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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와 앵켈스는 150년 전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부르 

주아지는 세계 시장의 개발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의 생산과 소비를 범세계적 

인 것으로 탈바꿈시켰다 반동배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부르주아지는 공업 

의 발 밑에서 그 민족적 기반을 빼내가 버렸다 오래 된 민족적 공업들은 파멸 

되었고， 또 나날이 파멸되어 가고 있다. 이 공업들은， 그 도입이 모든 문명 국 

가들의 사활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공업들에 의해， 즉 더 이상 현지 원료를 

가공하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진 지방의 원료를 가공하는， 그리고 그 제품이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들에서 동시에 소비되는 공업들에 의해 밀 

려나고 있다. 국산품에 의해 충족되었던 낡은 욕구들 대신에 새로운 욕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욕구들은 그 충족을 위하여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들 

및 풍토들의 생산물들을 요구한다. 낡은 지방적 및 민족적 자급 자족과 고립대 

신에 민족들 상호간의 전면적 교류와 전면적 의존이 동장한다. 그리고 이는 물 

질적 생산에서나 정신적 생산에서나 마찬가지이다. 개별 민족틀의 정신적 창 

작물은 공동 재산이 된다. 민족적 일면성과 제한성은 더욱더 불가능하게 되고， 

많은 민족적， 지방적 문학들로부터 하나의 세계 문학이 형성된다. 

부르주아지는 모든 생산 도구들의 급속한 개선과 한없이 편리해진 교통에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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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모든 민족들을， 가장 미개한 민족들까지도 문명 속으로 끌어넣는다. 부 

르주아지의 상품의 싼 가격은， 부르주아지가 모든 만리장성을 쏘아 무너뜨리 

고， 외국인에 대한 야만인들의 완고하기 그지없는 증오심을 굴복시키는 중포 

(重뼈)이다. 부르주아지는 망하고 싶지 않거든 부르주아지의 생산양식을 채용 

하라고 강요한다…"1)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해 마르크스와 앵겔스 두 사람의 구t舊)자유주의적(?) 

‘지구화’ 테제는 놀라운 시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자본의 무정부적， 초 

국가적 운동은 그 자체로 자본의 고유한 운동법칙이며， 그렇게 본다면 지구화 

경향이란 자본의 탄생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매우 오래된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산당 선언』으로부터 150년이 지난 오늘 ‘지구화’에 대해 다시금 논 

의한다 할 때， 그것은 마땅히 그에 걸맞은 이유가 있고， 또 지금의 지구화가 19 

세기 중반의 그것과 질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논의되고 있는 현단계 자본주의 발전의 주요 경향으로 

서의 지구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마르크스， 앵겔스 시대와는 구분되는 ‘새 

로운’ 현상이다. 

첫째， 1989년 현폰 사회주의 붕괴된 이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의 

대부분 나라가， 비록 형식적인 의미이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구조를 가지 

게 되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한다면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적어도 정치 

적으로는 동질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현시기의 지구화는 20세기 전반의 제국주의 단계의 국제화와도 분명 

히 구분된다 이전의 제국주의적 국제화가 압도적으로 민족국가적으로 조직화 

된 자본의 이해가 군사적 충돌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으로 추구되는 가운데 성 

립된 것이라면， 지금의 ‘지구화’는 우선 전지구적 규모에서의 비군사적 경제전 

쟁이라는 형태적 특정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전의 제국주의적 국제화가 국 

민국가의 강화를 수반했다면，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국민국가의 정치 

적 약화를 가져오고 었다 2) 

셋째， 첨단의 통신 및 교통수단은 콜럼부스냐 로빈슨 크루소를 우화로 만들 

1) K. 마르크스I F. 앵겔스공산주의당 선언J ， 저작선집 1 ~， 서울. 박종철출판사， 1996, 
404쪽 

2) E. Altvater/B.Mahnkopf, Grmzm dfr G/oba/ùùrttll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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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지리， 공간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었다. 더 이상 지표 상에 

공백은 폰재하지 않으며， 적어도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상대방과 ‘접속’할 수가 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 

한 ‘시공 압축’은 동시에 지구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 

하여 기 업 에게는 즉 ‘global sourcing’, ‘global pricing’, ‘global costing’, ‘made in 

the world' 등이 가능하게 되 었다 3) 

넷째， 지구화된 세계경제는 마이크로 전자통신 과학기술혁명이 가능케 한， 

탈국경화된 자본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진 

이후 이루어진 통화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정치적’ 개방은 세계 전역에 

걸쳐 자본의 놀라운 이동성을 창출해 내었다. 포스트 포드주의(postfordism) 자 

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정에 속하는 이러한 자본이동성은 동시에 상품 및 서 

비스의 자유화와 맞물려있는데， 최근의 가트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 

하는 일국적， 지역적 차원의 보호장벽 조치들도 시장개방의 압력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 상호경쟁하는 경제블록의 형 

성 내지 미국， 유럽， 일본 중심의 ’삼각{Triade)’블록의 형성 역시 자본 지구화의 

가장 기본적인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다섯째， 지구화의 주역은 초민족국가적으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들~TNCs) 

이다. 이러한 초국적기업들은 현재 약 2만개가 존재하고 있고 약 10만의 자회 

사를 국외에 거느리고 있다. 그들은 기술혁신의 중추이며 지난 20년간 상품생 

산과 서비스의 국제화를 주도해 왔다 이들이 세계경제를 ‘재사유화 

(reprivatization)’하고， 세계경제를 파편화된 민족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만 

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여섯째， 지구화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지구화이자 경쟁의 지구화이다. 이 과 

정에서 경제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은 계산가능한 하나의 공통분모， 즉 비용으 

로 환원되고 있고， 맹목적인 경쟁법칙 앞에 다른 모든 가치들은 단지 부수적인 

장식불로 전락하고 있다. 이 점에서 “불평둥의 생산， 이것이 초국가화 과정의 

사회적 핵심이다. 전지구적인 파편화는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 

는 어떤 우발적인 세계경제 산물이 아니다. 지구적인 생산과정， 서비스과정， 상 

3) Ibid. , p.4 1 

4) J. Hirsch, Der nationale 1μ，ttbewerbJtaat， Berlin/Amsrerdam, 1995, p.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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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정， 금융과정은 그 과정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의 산산이 조각난 운명 

과 마주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인간들， 기업들， 국가들이 질적으로 다론 출발 

조건에서 서로 경쟁한다 함은 세계경제가 지난 본질 중의 하나이다. 경쟁자들 

이 숭자와 패자，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 혜택받는 자와 불이익 받는 자로 나뒤 

는 것은 불가피하다. 효율적이냐 아니냐라는 시험에서는 이윤과 권력이라는 

척도 외에 다른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용납되지 않는다 "5) 

일곱째， 현단계의 지구화는 실물경제로부터 자립화되고， 민족국가의 통제로 

부터 벗어난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는 1973년에 브레 

튼 우즈 체제， 즉 국제통화체제가 붕괴된 이후 지구화되어온 국제 금융자본이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을 행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 

이다. 그런데 지구화와 관련해 문제되는 금융자본이란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이라는 레닌적 내지 힐퍼딩적 의미의 금융자본이 아니라 투기적 화폐자본 

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금융자본의 국제화는 제조업에 기초한 축적전 

략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지구화는 경제적 

강제(Sachzwang) 그 자체라기보다는 “화폐자산 소유자에게는 유리하지만，υ안정 

된 일자리와 합당한 임금에 생계를 걸고 있는 자에게는 불리한， 통화의 탈규제 

와 시장개방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프로젝트”이다.6) 따라서 그것은 기본적으 

로 반노동적인 정치적 성격을 내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 단계의 세계경제에 

서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대에 성립되었던 ‘실물자본과 노동과의 동맹’이 ‘실 

물자본과 이로부터 분리된 국제 금융자본간의 반노동 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기 

그런데 이 글은 현단계 세계경제의 지배적 발전경향으로서의 지구화를 무엇 

보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이자 정치적 선택으로서 이해하 

는 입장에 선다- 이런 입장에 선다면 지구화란 어떤 필연적인， 그래서 불가피 

한 외적 강제가 아니라 선자유주의적 정치프로젝트의 결과이자 그것의 구 

성요소로서 이해된다 H) 이러한 관점에 서서 이 글은 지구화과정에 대한 독일기 

5) W.-D ‘ Narr/A.Schuberr, ~μItökollol/lie. Die Mùere der Politik. Frankfurt/M, 1994, p .43 

6) J. Huffschmid, “Globalisierung, europäische Integration und neoliberale Politik," in ‘ 

SlIpple끼elll der ZeitS<"hrifi SoziιIÙI/IIIJ(l ü/1997) ， p.25 

7) S. Schulmeister, “Dεr polit-ökonomische Entwicklungszyklus der Nachkrie강szeit，" in 

lnternationale Politik 11’'Jd Geselú씨씨(1/1 998) ， p.125 

8) H.-J. Bieling, “ Globalisierung als Projekt und Proz얘.. in: SlIpplel/l.씨t der Zútsch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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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l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독일 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구조를 기술하고， 2장에서는 그 과정을 특히 경제정책의 변화라 

는 관점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그리고 3장에서 경제지구화의 도전에 직면한 독 

일기업의 신경영전략을 살펴본 다음 4장에서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기업인 

메르체데스-벤츠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기업의 지구화전략을 검토해 보려 

고한다. 

