업은 단기적 수익 극대화 목적 아래,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정부정책이 형성한 지대를 취하는 한편, 생산체계를 저임금-저기술 구조로 조직하
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선도기업의 행
태는 미국의 독특한 정치경제적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자유시장경제(LME: Liberal Market Economy) 모델을 대표하는 국가다(Pauly
and Reich 1997; Hall and Soskice 2001). 기업들은 자본조달을 주식시장에 의존하고, 주주
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 주주를 대리하여 기업경영을 책
임지는 전문경영인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기업 간 관계는 공식적이고 단
기적인 계약관계로 구성되어 독립적 특성을 보이고,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재편할 수 있
다. 노동시장은 높은 유연성과 낮은 기술형성의 특징을 보이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노
동요소의 재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기업들로 하여금 저비
용-저기술 구조를 통해 비용삭감과 단기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치경제 제도에서 생산체계 재편은 가치사슬 내 주도권을 지닌 선도기업의 생
산전략에 의해 추동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 생산체계재편의 구체적 양
태에는 앞에서 살펴 본 미국 자동차 업체의 전략과 선호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미국 자
동차 산업의 생산체계 재편은 다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단계는 1990년대 초반 부품공급체계의 재편과정이다. 당시 일본 자동차업계는 미
국 업계의 로비로 입안된 VER와 같은 보호주의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내 현지생산
을 급속히 늘려가고 있었다. 일본 완성차업체들은 부품공급자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
으로 한 유연생산체계를 통해 월등한 품질과 생산성을 보여주었다.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
들에 의해 생산되는 외국자동차에는 보호주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3사는 생산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정하용 2010, 272).
본래 미국 자동차 3사의 부품공급체계는 원청업체의 도면개발, 하청업체의 도면에 따른
생산, 반복적인 최저납품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단가인하를 달성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로
인해 원청업체인 선도기업과 하청업체인 부품공급자 간에는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일본과 독일에서 발견되는 관계특정적 자산(relational assets)의 축적은 전무했다(Helper
1991). 미국 업체들은 일본 부품공급자의 개발역량에 주목하고, 일본식 부품공급체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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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자동차업계의 부품공급체계 개편
구분

GM(업계 1위)

포드(업계 2위)

크라이슬러(업계 3위)

부품자체생산비율

약 70%

약 50%

약 30%

프로그램/ 공 동 구 매투 입최적
도입시기

화(PICOS) / 1992년
부품공급자 생산공

내용

정 개선을 통한 납품
단가 하향조정

부품

공급자 비용절감
(SCORE) / 1990년

① 설계초기단계에 부품공 생산체계유발비용 절감
급자 참여 및 장기계약 보장 을 위한 설비투자를 독
② 공급선 축소, 납품단가 려하기 위해 선도기업이
인하 강요

부품공급자의 이윤 보전

동반관계 구축과 적대적 납 동반관계 구축 시도

공급
체계

공식적 프로그램의 부재

특징

개편

적대적 방식의 납품 품 단 가 인 하 를 병행하 는 * 다임러와 합병(1997
단가인하 지속

애매한 혼합(ambiguously 년) 이후 다시 이전의 적
mixed) 방식

대적 관계로 복귀
①대당평균이익 1980

성과

1993년 전년대비 조

년 250달러에서 1994년

달비용 40억 달러 절

2110달러로 상향,

감

② 자 산 대비 영업이 윤
12%로 GM과 포드 추월

출처: 정하용 2010, pp. 293-295 재구성.

