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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논운은 특일 신엉 특히 자동치 산엉이 서계회되는 과정괴 정괴홈 실띠톨으로씨

생신의 시계회를 울러싸고 제기되는 X빼직 입징률얘 대한 비핀적 입장을 J:UA 힌떠 쭉
생산의 서계화는 신자유주의자를 01니 글로영주의지률이 주징히듯끼 고임금 선진 지몬
주의의 생스에 1 공동회되거나 혹은 국제 자유시징의 기중으료 임금과 노용규제가 수렴되
는것은이니다 독일의 ι엉 특히지동차~업의얘씨서보듯이 생신의세기회는국내
t영의 경영력을 강회히고 보왼i년 앙항으로 01루어일 수도 %디 또힌 온 논문은 스

터전 0μ J:~ Ii!J 피의 글호영기치연쇄흔괴 강이 기능주의적 시각괴는 잉징 올 달리한다 독
일 자동치신엉어서 보듯이 생 신 의 세계회는모율과 g은 세겨적 베스트 앙식으로수렁

되는 것온 01니디 본 논문g 무엇보디도 01러한 상이한 생산의 세겨회 잉석온 다잉힌
앵워자들 깅의 정치적 괴정얘 서 귀경원다는 것흩 깅죠효떼 쭉 독일괴 길온 염의직 생
신 서 겨빼외 미국괴 g은 지몬의 일방적 경정체씨 01에서의 세겨회는 싱이한 걸괴로 귀
g왼다는것O 띠

주빼어 생신의

A끼 회

신자유주의 특일 생 신 모잉 혈의적 세지회 모올생 신

1. 문제제기
최근 선진 자온주의 국가의 산업들은 격화된 국제경쟁으로 인해 자제의 경쟁 력을 향상시
커기 위해 기술， 시장 근접성 및 싼 임 금 등 다$댁} 투입 요소(i npU I faclors)들을 전 세계 적

차원에서 새로이 죠합하기 위해 생산을 세계화 하고 있다 과거 일국 내 생산율 조직하고
수출을 용해 연결되던 국제회{export-ori ented i nl e미 a ti onali zat i on)와 달리 현재는 생산 자

·이 논운은 2008 년 정원요육과학기즐부)의 재원으로 ~국연구재 단의 지 원융 ，~아 수행왼 연구잉
(KRF-2008- BC얘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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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국제적으로 재조직(globati깅tion orproduction)할 영요에 용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의 세계화는 기존의 일국 내 생산처 제가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되
는 것을 의이한 훈안 아니라 이 과%에서 기존의 일국 내 생산체제의 재연융 강제하고 있

다 우엇보다 "1 국 일온 독일 퉁 선진국들에 제기되는 우려는 생산의 세계화 과정으로 인
해 기존 국내 생산이 공동회kH이 lowing잉 UI)원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의 세계

화로 인해 아시아， 냥유협과 중앙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의 세계 시장 점유융은 꾸준히
늘어났고， 고잉금 지역인 미국， 옥일， 일본의 자용자 생산 총량은 1 980년 이래 1998년까지
약 10% 축소되었다-(Spatz a찌 Numnenkamp 2004, 108) 이러한 지표등을 배경으로 오마에

(Ohmae) 같은 글로별주의:::t\{hypcr.globali SIS)와 신자유주의지을은 각국은 세계 시장에 가
장 적함한 Z써 시장모헬로 수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온에 가장 유효한 생산 입지
을 제공하기 위혜 전 세계적 차원에서그 서로가 경쟁하는 가운데 높은 노홍보호 규제나 고
잉금의 선진 자본주의 제제는자제의 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예견한다
한연 생산 세계화의 두 번째 득정은 생산과정의 분정화{fragmentation)와 수직적 생산구

죠의 해제 (disintegration ofvertical stru이 ure)이다 대량생산체제에 합리적이던 기존의 수직
척 용합예제는 저임금， 신기술， 선정보 퉁 다양한 투입요소틀 신속히 걸합하기에는 지나치
게 정직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조직화휠 필요에 용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배적인 입
장인 스터션(잉 urgeon)과 제레피 (Gere ffi)의 글로얼 가치체계(GVC:

global value chain)

접

근들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쟁을 배정으로 이국식 -모률(mod비，) 방식 -과 갇이 가상 효
용적인 생산체제로 모든 국가의 생산 제져 가 재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좁은 지역내 중
소기업간의 협력을 강조하던 지역 산업단지(예， 제3 이탈리아， 독일의 바덴뷰댐에르그 등)