I. 전후 독일경제의 특정과 세계적 위상 

독일경제는 역사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특정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특정 

으로서는 (1) 독일경제가 강한 수출지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특히 화학과 

제약산업， 광학， 기계제작 등에서 독일은 19세기 말 이래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지녀 왔다 - (2) 1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실효성을 지닌 통화가치 안정정책이 행 

해졌다는 점， 그리하여 1922/23년의 인플레와 2차대전 이후의 통화의 평가절하 

는 커다란 쇼크로 받아 들여 졌지만， 이후에도 ‘강력하고 안정된 독일마르크화 

(DM)’ 정책이 취해졌다는 점 이에 힘입어 독일연방은행은 상당한 국제적 명 

망을 누릴 수 있었다 -, (3) 독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주요한 힘으로서 노 

동력의 질을 높이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제도 및 ‘공동 

결정권’과 ‘노사관계법(BVG)’과 같은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한 코포라티즘 

적 계급타협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2년 미국의 경제학자 L 써로윈L. Thurow)는 『두뇌 대 두 

뇌 일본， 유럽 , 미국간의 임박한 경제전쟁』이라는 저서에서 독일경제를 유럽 

경제의 ‘발전소’라고 묘사하고 있다 9) 그러한 지적은 독일경제가 단순히 유럽 

에서 가장 강하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EU 이외의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수준 

의 현대화수준과 경쟁력을 갖추고 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세계경제에서 독일 

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강력하다. 인구수로 볼 때 독일은 1990년 현재 7,900 

SoúalùmllS( 1 0/ 1997) 참조‘ 

9) L. Thurow, H.μd to Head. The Comù.앵 Emη0"'/1‘ Battle among Japan , Ellrope and America, New 

Yor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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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었지만， 경제력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 3위를， 수출만 놓고 볼 때는 1980년대의 경우 세계 I위를 차지하고 

있다.80년대에 걸쳐 독일은 핵심적인 세계 무역강국으로 부상하였다 1989년 

을 예외로 할 때 인구수에서 4배가 되는 미국과 일 대 일로 비교해 보면 1986 

년이래 독일의 국력은 세계 I 위이다. 나아가 독일의 임금수준은 순수히 산술적 

으로만 볼 때에도 세계최고 수준이다. 즉， 독일의 일인당 시간당 임금은 미국 

과 일본이 25마르크이고， 프랑스가 22마르크인데 비해 %마르크에 달한다. 또 

한 임금이 매우 동질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그 어디와 비교 

해서도 적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독일 사회는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평둥적 

이다 10) 더욱 놀라운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국내총생산에서 

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공동체 소속 다른 국가와 비교해 훨씬 적다는 점 

이다\1988년 67% , 프랑스 71% , 이태리 72% 그리고 영국 73%). 또한 독일기업 

은 유럽 최고의 임금과 동시에 최고의 자기자본 이윤폭을 가지고 있다. 

독일경제가 누린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독일은 그간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 

통합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1977년에는 ’유럽통화 

제도’(EMS)가 설립되었으며， 1986년에는 관세동맹의 수준을 넘어서 상품의 이 

동만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과 같은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 

장의 형성을 규정하는 ’단일유럽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가 채택되었 

다. 이어 1992년에는 ’유럽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EMU)의 섣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유럽연합조약인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구속력 있는 조 

항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를 통해 유럽의 경제통합과정은 급진전될 수 있었다. 

그러한 급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1990년 10월에 독일통일이 이루어 

지고 현실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정세 속에서 프랑스가 독일을 유럽공동체에 더 

욱 확고히 묶어 두기를 원한 점， 80년대 초까지 화폐통합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역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독일 중심의 유럽통합을 보 

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유럽통합을 심화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인 점등에 결정적으로 기인하는 것이었다 11) 

10) M. Albert , Kapitalis끼IIJ klJllIr.ι Kapitali.rlllιι Frankfurt/M. , 1992 
(1) 이 에 대 해 서 는 Loukas Tsoukalis, The Net l' E/lrope，씨 E‘OflO!.ν'y-' The PIJlitit, a1/d EW1/omi" IJf 

11lleg'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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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80년대에 접어들어 독일의 대외무역과 해외 직접투자는 대단히 역동적 

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독일의 대외무역은 다른 유럽연합국가들에 비해 화학 

제품， 기계， 자동차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단연 선두를 유지했는데， 이 시기에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투자재 가격의 상숭이 가져 

온 ‘세계무역의 제품 구조의 변화’로 커다란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독 

일의 대외무역은 지역적으로 주로 EU와 EFTA 둥 서유럽에 집중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었다. 실제로 1991년의 경우 유럽연합 역내무역이 독일의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달하고 있으며(1958년에는 37.5%), 독일의 

전체 수출량에서 유럽의 다른 주요 산업국가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3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융은 1960년 약 30%에서 1991 년 약 40%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R 로데(R. Rode)는 일본이 ‘삼각'(triade)블록 지향의 경제권력’이 

라면， 독일은 ‘단일(monade)블록 지향의 경제권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12) 그리 

고 독일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라는 다른 산업화된 3국 및 OPEC 국가에 비 

해 특히 동유럽에 대해 - 비록 독일의 전체 수출에서 동유럽에 대한 수출이 차 

지하는 비율은 5%정도에 불과하지만 -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 게다가 80년대에 상대적으로 별탈 없이 기능 했던 유럽통화체제가 독일의 

대 서유럽 수출경제에 유리한 통화 조건을 유지해 주었는데， 그러한 조건 속에 

서 독일 마르크화는 사실상 유럽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독 

일 연방은행과 정부는 대 유럽연합 정책으로서 그간 ‘통화 안정’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는데， 그런 한에서 유럽의 경제통합과정은 ‘독일모델의 유럽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통합과정이 심화되면서 동유럽만이 아니라， 서유럽 

에서도 독일자본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있다 이 점에서 독일자본은 

‘유럽통합의 진정한 숭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80년대에 이르면 유럽경제 전체는 물론 유럽 경 

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독일경제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다. 즉 1982년에서 1992년까지의 10년 동안 서독경제는 연 평균 2.7%라는 국 

제 평균이상의 성장율을 보였고， 독일통일로 인한 수요 및 투자붐에 힘입어 

1990년 6% , 1991년 5%라는 대단히 높은 성장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반면 

12) R. Rode, “Deurchland: Welrwirschafrsmachr 여er überforderrer Euro-Hegemon! ," in: B 

Schoch(ed.), Dmt(hμnds Einheit Imd Zμkιnft. Frankfurr/Main, 1992,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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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는 경제성장율이 -2%로 떨어졌고 1996년에는 경기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경제발전 과정은 

‘경기순환의 초국가적인 동시화 현상’이 나타난 것과 더불어 ‘성장동력 자체의 

장기적인 감소경향’이 나타난 것에 의해서도 특정지워진다 즉 5년을 한 주기 

로 하여 성장율을 비교해 보면， 1960-1968년 5% , 1968-1973년 4.5% , 

1973-1979년 2.7% , 1980-1987년 2.5%로 경제성장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3) 마찬가지로 1987-1998년의 10년간에도， 미국 경 

제가 1990년 초부터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향 상에 

그 어떤 역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경제학과 사회과 

학에서의 논의 및 정치적 논쟁은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축적잠재력의 장기적 

고갈’이라는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이때 선자유주의적인 공급경제학적 접근은 

성장장애의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체계 및 노조권력의 상 

대적 강력성에서 찾아왔다. 이들의 설명은 70년대 말 이후 정치， 경제， 이데올 

로기 상에서 신자유주의가 헤게모니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세를 얻을 수 있었 

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도 성장 지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다 

가 90년대에 이르러 대량실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설명 

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아글리에따， 리피에츠， 브와이에 둥 프 

랑스의 조절학파에서는 포드주의로부터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이행을 가져온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론’을 제시하고 있다 14) 이들에 따르면 고전적 포드주의 

부문에서의 이윤율저하를 자본은 ‘군살빼기 생산’(‘lean production’)이라는 강력 

한 합리화전략과 극소전자부문에서의 선기술 개발로 대웅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광범위하게 방출된 노동력을 서비스부문 역시 충분하게 흡수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실업자의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부분에서의 ‘좋지 

않는 직업’(bad jobs)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 

13) 이 에 대 해 서 는 S. Schulmeister, “ Der polit-ökonomische Entwicklungszyklus der 

Nachkriegszeit," in: lnternatiollale PlJlit샤 11써 Gesellschaft. 1/1998 참조 

14) 위기에 대한 조절조이론의 섣명에 대해서는 정명기 편저위기와 조절· 현대자본주의 

에 대한 조절론적 접근J ， 창작과비평사， 1992; B. Mahnkopf(ed.). Der gααndete 

Kapitalismι's. Krit is.‘he Bútraege zιr ’rhe lJrie der ReglllaÍllJ1I ‘ Verlag Westfaelisches Damptbα)t ， 

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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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는 다시 성장동력을 감소시키고 실업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의 증 

대 및 국채의 증가를 초래했다. 그런데 자본은 재차 경영합리화와 국제시장의 

확대를 통해 수요 감소에 대응해 나갔다 그리하여 잉여자본은 금융부분에서 

보다 높은 가치 창출을 찾아 전 세계를 헤매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카지 

노 자본주의’라는 투기적 자본주의가 전세계적 수준에서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화 경향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동력의 둔화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1980년대 이후 독일에서도 국내수요 

와 사적 소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게 성장해 온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실제로 독일경제의 그간의 성장은 주로 수출 증가에 의해서 달성된 것으로 90 

년대 초 이후부터 시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 왔고， 이 과정에서 불가 

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었지만 성장율의 감소와 실업율의 증가 및 상하 

위 집단들간의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이 생겨났다. 그리고 90년대에는 공공채 

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그런데 케인 

즈주의적 관점을 지닌 학자들은 높은 금리의 유지가 독일연방은행의 통화가치 

안정정책과 더불어 전체 경제발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성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정치적 파국을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디플레이션 정책과 결별하는 새로 

운 정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브레벤대학의 경제학과 R. 히켈(R. Hickel)과 

]. 훌슈미드(]. Huffschmid) 둥이 속해 있는 <대안적 경제정책그룹>이 펴낸 

『메모란둠 1996~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 “독일연방은행은 ...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재정적 자극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통화정책은 계속적인 