입을 시도했다(Fujimoto and Clark 1991).
그러나 <표 1>에서 드러나듯이, 계약기간 연장과 같은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도
기업의 약탈적 행태는 여전했다. 생산체계 재편을 통해 선도기업은 비용절감을 달성했지
만, 부품공급자는 재고관리 개선비용, 부품 및 제작공정 연구개발 비용까지 떠안게 되었
다. 결국 선도기업은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여 관계적 조달관계에서 유래하는 장기적 이
득을 포기했던 것이고, 그 결과는 일본형 유연생산의 미국적 변형인 “적대적 동반관계”
(adversarial partnership)였다(정하용 2010, 295).
두 번째 단계는 1990년대 말 탈 수직화, 외주확대 등을 통한 이른바 모듈생산체계로
의 이행이다. 크라이슬러가 부품개발과 부품조립을 통한 통합부품제작까지 공급자에게
맡기면서 모듈생산을 도입했다고 스스로 공표한 것이 이 단계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정
하용 2010, 298). 크라이슬러의 경영실적이 일시적이나마 개선되자, GM과 포드가 유사
한 방식으로 생산체계를 재조직화하기 시작했다. 크라이슬러와 달리 수직계열 내 부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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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율이 높았던 GM과 포드는 부품부문을 분사시켰다. 이때 탄생한 델파이와 비스티온
(Visteon)은 세계 최대 자동차부품 공급자가 되었다. 나머지 부품공급자들은 모듈생산이
가능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전개했고, 곧 초대형 공급자로 대형화하
기 시작했다.
글로벌한 거점(global footprint)을 거느린 초대형 부품공급자의 등장은 모듈생산방식의
이론적 이점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이론적 이점만 현실화 된다면, 선도기업은
조달체계의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탈 수직화를 심화시켜 수직계열
구조에서 유발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품공급자는 잠재적 주문자를 확대하고 상위
체계인 모듈개발역량을 갖춤으로서 생산활동의 범위와 규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는 이론적인 모듈생산방식과 실제
미국에서 도입된 ‘미국식 모듈생산방식’이 상이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모듈생산방식을 도
입한 선도기업의 전략은 오직 비용절감효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 최저가 경쟁입찰과
단기계약을 통한 조달단가 인하요구는 지속되었고, 부품 연구개발과 재고관리에 소요되
는 제반 비용들은 소유관계가 단절된 부품공급자에게 모두 전가되었다.
더욱이 로와 공저자들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이, 미국 업계에서 모듈은 기능과 체계가
통합되어 다수모델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부품단위가 아니라 단순히 기존의 파트와 컴포
넌트가 한데 묶여 물리적으로 대형화된 부품단위를 의미했다(Ro et al. 2007). 이 상태에서
의 외주확대는 더욱 저렴한 조달가격에 외부조달을 단순 확대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
었다. 결국 미국 자동차 부품공급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격심한 단가경쟁에 내몰렸다. 미
국식 모듈생산체계는 1990년대 초반 부품공급체계 개편으로 나타난 ‘적대적 동반관계’의
최종적 귀결에 불과했던 것이다(Ro et al. 2008).
모듈생산방식이 본격화한 이래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 부
품공급자의 시장점유율이 2000년 57.9%에서 2008년 33%까지 하락하는 등 부품공급자의
역량이 침식된 것은 물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25개의 부품공급자와 51개의 소매용
부품공급자가 파산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에는 세계최대부품공급자로 GM에서 분
사했던 델파이도 포함되어 있다(정하용 2010, 300-301).
이 같은 부품공급자들의 역량 약화로 인해 선도기업도 경쟁력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
고 말았다. 더욱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2000년대부터 소형트럭의 생산 비중을 2004년의
67%까지 확대했다. SUV를 포함하는 소형트럭은 관세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받는 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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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경기후퇴와 고유가로 인해 시장규모가 축소되어 미국 자동차 업
체에 큰 타격을 가져다주었다.