(Pyke et a l. 1992; Herrigel 1996) 혹은 하갱계열사들과의

낀빌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

본의 도요타 생산방식(N ishiguchi 1 994)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모
률생산양식으로수렴될 것이라고한다
과연 생산의 세계화는 고잉금의 선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생산의 공풍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가’ 생산의 세제회는 모률과 같은 단엘의 생산 방식으로 수렵원 수밖에 없는
가? 온 논문은 톡일의 생산 세계화가 가지는 독륙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항으로써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쩨， 생산의 세제화가 안드시 국내 산업의 공통화로 귀정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이다 독일의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의 예에서 보듯이， 생산의 세계화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울째， 생산의 세계화가 상이한
효과을 내는 주요한 요인은 생산의 세계화를 수행하는 방식의 차이어 서 온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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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생산의세계화가단일의방식으로수영되는것이아닝을강조하는것이 다 옥일의
생산 세계화 앵식은 미국식 모율 방식이라기보다 ‘혐의적 세계화"(bargained

globalization)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혐의적 세계화는 해외 생산 확장이 국내 공동화로 신행되기
보다는 국내 생산의 전문성을 보완 강화하는 효괴l{complimentary speciali zati on)를 가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식 모율 방식이 자본 논리와 생산비용젤강과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라는 측연을 강조한 것이랴연， 독일의 방식은 전체 생산과정에서 과정상의 혁신，
용질 향상， 생산성 고양 등 선 생산과정에서 협력함으로써 창충되는 이익올 극대화õf'는 방

식이다 이 는 다양한생산의 세계화 양태는 다양한 정지의 결과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 연구는 생산 세제화에서 옥일의 독특성이 수립되는 구제적 과정을 보다 세
일히 살며보기 위해서 특히 자동차 산영에 초점을 두고 운석하고자 한다 왜 자동자 산영

인가? 첫째， 지용차 산업은 글로벌 차원의 기업인수합병 (M&A)， 홍유럽 납이 신흥공영국
의 새로운 공장 설링， 월드카， 국제적 분엽제계 동의 지표틀올 용해 휠 때 않은 경험 연구에
서 지적하듯이 -전형적인 글로영 산영 "(the aπhetypa l

global indu slry)이대 Freysse net a뼈

Lung2 뼈)， 1) 풍째， 많은 정치경제학자나 산엄사회학자들이 언급하풋이 자동차 산엽은 포
디즘， 린생샘μan prod띠i oo)， 독일식 다연화 고용질 생샌OQP:

Diversifi ed Quality Pro-

d"디 i on) 둥 생산오텔의 전형을 선도해온 산업이다 그래서 많은 자본주의 생산 연구가들

은 자풍자 산엽을 일국의 생산모델을 분석하는 데 사용해왔다 이는 새로운 생산의 재연올
보여주는 데도 유효한 지표로 작용합율 의미한다 끝으로 자동차 산업은 일국 정제를 대표
할 'í!-큼 정제적 조직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예을 들연， 국제요준산업분류

(ISIC: lnternalional Standard Industrial C lassificat i on)에
차부풍생산엉셰 (H erst e ll cr
엉제는

따르연자통차 생산업체와 자동

VQn Kra ftwagen und Kra ft wagentei len )는 34번으로， 특히 부용

ISIC 34.3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정확한 분류 흉계라고 할 수 없다

IS1C 25 는 고우와 을라스틱으로 자동자 부용업계와 영개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 산업에서
타이어와자풍자에들어가는을랴스틱 부용등올만드는업체틀이 않다 또한 I SI C28응자

1) 자동차 산엉은 다응과 강은 지g호 혼δ1 명가해서 생산 λ뼈와의 가장 선두에 있는 산엄등 층에
하나이다 갯째 일국내용념어흐국가적 으호자동자회사등간의공동협력 혹은 주식상호충자

(cross-shareholding)의 네트워크가 양전되었고(에 ckery 1996) 1 990년대 자흥자 회사 문 아니랴 부
풍회샤까지 포앙혜셔 M&A 안동이 가장 왕성한 용야이여(Pri cewate바ouse C∞ κ，，'삐α World
Trn야 Age nda 2000) 주요 우품과 하우시스댐(subsyslems)융 개원하기 위해 기슐개발 파트너십이
가장 발전원 분。 ~UNπA D 1999, 44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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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치언구 재 19집 재1효 (201이