통화량 방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통화램M3)은 금년도에 예정된 5.5%가 아니라 9%대로 증가시켜야 하 

고， 연방은행의 재금융 비용은 2%대로， 즉 0% 대의 실질금리로 되돌려져야 한 

다. 화폐시장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는 장기투자의 순위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를 통해 실물투자 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인접국의 발권은행도 이 

러한 금리인하정책을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15) 

물론 주류 경제정책 및 통화정책은 이러한 권고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지 

15) R. Rode, op. cic., pp.33-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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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공채무의 증대 동은 유럽통화 통합과 유럽중앙은행 창립을 위한 마스트 

리히트 조약의 이른바 ‘이행기준’ 16)을 충족시키는 데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했다 다시 말해 80년대에는 유럽의 ‘모범생’이자 안정성에 관한 한 유럽의 ‘교 

감’으로 불렸던 독일연방은행이 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국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 

러나 90년 초 이후의 예기치 못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대량실업의 발생 및 통일 

비용의 증대 17) 등에도 크게 기인하논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 

하면서도 독일은 1999년까지 유럽 경제 및 통화통합의 제3단계로서 예정된 유 

럽중앙은행의 창섣과 단일 유로화의 도입을 이루어낸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를 비롯한 여타 유럽국가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 

및 단일유로화의 도입 등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보수적， 

민족주의 성향의 정치세력이 민족주권의 포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면， 예를 들어 독일의 전수상 H 슈미트와 같은 찬성론자들은 이 프로젝 

트의 좌절이 극우 민족주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유럽통합 전체가 위 

험에 처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독일이 유럽의 경제 및 화폐통합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에 확고한 이해관계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유럽의 

좌파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지닌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대량실업 및 소득분 

배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일유로화 프로젝트를 비판해 왔 

으며， 독일경제와 독일은행의 헤게모니 또는 경제적 ‘독재’의 수립 가능성에 대 

16) 마스트리히트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수렴조건은 다음과 같다 

(1)불가 
최근 l 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가맹국 중 가장 낮은 3개국 

의 물가수준에서 1.5% 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내여야 할 것 

최근 l 년간 평균 명목장기금리가 가맹국 중 소비자 물가상숭 

(2) 이자율 률이 가장 낮은 3개국의 명목 장기금리 수준에서 2% 포인트 

를 가산한 수준 이내일 것 

(3) 재정기준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일 것 

자국통화와 다른 회원국 통화의 환율을 H여의 

(4) 환율기준 환율 변동 허용폭 범위 내로 유지하되 최근 2년간 회원국 통 

화간에 설정된 기준환융을 고수할 것 

17) 구동독지원예산은 매년 1 ，400억 마르크에 달하는데， 이 금액에는 구동독의 파국적인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제외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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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커다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18) 이와 관련해 예를 들어 E. 알트파터(E. 

Altervater)와 B 만코프(B. Mahnkopf)와 같은 비판론자는 그러한 유럽의 화폐통 

합이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입지경쟁의 가속화 및 사회보장과 노사관계 체계의 

형해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19) 마스트리히트 논쟁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논객의 한 사람인 P 부르디외는 그러한 유럽화를 독일연방은행과 ‘모 

텔 티에트마이어(Modell Tietmeyer)의 ‘독재’라고 혹평하고 있다 20) 그러나 그러 

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이르러 유럽연합 소속 국가 모두가 참여한 것 

은 아니지만 12개국이 참여하는 단일유로화가 도입된 것은 독일의 대유럽연합 

정책이 거둔 중대한 성과에 속하며， 이로써 유럽연합 내에서의 독일자본의 헤 

게모니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 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 최강의 경제력을 지니고 었고 유럽에서 헤게모니적 경제권력 

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증대하는 문제점과 모순에 부딪치고 있는 독일경제의 

현 상황이 독일의 대외정책 및 새로운 통일독일의 유럽내 지위에 대해 갖는 의 

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합적이고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한 

편에서는 20세기 전반에 그러했던 것처럼 독일은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헤게모 

니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와 같 

은 초국적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는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을 통한 국가이 

익의 추구란 더 이상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독일 정치학자의 대부분은 독일이 강압적 방식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일하게 현실적인 전망은 

독일이 무역국가 내지 복지국가로서 인접국에 긍정적인 모범이 보이는 가운데 

유럽적인 헤게모니적 권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정치 

학 내의 ‘상호의존학파’나 ‘무역국가 지지론자’들은 초민족국가적 경제협력이 

복지를 가져오고， 민주주의를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세계정치에서의 무력 충돌 

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의 연장선상에 

18) H-J. Bieling / F. Deppe(eds.), Arbeitslosigkeit ιnd Wohlfahrtsstaat iη Weste.ιroþa. Opladen, 1997 

참조， 

19) E. Altvacer/B.Mahnkopf, Gewerksrh찌% νor der etlY，ψäis，hen Heraι까rdeYllng. Münscer, 1993 

참조 
20) P. Bourdieu, “Warnung vor dem Modell Tiecmeyer," in: P. Bouridieu, Der Tote þa,-kt 싸” 

[ι'beηιιn. S(hriften zα Politik ,md KιIt.ιr. Bd. 2, Hamburg, 1997 , p.l71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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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의 정치학자 A. 마르코비치(A. Markovitz)와 S. 라이히(S. Reich)는 이 테 

제를 더욱 첨예화시켜， 독일마르크화에 기초한 ‘시장추구적인 탈아우슈비츠 헤 

게모니’가 나치탱크를 앞세운 지배전략보다 강력하며 장기적이라는 점이 확실 

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1)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실업의 확대， 노동자권리의 

축소， 지역격차의 확대-심화와 같은 시장경제적 통합과정이 지난 부정적 측면 

들을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L. 써로우는 앞에서 인용한 책에서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전개 i 

하고 있다. 미래의 세계경제와 세계정치는 2개의 자본주의 체제간의 경쟁에 의 

해 규정될 것이다. 즉 ‘개인주의적인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와 ‘공동체적인 

(communitarian) 일본독일 자본주의’간의 경쟁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삼각 

블록 형태로 세계경제가 지역화 되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 경제의 규 

칙은 무엇보다 ‘관리된 무역(managed trade)’의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경제통합의 가속화와 단일 유로화의 출현을 통해 그 세계적 위상이 강화된 유 

럽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세계무역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세계자본주의의 발 

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기관차로서 기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써로우 

는 독일경제가 앞으로도 유럽 전체의 발전을 추동하는 유럽경제의 발전소 역 

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2) 그렇지만 독일이 유럽 내에서 헤게모 

니적 경제권력으로， 그리고 세계자본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강력한 경제권력 

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정치적-군사적 위상을 세계적으로 갖 1 

추기가 어려운 것이 독일자본주의가 지닌 최대의 약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23) 

21) A. Markovics / S. Reich, “ Deucchlands neues Gesichr: übξr deurche Hegemonie in Europa, 
in: Leψ찌han. N r.l., 1992 , p.15ff 참조 

22) L. Thurow , ibid 참조 

23) 이와 관련해서는 F. Deppe, “ Die Rolle Dcurschland in der W e!rwirrschafr ," in: C. Thomas 

I K.P. Weiner (Hg.), AIIj싸ι WeK ZIIr HfJ!，eII/I，시úalmmht 끼 1993, Köln; F. Deppe, “ Inregrarion 

oder Hegemonie-deursche Polirik vor Maasrrichr 11 , ’ in: G. Binus ar. al., lnleYl/atirmalisiem째， 

Finanzkapital. Maasrrichr 11, Frankfurr/M. , 1996; F. Deppe, “ Deurschland-ein 앙urer Parrner 

der europäischen Nachbarn'," in: D. Heimann er. al. (eds.), Weltma‘ht Dmts(hland? Bremen,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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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198년대 초 이후의 독일 경제체제의 변화과정 

독일경제는 그간 유럽경제의 발전소로서， 그리고 세계경제 발전의 기관차의 

하나로서 기능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모텔 도이취란트’는 유럽에서 상당 

한 명망을 누릴 수 있었다 게다가 유럽의 경제통합과정은 ‘모텔 도이취란트의 

유럽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 독일경 

제 역시 자본축적 상의 점증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어려 

움을 탈피하기 위한 국가와 자본의 노력 및 이에 대한 노동의 저항 등은 독일 

경제체제를 많든 적든 변화시켜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장에서 그간 

독일 경제체제를 특정 지운 이른바 ‘모텔 도이취란트’가 1980년대 초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1 . 모델 도이취란트(Modell Deutschland) 

‘모텔 도이취란트’라논 말은 70년대에 들어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 

다. H. Schmidt 수상 하의 사민당 정권은 70년대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이 용어를 선거구호로 사용했는데， 수출 증대， ‘국민경제 현대화’ 

계획， 통화안정 정책의 추구 및 노자간의 ‘사회적 합의’의 유지 둥이 이 구호에 

담긴 사회민주주의적 위기대응책의 핵심 개념들이다 24) 

‘모델 도이취란트’란 기본적으로 강력한 수출지향성을 지난 역동적인 자본주 

의 경제체제와 사회민주주의적으로 지도되는 강력한 노동조합운동간의 ‘계급 

타협체제’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런데 1989년 이후에 이르면 이 계급타협체제의 

존속이 서독과 동독을 냉전과 체제경쟁 전선의 한 복판에 서게 한 독일분단에 

의해서도 크게 규정되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아가 ‘모델 도이취란트’ 개 

념 속에는 ‘공동결정제도’와 이와 결부된 작업장， 특히 대공장에서의 노조의 지 

위인정 등도 포함되어 었음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1951년에는 석 

탄과 철강 부문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지만 1976년에 와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된 ‘공동결정법’에 의거해 노조는 주주총회 다음의 가장 중요한 기구인 ‘감 