III. 독일 자동차 산업: 협의적 세계화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생산 세계화 방식은 “협의적 세계화”(bargained globalization)로 정
의할 수 있다.4) 독일은 자동차 원청기업과 부품업체, 그리고 부품업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
과 조율 속에서 전문성 강화, 혁신, 고품질-고임금 생산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그
결과 독일의 기업 간 관계는 모듈보다는 범위가 작으나 전문성이 강한 시스템이나 컴포넌
트를 단위로 결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won 2004). 미국이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
를 강조하며 모듈생산체제의 기업 간 관계와 갈등적 시장관계를 형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권형기 2010, 248).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상호 협력적 관계는 기업 간 임금비율 및 가격압력에 대처하는 양태
에서 잘 드러난다. 생산의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1990년에서 2001년 동안, 독일 부품
업체의 임금은 원청업체의 임금에 비해 크게 저하되지 않았다. 동 기간 미국과 일본의 부
품업체와 자동차업체의 노동자 임금 격차가 상당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독일의 기업
간 관계가 시장 대립적이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patz and
Numnenkamp 2004, 116). 또한 상호 협력적 관계는 1·2차 부품업체들 간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가격인하 압력에 대한 집단해결과정에서 부품업체 내
부의 상대적 결속력이 강화되어, 자동차 업체의 가격인하 압력이 시스템 납품업체(systemsupplier)에서 컴포넌트 업체로 전가되지 않았다(Kinkel and Lay 2004, 5). 미국 자동차 산
업과 같이 원청업체로부터의 가격인하 압력이 하위 단계의 부품업체에게 곧장 전가되지
않았던 것이다(Kwon 2004, 107).
이와 같은 상호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은 전문성 강화와 고임금-고
품질을 위한 생산 업그레이드를 세계화 전략으로 추진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전문성 강화 전략은 국내 경제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갈등 조정 협상 과정에서 등장했다
(권형기 2010). 그 결과, 독일 자동차 산업의 완성차와 부품제조업체들은 세계화에 따른
4) 독일 사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권형기(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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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rhebung Innovation in der Produktion 2001, Fraunhofer ISI.
<그림 2>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쟁전략 우선순위