동차 부용산업과 별개로 에탈 가공산업으로 분류되지만 이 운야 엉쩨률 중 알루미늄 자풍
차 부장융 만드는 엽제등이 포항된다 。1 영웃
인 경우{예블을연， 화학산엽에서
엉에서

151C 34에 포항되지 않지만 자용차 부풍업체

tH3%, 고우와플라스탁 산엽에서 2cr- 34%, 메달 가공 산

32-44% 퉁퉁을 모두 합산힐 경우) 고용 인원은 약 870 ，1뼈 명에서 1 ， 110，뼈영 으로

151C 34.3의 분류로 장힌 자풍자 부풍산엉의 노동자 수 291 ，1뼈영 보다 약 3 배나 많다 이는
자용차 산엉이 그 만픔 연관 효과가 크다는 것올 의미한대 Ki nkel and Za nker 2007, 9-17).
생산 세계화에서 독일의 옥욕성융 밝히j!자 하는 용 연구는 l 차 자료로는 저자가 수챙

한 2009 년 4월애 수앵한 독일 현지애서의 인터뷰애서 얻은 자료이다 그 외애도 저자가 직

정 수뺑한 1999년 2000년 2005 년 독일 자동차 부용엉쩨틀과 여바 조직체등과의 인터뷰도
창고가 원 것이다 덧융여 온 논문은 옥일의 프라운효머 151 연구소( Fraunhofer 1$1: Fraun

hofc r Inslitulc fi아 Syslemι a찌 lnnovation Rc잉aπh) 와 괴탱헨대회~(U n Î versÎ ty G이lingen)
의 사회학연구소(50F I: lnslitule for Soci이ogica l Reseaπh)용 위시한 여타 연구소에서 수행
한 경험연구와서베이 데이터관 주요한 자료로 이용한다
온 논문의 구성은 우선 다옹 껑애서 생산의 세계화툴 툴러싼 다양한 입장플옹 비판적 시
각에서 간략히 살며올 것이다 그 다음으로 독일 생산 써계화가 가져용 효과툴 비교적 시각
에서 앤저 상여보고 이러한 톡륙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옴 이혜하기 위해 옥일 생산 세
계화 파쟁의 독특성융 살여올 것이다

II. 생산의 세계화를 둘러싼 지 배적 입장들
온 갤애서는 생산의 세쩨화융 울러싸고 세기되는 지배쩍인 이흔적 때러다잉들， 신자유주
의， 모융앵식 수렵폰， 그리고 ·자본주의 다양성 -(VoC 얘rielies ofCapitalism}융 위시한 쩨

도주의적 잉장올 비판적으로 상며보고자 한다

생산의 세계화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대중적인 영향력용 망"한 입장은 신자유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틀은 자유롭게 유통 δ}는 사온융 유인하기 위한 전 세
계척 차원의 경쟁 그러고 이융이 보다 않이 나는 쪽으로의 생산과 자본의 이동으로 인해서
각국의 다양한 생산체제는글로벌 스탠더드냐 글로얼 애스트 (G lobal Bes l Praclice)로 수렴
윌 것이라고 주장한다{Ban letl

and Ghoshal 1989‘ Ohmae 1990; 1995) 특히 1990년대 독일

애서 신자유주의자틀은 옥인생산입지 논쟁(Standondebane) 속에서 톡일의 높은 임금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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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친 노동보호로 인해 독일 기업들은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해외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대Henkel 1995; Th Uf'αN 1999) 특히 1 990년대 는 독일기업을이 본격적으로 해외
생산 이전을 단행하던 시기였는데， 생산의 세계회에 따른 국내 생산 공동화의 위험이 일반

대중에게도 설득력을 얻올 정도로 강했었다
그러나 많은 경험척 연구에 따트연， 독일에서 해외 생 산 기지 이전은 곧장 국내 일자리 상
싣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예릎 을연， 되렌에커 (Döπenbächer 2004)와 보르트만(ι ortmann

2002)에 따르연， 독일 중양은헨 Deutsche Bundesbank)의 해외직접 투자 데이터와 독일계 다
국적 기엽의 해외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85- 1999년 싸| 독일에서 해외투자가 국내
일자리 상싱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다음 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웃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해외 진출이 미국과 같이 국내 생산의 축소나 일자리 손실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연， 글로영 상풍 가지 제인 분석 (GCCJGVC:

Global

Commodityα'alue

Chain Analysis)

은 제려1 띠와 코르체니비츠(Gereffi and Korzeniewicz 1994)의 저작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
했나 GVC 이론가들은 글로얼 차원에서 각 산엽이 가진 특성에 따라 따워와 거벼년스 구
조가 상이함올 분석하고 있다(Dicken el al. 200[ ; Gereffi el al. 2(05) 예률 들연， 정보를 표

준화힐 수 있는 산엽적 특성에 따라 거번넌스가 달랴지는데， 의류산업어 서는 글로얼 바이
어 (global buycr)가 의류 생산의 내용융 규정하고 반대로 자똥차 산엽에서는 최종생산 엉제
가 생산의 위치와 방법올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GCClGVC 접근은 최근의 노력에도

울구하고 초국가적 차원의 생산제겨 에서 생산회사 이외의 다양한 제도와 행위자를 개념적
으로 파악하지 옷하고 있다 예블 들연， 제례여 퉁(G ereffi

et al. 2(05)은 주장하기툴우리

모일 내부의 다뺑! 연수들I산엉영 특성에 따른 정보의 복잡성과 정보의 묘드화 가능성 동

저자 삽입l은 글로영 가치생산 제인들이 위치한 제도적 액락과 관계없이 (regardl css) 글로
영 가치 제인의 형태와 거번넌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Gcre ffi

et a l. 2005 , 99)

이러한 이흔적 백락에서 스터견용 위시한 몇몇 학2단을은 정보를 단순화하고 E드화 함으
로써 글로낼 생{!-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식 모율방식이 가장 뛰어나고 각썩은 이러한 모율

방식으로 수평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위제 계 (subsystcm)들을 담당하는 기업을 간의 정보 교환이 E드왜cod i fica

tion) 항 수 있음응 전제로 한 모들 방식은 최종 모엘과 각 부분의 기술 연화에 따라 하위
제계 간의 정보 교환이 쉽게 E드화 하기 어렵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모률이 가
장 잘 드러난다는 진형적인 전기 전자에서도 총 가치 중 모율이 차지하는 비융은 단지
1 3- 17%에 불과히대Slurgeon

2002; Berger 2005)

무엇보다 자동차에서도 모율화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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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것이라고 주장해 온 스터견 온인이 외근의 글 (Stu 멍，eon 2(08)에서는 E드화가 어려워서
모한화효 용일월 수 없응용 시인혔다 무엇보다 정보의 교환은 묘드화로 단순히 규정할수

없다 글로별가지연쇄론은 정보교환이 가지는 이익과 위험용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갈풍
적 측연옹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틀은 기엉쁜안 아니라 국가， 자옐척 결사채 (trade
assoc iati ons)를에 의한 다양한 정치의 영향융 따악하지 옷한다 그 절과 이을은 동일한 산

엉애서 나타나는생산세계화 망식의 국가별 *1플 설명하는 데 한계용 가진다
안연 -자본주의 다양성.융 주장하는 재도주의자들은 ζk극의 다양한 생산방식은 ζ액의
문화와제도에 착목되어 있기 얘문에 상이한 양전 정로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륙
히 각국 생산이 세계화 하는 방식에서도 초국가적 기엽등운 용국의 정치경제 제도에 의해
앵성되어서 ‘경로의존적 방식-용 취항 것이라고 주장한대Doremu s et al. 1998; 니야 1998;

Ruigrok and ‘'30 Tulder 1995; 、Nhi tl cy 1999; 2(01)
그러나 이러한 셰도주의객 잉장은 생산의 세계화 과정에서 온국의 다양한 제도들이 주는
효파용 살여보는 데는 유효한 판정융 제공하고 있지만‘ 정로의존성에 의한 다양한 생산모
생의 지속을 지나치개 강조함으로써 온국의 생산체제 자쳐!<예， 딛 일 모옐)가새로이 재연해
가는 과정을 파악하지 옷하는 약정이 있다 얘를 들연 독일 기영등운 동유럽으로의 생산기

지융 이전.~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엉관계흥 재연함 훈만 아니라 노사관계도 재정링하게 왼
다 예윌 듭연 폭스바겐αw 、'olk swagen)이 생tι올 해외로 이전시키고자 했응 때 독일 긍