독위원회’(Aufsichtsrat)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24) M. Bonder / B. Riittger / G. Ziebura, Drllts(h!ar.씨 끼 einer I/ellel/ Weltära. Opladen, 1992, 
p.14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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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에 제정되고， 1972년에 개정된 노사관계법(Betr빼sverfassungsgesetz)은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에 의해 선출된 ‘사업장평의회’(Betriebsrat)에의 참여권 

과 정보획득권 및 공동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교섭법’은 노조와 사 

용자단체간의 임금，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교섭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노자관계 체계는 실업， 노후， 질병시의 보호장 

치인 사회보험체계를 지난 복지국가적인 제도적-법률적 틀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그런데 스워l 벤의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on)이 독일의 이러한 계급 

타협체제를 ‘보수적 코포라티즘체제’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체제적 특 

성을 지닌 모델 도이취란트는 50년대부터 70년대 초에 이르는 자본주의 황금 

기에는 독일경제가 높은 경제성장율과 노동생산성 및 국제시장에서의 높은 경 

쟁력을 지니고 발전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독일경제의 성공담에 대한 논의에 비한다면， ‘모텔 도이취란트’의 약점에 대 

한 논의는 그간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독일경제의 수출지향 

성은 독일경제가 세계시장에서의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토록 만드는 요인이 되 

고 있다. 그리고 해외 직접투자가 가파르게 증대한 것과는 달리 내국투자와 내 

수가 위축되어온 것은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국가의 조정능력을 크게 제약하 

는 용인으로 작용했다. 나아가 기계제작과 전자산업 및 자동차등 독일경제의 

주력업종은 1980년대에 이르면 첨단산업부문에서의 지구적 경쟁의 격화와 내 

수위축 및 시장포화로 인해 커다란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사민당 

의 슈미트수상 정부는 이미 70년대 말에 “기업이윤이 우선 증가해야 한다. 그 

러고 난 다음 투자가 증가하고 그 결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의 경제정책을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케인즈주의적인 수요중심적 경제정책 

에서 공급중심적 경제정책으로 전환시켰는데， 1982년에 ‘사회민주당-자민당 연 

정’이 ‘기민당-자민당 연정’에 의해 교체되는 것을 통해 기존의 독일식 모텔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2. 1982년의 경제정책적 ‘전환’과 ‘생산입지논쟁’ 및 주35시간 노 

동시간 문제 

1982년에 집권한 콜 정부는 (1979년에 집권한 영국의 대처정부 및 198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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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한 레이건 정부와 더불어) 1970년대 중반이후 세계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무엇보다 ‘사회국가의 위기’ 내지 ‘케인즈주의의 위기’， 즉 국가개입에 

의한 자유시장의 고갈과 노조권한의 비대화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 

장에서 콜 정부는 사회복지국가를 해체하고 탈규제화와 유연화 및 민영화 둥 

사회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눈데， 이로써 기존의 ‘모텔 

도이취란트’는 많든 적든 훼손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회보험 및 

실업자보험의 지출 삭감과 고용조건의 유연화를 위한 이른바 ‘고용촉진법’의 

제정과 82년 가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된 재정건전화 조치와 조세정책을 

통한 역(땐) 재분배정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 자본의 대리인 

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와 자유주의적-보수주의적 정치인들은 독일경제의 신 

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생산입지논쟁’을 불러일으 

켰는데，25)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1995년 서독지역의 임금은 시간당 40 DM으로서 세계최고 수준이다. 다 

시 말해 시간당 총임금과 사회보장에 대한 고용주의 분담금， 즉 이른바 임금부 

대비용-(Lohnnebenkosr)을 합한 독일의 임금수준은 지나치게 높다. 

2) 이것이 자본의 해외유출을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는데， 60년대 초 

이래 외국의 독일내 투자와 비교해 독일의 해외투자가 더 많다 

3) 따라서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생산업지로서의 매력을 독일이 계속 유 

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인하， 특히 그 가운데 임금부대비용의 인하를 

위한 경제정책이 추구되어야 하고， 탈규제화와 유연화 및 민영화가 계속 이루 

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일의 경쟁력 지위는 붕괴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독일노조나 사회민주당 및 녹색당에 가까운， 신자유주 

의 비판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독일의 경우 경쟁력부족이라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높은 

임금 - 지나치게 많은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 특히 

25) 이에 대해서는 H. Klodc ec. al., We/twir.μhaft/i‘her Strllktιrwan싸/ IInd Sta1ldorttν.ettbewerb. Die 

detttche Wirtschaft aκf 싸η1 Pr때ta찌 Tübingen, 1989; H. Flassbeck, “ Deucschland - kein 

Scandorc für Invescicionen, Zum Zusammenhang von Lohnhöhe und Direkcinvescicionen," 

in: WSI - Mittei/llngeη. 11 /1 995 , p.699ff.; 검세균， 프랑크 데페， 이해영， “독일의 세계화전 

략 연구\1): 독일의 노동조합과 세계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7 
호， 1997 , 40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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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항상적인 평가절상 압박에 노출되어 있는 통화를 가진 독일과 

같은 국민경제에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높은 해외 직접투자는 낮은 

경쟁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높은 경쟁력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2) 실업극복과정에 있어 정치는 성장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역점올 두어야 

한다. 즉 성장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증대시켜야 하논 것이다. 

이때 통화정책이 대단히 중요한데， 금리는 인하되어야 하고 경기부양책이 강 

구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정책을 강구함으로써만 80년대 초에 1백만에 불과 

했던 실업자가 10여년이 지난 현재 거의 5백만에 육박하게 됨으로써 생겨난 

심각한 재정적 압력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국가재정 및 사회보장재원의 부 

담이 경감될 수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 노인복지， 교육， 직업훈련 및 자연과 환 

경보호 둥 공적 필요를 지닌 고가치 집합재의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집중적인 투 

자를 행하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자본 측이 생산입지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과도하게 높은 임금 

과 부대임금비용 및 높은 조세와 과도한 국가 규제 둥을 독일 경쟁력 약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면서 탈규제， 유연화 그리고 비용절감 둥을 주창하고 있 

는 반면， 노조 측은 그러한 주장에 반박하면서 직업훈련과 임금 및 사회적 비 

용의 지출이 생산성 향상과 독일경제의 성공에 대해 지닌 연관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모텔 도이취란트’의 성공은 어디까지나 그 모텔의 세 축인 자본과 국가 

및 노동간의 기본합의가 부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의 ‘체제경쟁’을 대신해 ‘생산입지 경쟁’을 제창하는 것 

에 대해 E. 알트파터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세계 모든 생산입지에서 비용 

이 절감된다면， 소득이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가혹한 것이 될 것이다 사회보장을 ‘시장정 

합적으로’ 낮추기 위해 인간의 ‘시장가치’가 후안무치하게 낮게 계산될 것이다. 

· 유럽연합 내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협정은 생산성향상에 의해 초래된 실업 

을 노조가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생산성향상에 따른 노동력 방출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장이 역동적이 될 것이라고 거의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 

26) E. Altvater, “ Gewerkschafdiche Reformpolitik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Globalisierur빙" in: H. Schmirrhenner (ed.), Der μhla’'Ike Slaal. Hamburg, 1995 , p.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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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적극 추구한 콜 정부 하에서도 ‘모델 도이취란 

트’가 근본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닌데， 이는 독일의 노동조합이 다른 나라의 노 

동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강력한 조직력을 지니고 있는 것에 크게 기인 

한다. 그런데 1983/84년에 이르면 정부와 노조는 크게 충돌하기에 이른다. 이 

충돌은 똑일노조， 특히 독일의 가장 강력한 산별노조인 ‘금속노련’(IG-Metall)이 

대량실업에 대한 대웅책으로서 ‘주35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및 ‘경기활성 

화를 위한 적극적인 임금정책의 도입’을 역설한 반면， 사용자단체는 노동시간 

연장， 임금삭감， 고용과 노동시간의 유연화 및 ‘포괄적 단체교섭 

(Flächentarifvertrag)’을 포기하고 산별교섭에서 기업별 교섭으로 단체교섭을 전 

환시킬 것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기업의 입장을 정부가 적극 지지하고 나선 데 

에 기인한다. 

이를 배경으로 1984년 5-6월중에는 서독 역사상 가장 격렬한 노사쟁의가 발 

생하였다. 이 당시 ‘금속 노련’ 및 ‘인쇄-제지 노련’ (현재의 ‘언론노련’)은 6주에 

걸친 파업을 통해 주35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하였고， 사용자는 대대적 직장 

폐쇄로 파업사태에 맞섰다. 이 격돌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이탈리아의 노 

동자 및 영국의 광산노조의 저항 둥이 그 당시에 치명적인 패배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에 비한다면， ‘노조의 승리’로 이해될 수 있는 바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 

러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정부는 이후 ‘노동촉진법’ 제 116조를 개정해， 파업으 

로 인한 임금 누락분을 연방노동청이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차가 

운 직장폐쇄’를 법제화했다. 이 조치는 1985년까지 노조의 격렬한 항의운동을 

유발시켰지만， 그 개정을 끝내 막아내지는 못했다. 

3. 독일통일의 경제정책적 측면 

노조의 저항 등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독일경제는 콜 정부 하에서 일종 

의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이 대거 가미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변모해 갔다. 

그런 가운데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과정에 힘입어 서독은 1992년 동독을 서 

독으로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독일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구동독의 서독으로의 홉수통일은 무엇보다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이어진， 

1989년의 동유럽에서의 정치적 격변의 산물이었다. 홉스 봄이 ‘산사태’라고 부 

른 이러한 정치적 격변은 장기적으로 유럽과 세계정치에서의 독일의 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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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인접국의 시각으로 본다면， 

독일통일은 유럽 최강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의 정치적 위상의 제고로 이해된 

다. 그러나 이렇게 그 정치적 위상이 강화된 ‘신독일’이 유럽과 국제정치에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편 

독일통일과 더불어 독일의 공격적 헤게모니전략에 대한 인접국의 (역사적 근 

거를 지난) 우려와 더불어 통일로 인한 독일의 약화에 대한 경고도 나왔었다. 