가격 인하 압력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에 따른 비용 압박에도 불구하고 품질강조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 개발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왔다(Kinkel and Lay 2004).
<그림 2>는 Fraumhofer ISI 연구소의 2001년 겨울 조사인데,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들
이 생산 및 제품의 질을 경쟁 전략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로 추구하는지를 보여준다. 세
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의 심화로 인해,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독일 기업의 단지 29%만이
가격을 경쟁전략의 제1순위에 두는 데 비해, 자동차 업체들은 평균 35%가 주 경쟁전략으
로 가격을 강조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완성차 업체와 직접 연계되는 1차 부품업체들이
가격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것과 대조적으로 2차 부품업체들은 가격보다는 생산 및 제
품의 품질에서 경쟁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부품업체의
43%가 가격, 23%가 질(quality)에서 경쟁전략을 찾는 것과 달리, 2차 부품업체, 즉 컴포넌
트 업체들의 경우에는 32%만이 가격 경쟁전략을 추구하는 대신 약 40%의 업체들이 품질
(quality) 우선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생산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외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제품의 질에 대한 강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권형기 2010, 250). 영
국, 미국, 독일,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전략적 투자결정을 비교분석한 카(Carr 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영국은 주주 자본의 단기 이익 실현을 중심으로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반면, 독일은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 부문에 주력하며, 따라서 자본 이외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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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에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일 자동차 산업은 원청기업과 협력업체가 생산 세계화 과정에서 공동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경향을 보인다(권형기 2010). 독일 기업들의 해외 동반진출은 기술적 전
문성과 생산 및 제품의 질(quality)을 기업 경쟁전략의 핵심으로 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즉,
전문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서는 유연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연유로 원청기업과 부품업체의 해외 동반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의적 세계화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미식의 생산
세계화가 국내산업의 공동화 우려를 낳는 것과 달리, 독일의 생산 세계화는 국내 생산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
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국내외 생산량을 살펴보자. 독일 자동차 산업의 해외 생산은
세계화와 더불어 1993년 200만 대에서 2007년 600만 대로 거의 3배에 달하는 생산량 증
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독일 자동차 산업의 이와 같은 해외 생산 확대는 국내 생산을 보
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세계화로 인한 국내 생산의 축소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하지도 않았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량은 동 기간 400만 대에서 620만 대로
증가하였다(권형기 2010, 240). 독일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차이가 1993년 290억 유로에서
2007년 1070억 유로로 증가한 것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의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Keller 2003).
국내 생산의 고용 증가 역시 독일의 생산 세계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이
다. 생산의 해외 이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1993년에서 2007년 사이, 독일 자동차 산업
의 국내 고용은 부품 산업을 포함하여 67만3000명에서 74만5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고용 창출에 대한 독일 생산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는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은 과거 20년 동안 세계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경쟁력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축소와 저임금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국내 고용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Keller 2003). 요컨
대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의 세계화가 반드시 국내 생산의 약화로 귀결된 것은 아
니며, 국내 생산 기반의 유지 및 고용 창출이라는 국내 경제에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가
져왔던 것이다.
독일의 생산 세계화가 협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독일의 제도적, 사회적 요
인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1990년대 초반 독일은 경제위기의 우려와 가격경쟁의 압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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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악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을 비롯한 원청기업들은 부품업체들에