속노련(1 0 M ctal 댄 vw과의 혐상용 용해 해외 투자 대신에 국내 생산의 입지용 강화하는
초건둡융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 이는 옥일 산업모엘의 연행 융가져왔다
이상 기존 문헌들얘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본 논문은 우선 생산의 세계화가 자유시장 에
재로의 수렵이나 단일의 생산 방식(예， 모율)으로 수영되는 짓。 | 아니악 다OJ'한 방식의 세
채화가 있음올 강죠한다 애플 플연‘ 글로얼 시대 지배적인 시각용 단기 ζ쩨 주주 이익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이 맞춰져 간다는 것이지만， 독일의 사해는 항상 그런 정우는 아
니다 옥일의 생산 서 셰화는 회사 안악의 다양한 그륨을 간의 감퉁과 조정에 의해 이루어
졌다
해외 진종이나 분성화한 생산 공쟁의 아웃소싱 (Outsourcing)이 대세이지안， 글로영 생산
네트워크가 오률화로 단일화되지 는 않는다 무엇보다 모율화 수영온은 기능주의적 단순
생얘 기초혜 있는 것으로 글로떨 네 트워크내 정보교환애서 발생하는 위헝과 이익올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두고상이한 갈동과 죠정의 정치를 파악하지 뭇하고 있다

생산세져화의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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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독일 쟁산 세계화의 독특성
다응 쩔 어 서 독일 독특성의 원인을 살며보기 이전에， 이 절어 서는 옥일 산업을， 특승1 자동
차 산업에서 생산의 세계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독일 생산

세계화의 흑징은 우선 국내 생산의 공동화라기보다는 국내 생산을 보완 강화δ←긍 방향으

로진행외었다는것이다
독일의 산업등 도 생산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 해왔다 독일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생산올
연구해옹 레인(Lane 2001)에 따르연 . 1 984년에서 1 995년 사이 옥일 기엉들의 해외 생산은 3
배 이상 증가하였나 특히 1 990년 퉁유혐의 개방으로 독일 기엉들은 생산비용 절감과 새 로
운 시장 개객응 꽉적으로 대대적으로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였다 이렇듯 급속히 증가8f.는
생산의 해외 이전을 두고 않은 신샤유주의자틀은 독일과 같이 높은 고용보호와 고임금구
조의 생산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주장
과 달리 생산의 해외 이전이나 투자가 곧 국내 생산의 약화나 공동화의 경향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독일의 자동자 산엽은 막대한 해외 이전에도 윌구하고 꾸준히 국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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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자동차스엠의 수흩입

치~I

산과 고용 창종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1 >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해외 생산은 1 993년 2액만 대에서 2007년 약 6액만 대
로 거의 3 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생산은 국내 생산을 축소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보완강회하였다 즉，독일의국내 생산은 1 99J 년 4백안대에서 2007 년 6.2 백만대로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독일 국내 생산은 국내 소비용이라기보다 대부분 수출용
이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총왼 옥일 자동자는 1993 년 2.1만 대에서 2008년 4.1
만대로중가하였다

〈그립 ?에서 보듯이， 독일 자동자 산업의 수출량은 93년의 550억 유로에서 2007년 1870
억 유로로 증가한 반연， 수잉량은 1 993년 260억 유로에서 2007 년 800억 유로로 증가했다
수출입 사이는 1 993 년 290억 유로에서 2007년 i0 7Ü 억 유로로 중가하었나 이는 생산 세계

화로 인해 독일 국내 생산의 국세 정쟁력은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니악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와 대멸되게 미국은 생산 세계화로 인해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3사의 국내 시장 갱유울이
1980년대이혜 1 5%이상갑소해왔다 (Ke ller 2003).

또한 국내 생산의 고용 증가의 측연어 서 살여보아도， 독일 생산 세계회운 미국과 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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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과 미국의 자동치 산엉

고용규모 연회

다 생산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되던 시기 국제 산영분휴

ISIC 34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풍

업체의 고용은 중가하고 있다 즉 1993 년 부융 산엉까지 합쳐 독일 자동차 산업 국내 고용
은 1993년 약 67 .3만 명에서 2007 년 약 74.5안 명으로 중가하였다 1995 년 독일 자동차 협회
회장 gpd첼(Henkcl)이 독일의 해외 생산 이전으로 국내 일자리가 매년 2 ，여XH ，여”개 줄 것
이라고 주장한 반연， 2어9년 독일 자용차 협회장인 비스안(M atthia Wi ssmann)은 생산 이

전으로 혜외어 서 두세 개 일자리가 장충윌 때 국내에 하나의 일자리가 새로이 안틀어지거
나 유지된다고 주장한나 즉 해외 생{!이 학내 일자리 창충에 긍쟁적으로 기여항을 강죠한
것이다α'AD report , 23rd

Dec. 2009 from www 、'da. de).