실제로 콜을 수장으로 하는 서독의 정치적 지배층이 동서독간의 경제통합 을 

수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로 간주하면서 동독사람들에게 장빗빛 

환상을 심어주는 동안， 연방은행 총재인 H. O. 휠(H. O. Pöhl)과 같은 회의론자 

들은 통화통합 및 동독의 낡은 경제구조의 완전한 붕괴가 가져다 줄 부정적 결 

과에 대해 경고했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당시의 회의적 시각이 옳았음이 확인된다 즉 통일 

이후 ‘보이지 않는 장벽’이 동서간에 새로이 세워졌는데， 이는 독일통일로 인한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데 통일이후 구동독지역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동독지역 

과의 통화통합이었다. 화폐통합이 발효되자마자， 구동독지역에서는 자체의 경 

제력과는 무관하게 엄청난 통화수요가 발생하고， 산업기반은 거의 완벽히 파 

괴되었다. 그로 인해 엄청난 실업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정확한 규모는 아직도 

여전히 은폐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촉진과 직업 재교육 둥을 위한 

여러 고용정책의 실시를 위해 막대한해 공공재정과 사회보장 재원이 지출되어 

야만 했다. 다음으로 이른바 ‘신탁관리청(T reuhandanstalt)’의 신설 역시 매우 중 

요한 조치였다. 신탁관리청은 구동독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공장폐쇄 둥의 

과거청산(abwíckeln) 작업을 담당했다27) 신탁관리청은 1995년말에 공식적으로 

해산했는데， 신탁관리청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측은 성공으로 본 반면 야당 

측은 통일의 ‘음지’와 ‘새로운 장벽’으로 평가했다. 

독일통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숭자와 패자가 존재한 

27) 신착관리청이 관리를 받는 기엽의 총 숫자는 처음에는 7 ，900여개에 딸했는데， 이 중 

1 ，900여개는 지방자치체나 주정부 소유로 이관되었다. 농업과 산림업 관련 공장 수는 

400여개에 달한 반면 나머지 5 ，600여개는 압도적으로 산업부문에 속했다 그 중 제조 

업관련 100여개는 이전에는 국영 콤비나트였다， 이외에도 신탁관리청은 구동독의 정 

당 소유의 ‘특수자산’들을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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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구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가 구 동 

독지역에서 계속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여전히 존재하는 내적 

분단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독사람이 서독사람에 비해 현 

재의 사회적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통일이후의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상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동독의 실업율 

은 1996년 초에 15.2%에 달한 반면 1997년 초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실업율에는 고용정책적 조치 해당자와 약 26%에 달하는 이른바 장 

거리출근자{Pendler) 정기적으로 서독지역으로 출근하는 자 가 빠져 있다. 

그리고 구동독지역의 소득수준은 서독의 그것에 비해 80%에 불과하고， 서독 

측으로부터의 이전지불금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물가를 보면， 우선 집세， 교 

통， 에너지 등의 비용이 크게 인상되었다. 그런데 1992년-94년 동독지역의 경 

제는 연 약 8%대의 높은 성장율을 보였지만 - 이를 두고 정부는 동독지역에 

서의 ‘새로운 경제기적’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지만 그 추세는 이후 역전 

되고 성장율 역시 급락했다 특히 동독지역의 성장을 주도했었던 건축업이 위 

기를 맞이했다. 다른 한편 5년의 기간을 놓고 볼 때， 인구수로 볼 때 19%정도 

인 동독지역이 전 독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 년 7.2%에서 

1995년 10.9%로 중가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기간중 8 ， 150억 DM에 달 

하는 공적 자금이 동독으로 이전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이 이전금이 서독제품 

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서독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안적 경제정책 그룹>의 『메모란둠96~은 아래와 같은 결론 

을 내리고 있다: “선탁관리청에 의해 추진된 민영화는 동독 경제를 이전 서독 

의 안정된 경제순환상의 한 지역으로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와는 

정반대로 동독을 이전금에 종속된 서독경제의 부속물로 뒤바꾸기까지 5년이면 

충분하였다. 그것은 하나의 종속경제라고 부를만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과 

정이 완료되었는가)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적 방관과 결합된 신탁관리청과 서독 

콘체른의 합작은 수개월만에 동독의 모든 유통경로를 서독의 수중으로 돌려놓 

았다. 제조업과 무역업 부문의 서독 대기업은 동독을 단기간 내에 자선의 유통 

망 속으로 끌어넣었던 것이다. 수개월만에 모든 백화점과 슈퍼마켓들이 이들 

소유로 넘어갔다. 인민소유 사업장 매매에서처럼， 노후화， 리노베이션 비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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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의 부족 둥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협상과정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 

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동독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개방되었다 "28) 

4. 90년대 초반이후의 상황 

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욕일경제를 최종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아니지만，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통일의 달성 등으로 

체제경쟁에서 숭라했다는 자축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F. 후쿠야마류의 ‘역사 

의 종말’론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국가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해 자본주 

의 시장경제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 

러나 그러한 분위기는 1990년대 초 이후부터는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 

해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정치적인 것의 발명』이란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마찬가지 서구사회 역시 하나의 승리에 따른 

위기， 즉 숭리위기(Sieg-Krise)로 빠져들어 갔다 사회발전의 목표가 새롭게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국가 그리고 저 국가 

혹은 실제로는 군사적 주권에 불과한 국가주권의 ‘서양식’ 혼합물인 저 서구적 

근대모텔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법치국가， 인권， 개인의 자 

유 등 유럽근대의 성과들은 폐기될 수 없을 지라도， 그것을 산업사회라는 주형 

(鐘型)속에 집어넣는 종류와 방식은 다를 수 있다 "29) 

벡은 여기서 무엇보다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문제삼고 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국가에 횡행하는 세기말의 징후는 무엇 

보다 경제 발전 및 경제정책적 조정능력의 한계와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실제로 90년대 중반， 경제정책의 범위를 포함한 독일의 경제정책적 위상과 발 

전에 대한 평가는 셋빛에 가까운 것인데， 그러한 평가의 주된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1) 경제성장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2) 동독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도 동독에 대한 

28) Bonder, Rötrger, Ziebura, op. cit., 1992, pp.160-16lf 

29) U. Beck, Dit ErfÙldll’I/K 싸S Po/itùchell. Frankfurt/M. , 199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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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엄청난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3) 실업율은 계속적으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반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96년 동록된 실업자는 397만에 달하고 이는 2차 대전 이후 역사 

적 기록이다 (실업율 10.4%, 그 중 서독 9.1%, 동독 15.7%). 

4) 누증되는 공공재정 적자는 정부의 경기부양적 경제정책의 가능성을 제약 

하고있다. 

5) 물론 독일 경제는 여러 부문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 

도 지적되어야 한다 즉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높고， 독일의 수출은 여전히 

강력하며， 독일 마르크화 역시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었다. 단위당 임 

금비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감소하는 추세이고， 정부의 조세정책은 기 

업이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소득세 총액은 1980년 기업 

활동과 자산으로부터의 세수총액 가운데 37%에 달하던 것이， 1996년 

24%로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이처럼 공급조건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업의 투자활동과 고용증대에 어떤 긍정적인 작 

용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오늘날 독일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가 

되고있다 

다른 한편， 예를 들어 보건제도， 조세， 연금 둥의 분야에서의 정부 ‘개혁’이 

경제계와 각종 직업단체 소속 로비스트들의 압력 둥으로 말미암아 크게 진척 

되지 못한 점 역시 독일의 정치제도적인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와 정치인의 무능성을 비판하는 여론과 ‘정치혐오증’이 강화되었으며， 이 

러한 조류는 투표율의 급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의 한 여론조 

사에 의하면 독일인의 85% - 프랑스인의 86% - 가 향후의 경제 및 사회상황의 

악화를 전망하고 었다. 또 77%의 독일인이 젊은 세대의 취업기회가 악화될 것 

이라는 견해를 표명했고， 60%의 독일인이 유로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 

명하였다.30) 1998년에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녹색당과 함께 사민당-녹색 

당 연정이 수립된 것은 이러한 사태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30) <Frallkfllrter Rm.씨(hall> 97.3 .4. 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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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지구화과정에 대한 독일기업의 대응전략 

이 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룰 전제로 독일기업이 축적위기가 가속화시킨 지 

구화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지구화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한 지구 

화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1 . 독일기업의 지구화전략 

지구화과정에 대한 독일기업의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일차적으로 독일기업 

의 대외직접투자의 수준 및 그러한 투자를 통한 독일기업의 다국적기업화 수 

준이 문제가 된다 1980년대에 이르면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금융시장에 대한 

탈규제화 조치에 힘입어 해외직접투자가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1985년에서 

1990년 사이， 국경을 넘어서는 자본이동이 매년 평균 34% 증대하여 1986년에 

560억달러에 달하던 직접투자액이 1990년에는 2 ，250억달러로 증가했다 1990 

년대 초에는 주요선진국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됨으로 말미암아 직접투자액은 

약 2 ，000억 달러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기업의 ‘군살빼기’ 등에 힘입어 기업의 

이윤은 크게 증대했고， 1995년에는 직접투자가 40% 가량 증가해 그 액수가 

3 ，250억 달러에 달했다 이때 삼각블록 내부 국가들간의 직접투자는 이들 국가 

와 그 외 국가들 간의 그것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EU와 

NAFTA와 같은 지역통합의 심화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31) 