게 비용절감의 부담을 ‘부당하게’(unfair) 전가했다. 원청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부품
업체들은 집단으로 저항하였고, 이 과정에서 독일 산업별로 8개의 직능단체들이 단결하여
‘부품업체 연합’(ArGeZ: Arbeitsgemeinschaft Zulieferindustrie)을 조직했다. 거대 집단으로
서 ArGeZ는 완성품 업체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기업 간 공정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기업과의 협
의를 통한 공동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갈등과 조정의 정
치에 힘입어 주요 행위자 간의 안정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생산 세계
화 과정에서의 상호 협력적 세계화를 수립하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폭스바겐은 독일의 ‘협력적 갈등해결 모델’(cooperative conﬂictual solution model)을 보
여주는 대기업 원청회사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Kädtler and Sperling 2002, 157). 독
일의 ‘공동 결정을 통합 협력적 갈등 해결’ 모델은 독일의 공동 결정체제(Mitbestimmung)
의 법적 실질적 제도에 기초한다. 즉, 노동자 대표들이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에 자
본 측 인사와 동수로 참석하고, 일상 경영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투자규모 확장 여부, 노동 분업의 구성, 생산능력 조율, 노동자 배치 등 생산
세계화와 관련된 주요 과제들은 노동자 평의회(Works Councils)와 자본 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Sperling 2004, 199-200). 중앙과 지방의 노동자 평의회 간에도 협력적 연계를 형
성, 해외이전에 따른 국내외 생산 경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손상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Kädtler and Sperling 2002, 158-159).
다임러-벤츠(Daimler-Benz)는 생산을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평의회 및 생산 담당
매니저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가장 강력한 노조
인 금속노조(IG Metall)가 국내 투자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를 양보했고, 생산 담당
매니저들은 주요 부품 관리 차원에서도 국내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사회의 자본 논리에 대항하였다. 결국 다임러-벤츠는 이사회, 노
동자 집단, 매니저 간의 합의를 통해 세계화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Kädtler and
Sperling 2002, 162-163). BMW의 생산 세계화 또한 새로운 생산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협
상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유사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Lane 2001, 8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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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본 자동차 산업: 세계화와 생산방식의 괴리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 전략은 기존의 ‘일본형 생산방식’과 ‘세계화’를 어떤 방식으
로 결합시키는가의 문제이다.5) 원래 일본형 생산방식은 제조업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완성
차기업 및 하청 부품기업 간에 계열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상호조정, 관리하는 시
스템으로 이루어진다.6) 이러한 일본형 생산방식이 글로벌 수준에서 어떠한 식으로 재해석
되는가에 따라,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2000년
대 초반 닛산르노와 같이 해외자본과 결합하여 등장한 외자출자 기업들에 의해 일본형 생
산 네트워크가 해체된 경우이다. 단기이익 극대화와 비용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 중
심적 이해에 따라 세계화 과정에서 일본형 생산방식이 포기되었다. 둘째, 1990년대 후반에
서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일본형 생산방식의 재구성 및 확산이다. 토요타, 혼다 등 일
본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부품계열생산, 현장주의, TPS(Toyota Production System, 토요
타 생산 방식/토요타주의) 등 일본 자본주의의 제조업주의와 생산네트워크를 새롭게 강화
함으로써 세계화에 대응하는 기업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셋째, 세계재패전략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 부상한 ‘대기업주의’와 이에 따른 일본형 생산방식의 자기 부정이다. 이는
토요타자동차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면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결과적으로 토요타의 몰락을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다(송주명 2010).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일본 자동차 산업들이 미국식의 모듈화로 수렴하지 않고 보다 ’일
본적인‘ 글로벌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본형 생산 네트워크와 일본형 생산방식
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설계에서부터 개발 및 생산 단계
에 이르기까지 원청기업과 부품기업 간 긴밀한 상호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완성차업체와
부품공급자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일관된 공정관리와 인적관리가 이루어졌으
며, 현장관리자 및 고객 요구의 상향식 수렴을 통한 질적 향상이 추진되었다. 일본에서 자
동차가 ‘상호조정-연마형’(closed integral) 아키텍처(architecture) 제품으로 인식되는 이유
이기도 하다. 즉, 상호조정 및 관리를 통해 제품의 최적설계 및 생산을 달성하는 것이야말
5) 일본 사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송주명(2010) 참조.

6) 1999년 말 경제 내셔널리즘과 아시아주의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전 수상은 ‘제조업간담회’를 조직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원리가 아닌 일본식 경제방식인 ‘제
조업주의’를 새롭게 강조하였다(ものづくり懇談会 1999; 2000a; 2000b; 2000c; 20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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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주명(2010, 2002)에서 재인용.
<그림 3> 일본과 미국의 부품생산체계

로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藤本隆宏外 2007, 39-41).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전후 일본은 본격적인 자동차 산업화와 더불어 하

청부품 공급체계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住商アビーム 2005, 14). 부품의 안정적 공급, 가

격 인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완성차업체들은 당시 영세기업이던 부품업체들에 대한 적
극적인 관리 및 육성에 나섰다. 그 결과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회사와 부품기업들이 일체화된 하청부품 공급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완성
차업체들은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부품기업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계열부품회사에 대한
인력 파견 및 주식 취득을 통한 계열그룹의 결속력 강화를 추진했다. 완성차업체와 부품기
업 간의 긴밀한 계열협력은 자본, 인력, 신뢰에 기반을 둔 상호 ‘폐쇄적’ 관계를 형성하였으
며, 일본 자동차 산업의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가
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小林英夫·大野陽男 2006). 실제 통계를 보면, 일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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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전체 생산 네트워크의 75%에 달하는 부품을 원청기업과 부품회사 간의 지도와 협
력을 통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완성
차업체가 외부조달하는 부품비용의 약 60%를 승인도방식7)으로 추진한다. 이는 비용 절
감식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모듈화가 우세한 미국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약 20% 이하만
이 승인도방식을 시행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池田正孝 1999, 森浩典 2006, 276278).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 ‘상호조정형’의 긴밀한 통합관계를 구축하는 일본 자동차 산
업의 생산 네트워크는 토요타주의(TPS: Toyota Production System)라 불리는 생산운영원
리에서 잘 드러난다. TPS는 완성차기업과 하청 부품기업 간의 체계화된 하청계열생산 구
조를 통해 적시공급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생산 시스
템이다. 우선, 제품 설계단계에서 완성차회사와 부품회사 간의 규칙적인 정보전달 및 교환
을 통해 양측의 정보차이를 최소화한다.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제품이나 공정에 대
해서는 현장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활성화함으로써 품질관리에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문
제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생산현장의 개선 능력을 극대화하고, 현장 측에 상당한 권
한을 위임하여 대처케 한다. TPS는 전세계적 경쟁 격화 속에서 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제와
통합 네트워크에 근간을 둔 일본 제조업주의의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산
업의 세계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송주명 2010, 203).
그러나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 전략이 초기부터 일본형 생산방식의 강화 및 확대를
주창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식 모듈화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시
장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전 세계적 규모의 시
장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자기 구조조정에 직면했다. 그 과정에서 구미 자동차 자본과의
제휴를 통해 일본식의 수직적 계열 시스템을 포기하고 영미식의 부품조달방식인 모듈화
를 적극 차용하는 방식의 세계화 전략이 추진되었다(송주명 2010, 205). 대표적으로, 닛산
자동차는 1999년 3월 프랑스의 르노와 자본제휴를 하였다. 수익극대화와 비용절감을 위
해 르노는 기존의 고비용 부품조달방식인 계열체제를 해체하고 비용 효율성에 근거한 글
7) 일반적으로 외부조달부품의 개발방식은 대여도방식과 승인도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완성차업
체가 설계, 개발을 담당하고 부품회사는 완성차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조
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여도방식이다. 반면 승인도방식은 완성차업체가 기본적인 사양을 제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부품회사가 부품을 개발, 설계도를 작성한 후 완성차업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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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최적조달 시스템을 추구하였다.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플랫폼 공통화와 모듈화 역시
적극 추진되었다. 이는 기업 성격 및 목표의 변화로 이어졌다. 닛산르노는 자본제휴 이후
기존의 고비용적 일본 생산네트워크를 포기하고, 비용절감 및 단기 이윤 극대화를 기업의
제 일 목표로 추구하면서 영미형의 모듈화와 시장주의를 수용했던 것이다(池原学志 2001,
43-44).
닛산 르노를 중심으로 한 외자 제휴 기업들이 일본형 생산방식을 해체하고 영미식의 시
장주의로 이행할 때, 토요타와 혼다를 비롯한 순수 일본계 자동차 산업들은 제조업주의에
근거한 ‘일본식’ 글로벌 전략을 전개하였다. 이는 특히 토요타의 초기 글로벌 전략에서 두
드러진다. 토요타는 기존의 일본식 계열생산체제와 TPS의 적극적 재해석 및 확대 적용을
통해 세계화 전략을 구성함으로써 효율성 극대화와 비용절감의 글로벌 경쟁 목표의 달성
을 추구하였다.
토요타는 닛산르노를 비롯한 일부 기업의 계열해체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역으로 계열
생산시스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토요타는 기존의 계열을 유지하면서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와의 관계를 긴밀히 이어감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TPS를 극대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
서 승리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토요타자동차는 TPS와
더불어 ‘모듈’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부품생산의 시스템화를 시도했으며, 일본 국내의 1
차 부품공급업체들에게 개발 및 설계를 외부조달(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기
존의 수직적 계열 관계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들이 부품 개발에 공
동 참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형 모듈화, 즉 ‘시스템화’는 완성차업체들
에게는 개발 비용 삭감의 효과를, 부품업체들에게는 모듈단위의 설계개선을 통한 비용 삭
감의 효과를 제공하였다(송주명 2010, 209-210).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 전략은 2009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토요타는 관세우회 및 비용절감, 그리고 시장공략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 대공장을 건설
하고 북미시장을 겨냥한 고가의 대형 모델 생산에 돌입하였다(井上久男·伊藤博敏 2009,
17). 토요타는 TPS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식 글로벌 전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적 생산 및 판매계획인 글로벌 마스터플랜(GMP: Global Master Plan)을 수립하였
다. 문제는, TPS의 보조 전략으로 시작된 GMP가 토요타 경영의 주 이념으로 부상하면
서 대기업주의의 비탄력 경제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井上久男·伊藤博敏 2009, 34-36).
GMP의 중장기적 생산량 달성이라는 양적팽창주의에 도취된 토요타는 무분별한 설비투