이 과정에서 자본융합 변에서 본 독일경제의 다른 경제와의 결합은 1980년 

이래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전반기에 독일로 들어오거나 타 

지역으로 나간 국제적 자본이동이 총산업생산의 1.7%선에 불과했지만 후반기 

에는 그 비율이 3배 가량 늘어나 5.2%선에 달했고 1990년대 전반기에는 6.3% 

로 증가했다.낀 그리고 독일자본의 해외직접투자논 평균해 보면 1980-84년 90 

억 마르크， 1985-88년 152억 마르크， 1989-91 년 278억 마르크， 1992-93년 252 

억 마르크， 1994년 393억 마르크에 달한 반면， 외국자본의 독일 투자는 

31) F. Schmid, “ Transnationale Konzerne -Akteure der Globalisierun딛 Direktinvestionen ond 

Transnationale Konzerne," in: Zúls써새 IIIdrxislis(her EY1/ettrlmg. N r. 31 (September, 1997), 
p.85 참조， 

32) Ibid. , p.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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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96년 약 68억 마르크에 달해 독일자본의 해외투자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3) 이 점은 자본 측이 ‘생산입지 논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옹 

호하는 강력한 근거의 하나로 활용했다. 그러나 예를 들어 <IFO 연구소>는 

그러한 현상이란 ‘성숙한 국민경제’에게는 당연하게 생기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HWWA 경제연구소〉 역시 그러한 현상은 독일자본의 강력 

한 경쟁력을 반영하는 것임을 입중하고 있다 34) 

다른 한편 자본운동의 지구화는 오늘날 일차적으로는 지역블록화의 형태로 

관철되고 있는데，"l5) 이 점은 특히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에 가장 잘 해당된다. 

실제로 1989/90년이래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의 70% 이상은 EU국가들에게 집 

중되었는데， 이는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 및 화폐 통합 과정이 제공한 유리한 

조건을 독일자본이 적극 활용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유럽연합’이라는 

경제블록은 독일의 초국적 자본에게는 보다 넓은 지구화전략 추구를 위한 중 

간다리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고향 서유럽시장’(Heimatmarket 

Westeuropa)이란 그들에게 지구적 수준에서의 경쟁과 전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출발점 내지 ‘홈베이스’(homeb잃e)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 

서 전 지멘스 회장 카스케(Kask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럽에서 강력 

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계시장을 정복할 수 있다 "36) 이 

와 관련해， 우리는 독일의 초국적기업들의 지구화전략은 대체로 유럽시장에서 

의 자신의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다지는 데에 기초하여 우선 미국시장에서 자 

신의 입지를 높이고 그 기반 위에서 다시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강화하 

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증대는 동시에 초국적기업 및 자회사들의 수를 그간 엄청나 

게 증가시켰다. 즉 15개 공업국가들에 터전을 잡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수는， 

UNCTAD의 보고에 의하면， 1969년 7 ，000개에서 1993년 27 ，000개로 근 4배 가 

량 늘어났으며， 전세계적으로 38，747개의 초국적 모회사가 265 ， 551 개의 자회사 

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37) 그리고 다국적기업 및 그 자회사들의 판매총량은 

33) Ibid. 

34) Ibid. , p.87 창조. 

35) J. Huffschmid , “Globalisieurng doer Blockbildung," in: B/aetter fller 싸IIts‘he /1’Id i’'Iternationa/e 

Po/itik. J an. 1997 참조 

36) Sie/lle’'1s-Mittei!Jmgel.ι 6/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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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의 경우 세계 총수출량의 1/3을 넘어서고 있고， 세계무역의 1/3이상이 

이들 다국적기업들간의 무역으로 행해지고 있다.쇄) 나아가 1993년의 경우 초 

국적기업들은 약 7천3백만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숫자는 농업을 제 

외한 전산업분야에서의 세계고용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39) 

한편 독일자본의 국제화-지구화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 

는 독일경제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찌) 그리 

하여 1995년 현재 근 7 ，000개에 달하는 해외투자가업은 20，00개를 념는 해외회 

사들 지니고 있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수는 2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분야의 해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는 약 17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숫자는 독일에서의 제조업 종사자의 근 lμ에 해당하는 수치이 

다.4 1) 독일기업에 종사하는 총 종업원 수에 대한 외국에 있는 독일계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보면 1980년 17.1%에서 1995년 25.1% 

로 증가했지만， 산업분야에 따라서는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화 

학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이미 근 절반(48.8%)에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 

기계제작부문에서는 아직 18.0% 선에 머물고 있다 42) 그런데 1993년에 처음으 

로 거대 초국적기업의 명단을 발표한 UNCTAD의 r1993년 세계투자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00대 초국적기업 중에 미국기업이 327TI , 일본기업 19개，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기업이 각각 11개가 포함되어 었다.43) 세계 거대 초국적기업에 

포함된 독일기업의 수가 독일경제 전체의 국제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독일자본이 ‘지구화과정의 후발주자’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2. 독일기업의 신경영전략 

37)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α on Trade and Development), Wor.μ lnvtst，끼mt Report 

1996. p.9 참조 
38) Stiftung Enrwicklung und Frieden, Globale Tm싸 1996. Frankfurt/M. , p.164 참조. 
39) F. Schmid, op. cit. , p.89 참조 

40) H.-H. Haertel/ R. Jungníckel et. al., Grmzemtebersrhreitmde P"찌Ilktùm Il1Jd Stmkt/ll'lwndel -

Globalùierll1JK 싸r 싸'IItsrhen Wirts‘b샤. HWW A-Studie, Baden-Baden, 1996, p.85. 

41) Ibid 

42) Ibid. , p.89 참조 

43) UNCTAD, G，ι，bal World Report /993. Genf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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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는 독일자본 역시 축적위기에 대응하여 본격적으로 지구화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전략을 추구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이르면 독일기업의 경영 

전략 역시 중대한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라인형 

자본주의’는，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와는 달리， 노사정간의 코포라티즘적 합 

의구조， 강력한 수출지향성， 국가의 능동적 역할 및 통화안정 위주의 경제정책 

시행과 같은 고유한 특정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독일기업들은 영미계 기 

업에 비해 ‘사회적 요소’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조직형태와 가족기업적 성 

격 및 가부장적 구조를 지니고 있고， 지역공동체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 

하는 것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44) 이로 인해 영미계 기업과 비교해 독 

일기업은 상대적으로 덜 ‘유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특성들을 지닌 독일기업들도 축적위기가 폭발하고 위기로부터의 탈출 

을 위한 자본지구화가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과정에 대웅할 수 있는 

신경영전략을 적극 모색하기에 이른다. 

이때 독일기업이 추구한 신경영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판적 사회학자들 

이 제시한 이른바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재구조화와는 구분되는 비용절감을 

위한 프로그랩인 ‘군살빼기 생산’(lean production)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45) 이때 

‘Lean’이라는 개념이 곧바로 효율성과 혁신의 대명사로 간주되는 가운데 중앙 

44) A. Sampson, Die Manager - PorträJ einer FühmngJkaJte , Hamburg , 1996, p.321 f. 참조. 

45) 1980년대에 이르면 포드주의적-테일러주의적 생산체제의 극복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관 

점에서도， 그리고 비판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서 제기되는데， 

‘자동차산업에서의 저제112의 혁명，에에 관한 M씨IπIT(η"(Ma야ss잃ad대hl뼈l 

구는 그 문제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이에 대해서는 ]. T 

Womack et. al., Die zweite Revol/Jtion in der Aμ，toind/JJtrie. KOJeq/Jenzen aιJ 싸r welllν'eiten Stlldie 

am dem MaJJach llJetIJ 1 mtit.ιte 01 Technology, FrankfurtlNεw York, 1991 참조). 그런데 초기에 

제기된 제반 이론들에는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비판사회학적 관점이 뒤섞여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를 케른(Kern)과 슈만(Schumann) 

이 ‘선생산개념’이라고 부른 ‘린 프로덕션’이나 ‘토요다주의’ 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대체로 (1) 주문생산체제로의 이행， (2) 그룹작업 내지 팀작업， (3) 산업노동의 

재전문화， (4) 직접생산자에게로의 더 많은 책임과 자율성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특 

정을 지니고 있다-(M. Schumann, “ Die deutsche Aurom삐linωstrie im Umbruch ," in 

WSI-Mittei!tmgen, Heft 4, 1997, p.217ff.; P. Srrurynski, “ Armende Fahriken und εrsrickende 

Arbeire낀 in: ZeilJhr，꺼 marxùtùcher Emel/rll1lg, Nr. 31 , Seprember 1997, 101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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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이며 서열적인 기업조직이 더 이상 변화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 

으로 격하된다. 그리하여 ‘군살빼기 생산’의 근본적인 측면으로서 “기업이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서열적인 방식에서 분권적이고， 수평적이며 소통 

적인 방식으로 경제행위와 결정과정을 전환시키는 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46)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린 프로덕션’ 개념 대신 미국의 기업 

컨설턴드인 M. 햄머(M. Hammer)~ J. 챔피(1. Champy)가 제창한 ‘비즈니스 리 
엔지니어링’(business reengineering)이라는 개념이 기업의 신경영전략을 가리키 

는 핵심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 개념은 ‘린 프로덕션’ 개념을 대체하 

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더욱 철저하고 일관된 재구조화를 요구하 

면서 테일러와 포드를 념어 아담 스미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새로운 패러다 

임을 입론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노동과정의 파편화를 제거하고 경영의 응 

집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의 포드주의적-테일러주의적 논리를 반전시키려 

고 애쓰고 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개별 조직단위와 기능의 최적화’가 아니라 

기업경영과 영업과정의 근본적인 ‘총량적 최적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이 패 

러다임이 지난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급진성의 핵심에 속하는데，47) 리엔지니어 

링의 주요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1) 전통적 기업구조의 서열체계를 단순화시켜 종엽원들이 과거의 매니져 기 

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종업원의 결정권 강화는 중간관리자충의 대폭 감축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러한 재조직화가 일관되게 추진되면 “자동적으로 중간관리자 

층의 75%를 감축할 수 있고 “나머지 1/4은 더이상 소군주 또는 독재자가 아니 

라， 자신의 팀올 관리하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코우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48) 

(2) 린 프로덕션 개념이 ‘조직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리엔지니어링 

개념은 ‘기술의 발전’에 핵심을 두고 있다. 즉 정보통신 기술이 없다면 리엔지 

니어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의 목표는 단순히 사무 

자동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노베이션에 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의 작업 

방식을 개선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어떻게 활 

46) H.-). Braczyk, “ Wie wird die oganisatorishe Restrukrurierung vorangebracht j
-

Ha찌n，떼)，띠‘d싸l 

47η) M. Hammer/). Champy , Bιrll/W Ree’If:.il/eeril/!!.. Dù Ra‘lika싸IIr fiir das U lIfernehme’'1. 