324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호(2012)
자를 지속하였고, 이는 과잉설비와 품질관리 실패를 초래하였다.
토요타는 중장기적으로 예측되는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TPS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연생산(lean production),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포기하고 규모의 경제에 집중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결국 과거 토요타자동차의 고품질과 다품종소량생산을 지탱
해온 현장중심의 인적, 물적 관리와 불량문제 해결 시스템이 와해되었고, 비용절감 및 단
기이익 중심의 단일라인 설비 확충은 불량률 증가와 품질관리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TPS가 전 산업공정에 적용되어 충분한 수의 현장관리 인력 및 대처시스템이 작동하던 시

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였다(黒川文子 2009, 26-27).

결과적으로 토요타는 2009년 3월에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는 토요타자동차의
글로벌전략이 세계재패전략의 영향 하에 변질된 데 기인한 결과였다(井上久男·伊藤博敏
2009, 18). 일본형 생산방식이 계열체제와 TPS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주의, 상호소통 및 협
력, 비용절감, 고품질 제품 생산 관리 등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시
장을 주 타깃으로 한 글로벌 전략은 단기적 이익 증대와 양적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두 전략 간의 모순으로 인해, 토요타가 세계화 및 미국시장 진출을
계기로 세계제패전략을 적극 추진하면 할수록 토요타자동차의 근간을 이루던 TPS와 일
본 제조업주의는 내부적으로 잠식되었던 것이다(송주명 2010, 213).
혼다자동차는 토요타와 달리 일본형 생산방식과 제조업중심의 계열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였다. 2000년 이후 혼다자동차는 ‘생산체질개선’을 통해 설비의 범
용화와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혼다는 미국시장 진출 이후 급격히 대형차로 선회한
토요타와 달리 경자동차 중심의 생산전략을 유지하였다. 토요타는 하청 부품기업과의 계
열 협력을 중단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글로벌 부품조달과 단일 생산라인의 확충을 가속화
하면서 경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던 반면, 혼다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생산체제와 대처능력을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우며 일본형 생산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黒川文子 2009, 31-32). 혼다는 오히려 TPS 생산원리를 지
속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기업 간 계열체제와 상호조정식 생산 네트워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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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생산 세계화의 다양성과 그 함의
지금까지의 사례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드러나듯이, 생산체계
재편의 구체적 양상과 결과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기술발전에 따라 코드화된 지식을 기반
으로 한 모듈 생산의 최적관행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가치사슬론자들의 주장은 현실과 부

<표 2> 생산체계 재편의 구체적 양상: 3국 자동차 산업 비교
생산체계 재편의 양상
생산체계

상이성: 구체적 양태의 상이성

재편의
유사성

국가

선도기업

부품공급자

전략

전략

소품종 대량생산
·
미국 국내시장 수성
·
low road
다품종, 고기술
유연생산
탈수직화
공정분할
해외진출
아웃소싱

·
독일 노동비용삭감형
해외진출
·
high road

조달관계

해외진출

결과

시장거래적

leads-suppliers

산업 경쟁력

독자적인
글로벌
거대모듈

(arm’s length) 독립적 해외진출

공급자
선도기업과
수직적 관계
유지
·

관계적

수직적전문화

(relational)

·

일본
국내

mixed

강화

관계적

선도기업과

일본 요소비용삭감형 수직적 관계
·

② 동반 해외진출

산업 경쟁력

간 협업

·

해외진출(美國)

leads-suppliers
① 국내생산 강화

부품공급자

유연생산
시장추구형

약화

유지

해외
현지
(美國)

시장
거래적
↓
관계적

leads-suppliers

산업 경쟁력

동반 해외진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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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산 세계화와 제도의 영향
수익전략
선도
기업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고기술 유연생산