Frankfurt-M/New'York, 1994 , p.48 

48) Ibid. ,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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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고， 대신 “어떻게 우리는 기술의 도움으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 까”라고 물어야 한다 49) 

(3) 리엔지니어링 전략은 자기책임 하에 행동하는 종업원 권한의 대폭적인 

강화와 더불어 업무가 어디까지나 하향적(top-down)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 결코 아래에서 위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은 원칙에 속한다 중간관리층은 어떤 성공적인 리엔지니어링 프로 

젝트도 주도하거나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이것은 그것이 아무리 긴요하거나 그 

리고 그들이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꺼0) 이처럼 비즈니 

스 리엔지니어링에서는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중시되고 었다. 

(4) 리엔지니어링올 위해서는 노조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노조와의 

공동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다수의 업종에 

서 강력한 노조조직이 존재하지만， 많은 매니저들은 자신의 기업을 성공적으 

로 리엔지니어링할 수 있었다 그들은 노조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능력 

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51) 

결국 리엔지니어링 개념은 단순히 비용절감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품질개선 

을 통해서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업원에게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그 자체로서 경제위기에 대한 급진적 

신자유주의 경영전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신경영전략의 일환으 

로 그룹작업 내지 팀작업이 생산현장에서의 새로운 작업모텔로서 폭넓게 도입 

되기 시작했음이 아울러 지적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룹작업으로의 개편을 통 

해 회사 측에서는 유연성，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종업원 

측으로서는 종업원 위주의 노동조건을 만들고 자율적 조직과 참여 및 심지어 

현장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산출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심지어 폭 

스바겐의 인사담당 이사는 그룹작업을 하나의 ‘문화혁명’이며， “노자 대립이 함 

께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작업조직 형태를 통해 지양되었다”고 주장 

하고 었다 52) 

49) Ibid. , p.114. 

50) Ibid. , p.269 

51) Ibid. , 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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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영전략의 문제점과 그 한계 

위에서 우리는 독일기업이 추구한 신경영전략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신경영전략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추구되었고， 그러한 신경 

영전략의 추구가 어떤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이 

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기업구조와 경영을 과정지향적이고 고 

객지향적인 형태로 재구조화하려는 기업의 새로운 전략이 과연 종업원의 지위 

와 역할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문제는 그러한 재구조화전 

략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측면과 관련해 볼 때 아직 열려 있는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재구조화 전략이 노동자 참여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적 한계 내에 

서는 허용한다는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종업원의 지위 

와 역할의 향상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의의를 지닐 수밖에 없음이 우선 지적될 

수있다. 

다른 한편， 1994년 괴팅겐의 <사회학연구소.(SOFI)>는 독일 산업의 핵심부 

문인 자동차， 기계제작 및 화학산업의 합리화수준을 조사한 연구보고서에서 

그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53) 

“수년 전부터 독일산업에서는 포드주의적 작업장체제의 한 요소로서 

테일러주의적 노동정책으로 벗어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시도가 있었다. 

즉 80년대 초 처음 들려오기 시작한 새로운 생산개념이라는 신조어는 이 

후 반향을 왈러일으켰고 노동정책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범위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그 범위와 관 

련해서 본다면， 

- 모든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테일러주의가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변화된 제작방식에 가장 거칠게 충돌한 자 

동차산업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향을 얻고 있다. 

- 모든 기업과 작업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노동정 
책적 전통， 사업장의 분위기 그리고 인정 구성에 의해 추진력을 얻거나 

저지되고 었다. 

52) P. H찍e， “Abschied vom Einzelkämpfer, Zeic - Gespäch," in: Die Zeil. Nr. 430995년 IO 

월 20일). 

53) M. Schumann ec.쇠， T rmdreporl Ralùmalùùηmg. Berlin,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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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력 있는 경영정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기업 

내에서도 작업장과 부서 수준에서 지극히 다양한 개념을 통해 실행되고 

있고 새로운 개념이 일반화되는 것은 오히려 예외였다.90년대에 경제위 

기가 발생하고， 린 프로덕션이라는 지구화된 개념이 제공되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은 구속력 있는 ‘운동’으로 전환되었고， 우선 순위를 부여받았 

으며 그 사안이 경영진의 결정사얀으로 받아들여졌다 

- 모든 작업과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산개념은 손 작업 분야보다는 자동화된 공정과정에 훨씬 더 유리함이 

입증되었다“54)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독일기업에서의 새로운 경영전략의 시행은 작업장， 기 

업， 업종에 따라 대단히 차별적이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신경영전략을 통해 더 많은 책임과 자율성을 부 

여받은 층이란 소수 핵심노동자층에게 한정되고 있는 반면 다수 노동자층의 

근로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 소수 핵심노동자층에게도 ‘유연성 신드럼’， 

‘질향상 신드럼’， ‘업무부담가중 신드럼’， ‘just-in-time 신드럼’과 같은 심각한 문 

제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55) 이로 인해 그 결과 역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른 한편， 그룹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에서 조 

사대상이 된 1，305개의 기업 중 약 32%에 그룹작업이 도입되고 있지만，56) 

1993/4의 경우 그룹작업에 참여하는 총종업원의 비율은 겨우 7%에 불과하다 

고 조사되고 있다)7) 그러나 그룹작업의 도입 시도는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1990년대 중반에 자동차산업에서 그룹작업에 참여하 

는 노동자 비율은 약 22%이고 메르츠데스-벤즈사의 경우에는 1996년에 이미 

50%에 달하고 있고 머지않아 100% 모두 그룹작업형태로 전환시킬 계획을 지 

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8) 그런데 그룹작업에 대해 그것이 노동의 인간화에 

54) Ibid. , p.655 

55) G. Marstedt, Rafionalùierung μηd GWtnheif. Berlin(WZB papers), 1994, p.42 참조 

56) F. Weltz, A째rιb ιnd Wirkfichkeit ψ'on Aη'saetzen z，μr Flexiblùier，ι째 ψon Organisationssfrukuren. 

Vomag auf einem Workshop am 11 .4.1997 in Kassel, p.3 

57) P. Strutynski, op. 디t ， p.102 참조 
5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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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일방적인 선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다이블러-벤츠 공장의 ‘사업장 평의 

회’(Betriebsrat) 의장은 경영진이 “새로운 작업조직 문제를 오직 경제성의 관점 

에서만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용에 대한 고려로 인해 그 실행이 대 

단히 축소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 

지 않는 결과들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었다 59)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괴팅겐의 <사회학연구소(SOFI) >는 경험적 연구를 통 

해 그룹작업의 형 태를 ‘구조보수적'(“stru따u바빼j냐lkα(tu따1빼r 

적'(“(st았tn따ru마l싸lkt야(tu따삐lπ띠r디mno아va때tI따IV띠v) 형 태라는 두개의 대 립적 인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때 구 

조보수적 형태는 노동의 정형화와 표준화， 협소한 행위 및 결정 공간 유지， 작 

업장 서열의 고수， 구상과 실행의 분리 둥 전통적인 노동력 사용파 배치 원칙 

을 고수하는 것을 통해 “테일러주의적 조직형태와 작업장구조의 현상유지를 

강화”하는 방식에 속한다. 반면 구조혁신적 형태는 기존 작업 및 사업장 구조 

를 다차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반테일러주의적인 조직 혁신이라 

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이 유형에서는 행위 및 결정공 

간의 확대， 간접적이고 계획적인 기능의 도입， 작업장 구조 및 상호교류 형태 

의 자율적 조직화와 탈서열화 둥이 추구되고 있다 60) 그런데 그룹작업 도입의 

실태를 조사해 보면， 대체로 위의 두 유형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도입되고 있음 

이 확인된다. 즉 한편에서는 그룹작업의 구조혁신적 요소가 작업환경의 개선， 

협력적이고 연대적인 작업활동을 가져와 노동강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업 

원 대다수에 의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구조보수적 형태들 역시 발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이윤증대 

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자질과 권한 향상 둥을 위한 중기적인 투자를 행할 수 

있는 경영진의 ‘문화혁명적 용기’에 대한 두려움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 합리화모텔로의 회귀를 통해 참여지향적인 합리화가 위태롭게 되 

고， 기업경영의 ‘참여지향적 전환’이 조기 종결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59) K. Fischer, “ Qualifizierungmαlell ’Lerninsel’" in: Rhú"hamcη1cr Ge.ψät:he zlIr Theorie "".ι 

Praxù 싸r Bert.ψbi/dml!(. Bd.3, Arbeiten und Lernen in Gruppen, Bochum, Fischer 1995, 
pp.34-35 

60) D. Gerst et.al., “ Gruppenarbeit in den 90ern ‘ Zwischen strukturkonservativer und 

strukturinnovativer Gestaltungsv‘Irianre," in: SOFI - Mittei/1I째씨. Nr. 22, 1995,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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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처럼 독일기업의 신경영전략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 

는 그룹작업으로의 전환 역시 그 속에 내재된 모순들로 말미암아 실행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작업현장의 민주화와 노동만족도의 제고보다는 비용 