해외진출목적 단기적 수익창출

전략 생산전략

장기적 시장지배력 유지, 제품개발

Low road(저임금-저기술 구조),

High road(고임금-고기술 구조),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국내전문컴포넌트 업

부품공급자의
대응전략

독자적인 글로벌 행위자로 성장

체 간 수평적 협력관
계에 기반하여
모듈생산업체로 성장

조달관계
국내연계
대표적 국가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본사-지사, 대-중소
기업)

대형공급자와 유연한 조달관계

수직적, 종속적
관계 유지하며
국내생산 지속

전문업체와 관계적 조달관계

모기업-부품생산자간 연계 약화 장기적 기술축적과 기업혁신 목적의 모
(시장거래적 관계)

기업-부품생산자간 연계 강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칸디나비아 국가

⇪

주식시장 의존형:

은행 조달형:

단기간에 거대자본 형성 가능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 어려움

단기적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

장기적 전망의 수립가능

공식적 단기계약에 의존하며상호 비공식적 합의에 기초한
독립적인 관계

연계적이며 장기적인 관계

기업경영참여는 소유권자에 한정 기업경영에 조직화된 노동자의 참여
노자관계

직능단체의 조정능
력
중앙-지방정부
역할

* 노동시장: 높은 유연성

* 노동시장: 낮은 유연성

* 기술형성: 낮은 수준

* 기술형성: 높은 수준

• 독일: 강력한 직능별 고용주단체, 고용주 단체 간 힘의 균형
• 일본: “계열”
• 미국: 취약한 직능별 고용주단체, 고용주 단체 간 힘의 불균형
• 규제자(regulator): 재정정책, 통화정책, 환율정책, 무역정책, 산업정책, 노
동정책
• 경쟁자(competitor): 공급측면 개입

합하지 않는다. 최소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독
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화와 경쟁의 압력 하에서 각기 다양한 방식의 생산 세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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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이성은 왜 발생하는가? 본 연구는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적 제약 아래 행위자
들의 선택이 상이한 방식의 생산체계 재편을 이끌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기업 간 관계
같은 경로의존적인 제도적 요인이 선도기업의 선택을 제약하고, 선도기업의 선택은 생산
체계재편의 상이한 경로를 형성하며, 나아가 다양한 세계화로 귀결된다. 즉, 세계화는 가
장 효율적인 체계로의 이행과정이 아닐 뿐더러, 그 동학은 기술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환
원적·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가치사슬이론의 한계는 제도주의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제도주의는 기업
지배구조, 노동시장, 교육훈련제도, 노자관계, 기업간 관계(inter-ﬁrm relations) 등의 경제
제도들이 개별 국가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에 배태(embedded)되어 있다고 본다. 각각의 제
도들은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다 강화하는 제도적 상보성(complementaries)을 창출
하며, 경로의존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varieties of capitalism)로 발달한다(Hall
and Soskice 2001).
<표 3>에서 보듯이, 제도주의가 제시하는 이러한 제도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산체계
재편의 구체적인 모습이 형성된다. 생산 세계화는 가치사슬 내 주도권(driven-ness)을 지
닌 선도기업의 생산전략에 의해 시작된다. 그리고 부품공급자의 대응전략이 다양하게 조
합되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양태가 규정된다. 전략을 결정할 때의 기업들은 제도적 진공
(institutional vacuum)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노동과의
관계, 직능단체의 조정능력,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등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
들이 만들어내는 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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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90’s, many industries in th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have reorganized their
production regime by creating new production networks on the global scale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he degree and mode of the so-called globalization of
production differ among industries and among countries. Yet global value chain theorists
predict that readjustment of national production regimes will converge toward a single best
practice―i.e. modularity.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this proposition by analyzing
and comparing automobile industries of the U. S., Germany, and Japan, and argues that
the path dependence of existing economic institutions brings varieties of production
globalization.
Keywords: production globalization, institutions, neoliberalism, global value chain, U.S.
automobile industry, German automobile industry,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modular
production, outsourcing, codiﬁ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