절감과 노동강도의 강화에 갈수록 더 많이 복무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N. 독일기업의 지구화전략: 메르체데스-벤츠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앞에서 우리는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독일의 기업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수 

준의 파악을 전제로 하면서 독일기업의 지구화전략을 독일의 수출산업을 대변 

하는 자동차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인 메르체데스-벤츠의 경우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회사인 메르체데스-벤츠사는 항공방위(DASA) ， 

전7:){AEG)， 정보통신(debis) 둥을 거느리고 있는 독일최대의 다이블러-벤츠그룹 

(Daimler-Benz AG)의 주력기업에 속한다. 다이블러-벤츠 그룹의 자산총액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고 전체 종업원에서 해외 현지채용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인데， 이러한 수치는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의 평균치 

인 각각 39%-40%, 약 50%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다이블러-벤 

츠 그룹의 생산품의 약 80%는 독일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50%는 수출되고 있다 61) 이런 점에서 다이블러-벤츠 그룹은 지구화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구화 후발주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은 역으로 이 그룹 

이 보다 강력한 ‘지구화 전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주력기업인 메르체데스-벤츠사가 생산하는 상용 

차의 경우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상이고 생산의 국제화비율이 

51%에 달하지만， 숭용차의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60%에 가까운데도 불구하 

고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었다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메르 

체데스-벤츠사에게 요구되는 지구화전략은 우선적으로 숭용차부문과 관련될 

61) C. F. Büchtemann / U.-W. Kuhmann, “ r n ternationalisierungsstrategien deutscher 

Unternehmen: Am Beispiel von Mercedes-Benz," in: P. Meil (ed.), Globalùiem째 끼씨'strle싸r 

Pro써1ktioι Frankfurt a.M/New York, 1996, p.5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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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게다가 1992/93년에 동시적으로 전개된 경기위기와 구조위기는 

무엇보다 숭용차부문의 내수를 격감시켰다. 이로 인해 약 40.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신경영전략이 채택되어 특히 린 프 

로덕션에 기초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단행되었다. 

승용차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제화추진 전략은 지금까지의 고급 대형차를 중 

심으로 한 ‘틈새시장 추구전략’에서 중소형 자동차 부문에 이르기까지의 ‘품목 

다변화 전략’으로 일대 전환을 겪었다 이 전환은 무엇보다 유럽과 북미의 고급 

차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현실에서 동아시아를 위시해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전환은 동시에 메르체데스-벤츠사 

가 자기정체성을 ‘지구적 수출자’(global exporter)에서 ‘지구적 생산자’(global 

producer)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화전략을 추진하 

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 62) 

첫째， 메르체데스-벤츠사는 지금까지 독일 외부에 고품질의 자동차생산에 

요구되는 기술상의 노우하우와 고숙련 노동력이 없다는 사실에서 ‘국내생산-해 

외수출 전략’을 고수하는 근거를 삼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기술수준 향상 및 자동차 조립공정 자체의 자동화와 단순화 등으 

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변동인데， 독일에서 생산된 자동 

차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달러 대 마르크 환율이 $1.00 대 DM 1.60이 유 

지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특히 8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달러 약세와 마르크화 

강세로 말미암아 그것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지생산-현지판매 전략이 훨씬 유 

리한 것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생산업지의 선택， 즉 독일 국내 생산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로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 및 이른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인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무엿보다도 생산제품의 성격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 즉 

예를 들어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벤츠 S 클래스의 경 

우는 독일에서의 국내생산-해외 수출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아시아 

시장처럼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에서는 현지 구매력과 기호 둥을 감안해 현지 

화{Iocalization) 전략이 유려하기 때문에 본사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홀 

62) Ibid. , p.86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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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기(stand-alone)회사’를 현지에 섣립하는 전략을 추구해야만 했다. 

셋째， 경제적 이유로서 중요한 것은 관세정책이다 예를 들어 사치성 소비 

억제를 위한 고관세 정책이 존재하는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현지 파트너 기업 

과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벤츠사의 지구화전략은 제품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 

시되고 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벤츠 S 클래스와 같은 최고급 모텔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출지향적 모텔’이 추구되고 있는 반면， 벤 

츠 E 클래스와 같은 중급 모텔의 경우에는 인도， 멕시코에서처럼 현지에 본사 

의 엄격한 기술 지도를 받는 현지 생산체제가 가동되고 었다. 그리고 원래의 

기술적 노우하우를 가진 현지기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럭 

회사 프레이트라이너(Freightliner) 경우에는 자기 책임 하에서 독자적인 판매망 

를 갖고 독자적인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는 생산방식， 곧 ‘다국적’ 모텔이 채택되 

고 있다 끝으로 미국 메르체데스-벤츠 인터내셔날{MB US International)처럼 현 

지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초국적 모텔’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지회사와 본사와의 관계설정도 지구화전략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 

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라이센스 생산을 행하도록 하는 것인 

데， 이는 현지회사에 단순 주주로 참여하는 대가로 생산토록 하는 것이다. 이 

러한 라이센스 생산은 특별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미국의 트럭회사 프레이트라이너의 경우처럼 현지의 외국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이다. 셋째， 합작회시，joint venture)를 설립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방식은 아시아처럼 문화적 차이가 큰 경우 현지 시장상황과 경영관행 

을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선호되는 방식이다. 넷째， 특히 일본과 같이 시 

장접근이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 행하는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인데， ‘미츠비시사와의 전략적 제휴’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다섯째， 

미국 메르체데스-벤츠 인터내셔날처럼 현지에 직접 ‘홀로 서기’ 회사를 설립하 

는 형태이다 (3) 

메르체데스-벤츠사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현재 독일의 자동차산업온 대 

대적인 지구화전략 추구의 초동단계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다이블러-벤츠사 최고경영진의 언급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우리 모 

63) J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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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지구화 외에 그 어떤 대안도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세기전환기가 될 

때쯤이면， 우리와 국적이 다른 사람이 이사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구화하게 될 것이며， 세계 모든 곳에 우리는 생산공 

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회사는 한 걸음 한 걸음 복일적인 뿌리로부터 떨 

어져 나와 근본적으로 국제적으로 될 것이다 "64)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발언이 사실에 더욱 가깝다고 

하겠다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40개 기업은 판매액의 절반을 외국에다 팔 

고 있지만， 20개미만의 기업만이 생산 설비의 절반을 외국에 운영하고 있다. 

단지 몇몇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이사회와 경영방식은 외견으로 보아 확고하 

게 출신국적을 갖고 있고， ‘연구개발’은 확고한 국내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그리고 대다수 기업들은 금융부문의 지구화가 너무나 불안정적이라고 생 

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V. 맺는 말 

이 글에서 우리는 지구화과정과 관련왼 독일의 경제정책의 변화과정 및 지 

구화과정에 대한 독일 기업의 대응양식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고찰로부터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관점들을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다. 

1) 독일기업의 경영 환경은 무엇보다 이른바 ‘라인형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구조적 조건과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회문제와 관련된 국가의 정 

치적 조절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한 역사적， 경제 

문화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독일통일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독일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수성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독일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긴급한 현안이 실업문제라 한다면， 독일 기 

업이 안고 있는 가장 긴급한 현안은 다른 선진국들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성 

64) Ibid. , p.59 

65) W. Rui잉rok/ R. van Tulder, 7JJr L，μ r끼 1111<11/ιliOlId! Rιrll'l/(/lI rÙ'I!.. London:Rouded잉e ， 1995,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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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력의 장기적 침식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윤융 저하 경향’이라고 바 

꾸어 표현할 수도 있는 이 경향이야말로 독일 71업에게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 

도록 강요하는 가장 중요한 외적 강제로 작용하고 있다. 

3) 냉전적 체제경쟁의 종말과 함께 가속화된 경제의 지구화과정은 독일기업 

에게도 하냐의 커다란 도전이었고， 이는 독일기업틀에게， 독일에서 전개된 ‘생 

산입지논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일차적으로 ‘생산비용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독일기업 역시 앵글로색슨 계의 신자유주의적 흐 

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국가는 히르쉬가 말 

한 ‘국민적 경쟁국가{nacionaler Wettbewerbsscaat)’로의 전환을 강요받았고，66) 기 

업 역시 이로부터 다양한 신경영전략을 도입하려고 했다. 

4) 유럽연합 내에서 ;혀강의 경제권력인 독일경제는 ‘삼각블록화’ 형태로 관 

철되고 있는 경제 지구화에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었다. 이와 관련해 콜 

정부 하의 독일은 유럽똥합과정에서 노조 측의 ‘사회적 유럽’안에 맞서 신자유 

주의적 경제논리를 주도적으로 관철시킨 가장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다. 

5) 생산현장에서의 독일기업의 신경영전략 관철의 성공 전망은 특히 ‘구조보 

수적’ 경향과 ‘구조혁신적’ 경향 사이의 갈둥에서 보듯이 아직은 유보적이라고 

말할수 었다. 

6) 지구화 전략과 관련해 볼 때， 독일 기업은 유럽시장에서의 자신의 헤게모 

니를 확고하게 다지는 데에 기초하여 우선 미국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 

고， 그 기반 위에서 다시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하 

고 었다. 그런데 메르체데스-벤츠사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독일기업의 경 

쟁력은 아직까지는 ‘세계시장에서의 국제화 수준’보다는 ‘강력한 국내적 기반’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 기반을 지니고 있는 것은 독일 기업이 

실효성 있는 지구화 전략을 구사할 수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도 한데， 이 점은 

독일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해 지난 강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독일경제 역시 오늘날에는 성장잠재력의 고갈과 대량실엽의 전 

개와 같은 점증하는 내부적 모순들에 직변해 었다는 점이 아울러 지적되어야 

한다 

66) ]. Hirsch, Der nationale \f/eftbewerbJtaat. Berlin/ Amsrerdam ,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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