이는 특히 미국과 비교하연 그 의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그림 3>에서 보웃이 1 997년 자
동자 산업의 고용융 100으로 두었을 때， 옥일의 고용은 2αm년대

111 - 11 5 정도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반연， 미국의 정우는 1997년 고용 수준을 1 00 이라고 가정 했을 때， 고용수준
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06년에는 84의 수준으로 하약하었다 즉 미국의 성우는 지난

20

년 동안 자유무역과 λ뼈 화의 가속화와 함께 국내 자동자 산엉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중어
왔대 K이 ler 2003) 미국 자동차 산엉 노죄UAW: Th e Intemational Union , United Auto m<r

bile, Aerospace and Agricultural Implement Workcrs of A merica)가

미국 X많차 회λ별과

부융 회시들이 충국파 엑시코에서 해외 생{f-올 늘리기 때문에 국내 고용이 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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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독일 자동치 ~겁어 서 수직적 동앙 해체의 추세

고 비판하지만 실질적인 힘윤 영지 못하고 있다 많은 자통자산영 전문가들은 일본 경쟁사
틀의 생산성과 경쟁려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 자동차 회사와 부용엉제들은 더 않은 인썩
을 축소해야 하고 더 않은 공장들은 멕시코나 태병양의 싼 엉금 지역요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에 살아냥기 위해서는 미국 자동차회사와 부용엉제틀은 기올과 엔지니어링
에 이르기까지 해외 생산체제로 돌아서야 한다고 보았다(Keller2003)
결국 생산의 해외 이전이나 투자가 공 국내 생산의 약화나 공동화의 정향으로 귀결되는
것은아니다 옥일자통차산업의 생산세계화가보여주풋이 해외 이전은국내생산의 기반
유지와 강화로 작동하여 국내 생산과 고용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다른 한연 생산의 세계화는 기존 회사 내 작엉 공정을 따변화하여 야웃소싱하는 것과 통
시에 이루어졌다 이는 국내외 회사들 간 새로운 관계(inter-finn nζlat i on s)를 창충하는 것
융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 관계의 전 세계객 구축이란 측연에서 스터션을 위시한 많
은 G VC 이론가들은 각국의 생산 방식이 모플 방식으로 수형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tur

geon 2002; Garud el a l. 2003; Langloi s 2007)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기능주의적 예견과 달
리， 미국식 모플 방식으로 수렴되지는 않았다 생산 세계화 과정에서 옥일의 부뭉엉체들은
글로멸 모융 부용엽제듭에 의해 정식되지도 않았고 반대로 해외 생산 기지의 보완성율 강
화하는 가운데 정쟁력올 강화하였다 또한 원청업체와 부용엉체간의 관계도 미국식으로
하위제계(subsystem) 간의 상호 작용 부문을 E드화한 모융 방식이라기보다 묘드화되지

생산세계화의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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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Za nker (2007), .H. 3.2

• 독일 금속 및 전기 부문 엉체률과자동차부용업제 비교
〈그림

5) 독일 업체들의

해외 ε흩괴 온국회귀의 추01’

않는 정보까지 포항하여 많은 정보를 교환하는 긴일한 협조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우선， 독일오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의 산엉틀에서 보이듯이 생산의 세계화 과정에서 회

사 내 수직적 홍합 생산체제듭 해처I(di sintegrati o n

of verti cal i n tegmli on)하고 생산 꽁정융

파연회(frag men ta tÎon)한 후， 국내외 독자적 부풍엽제틀에게 생산 공정을 맡기는 야웃소성
의 경향윤 보여준다 산엉별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안 이것이 생산 세계화어 서 전반적인
추셰이다 예를 을연，<그립 4>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f-동차산업의 정우 수직적 홍합의
정도는 1 988년 약 35%에 해당하던 것이 1998년 정에는 약 2 5%로 축소되 었 다
과거에는 주로 거대 다국적 기염을만 해외로 진충했지만， 현재는 생산의 세계화로 인해
중소기입을도 해외로 진송하고 있다 ‘그염 5>애 요둥아 지웅차 산잉의 부용엽제들은 이

러한흐릎에서 선두에 있다

Fraunhofer [SI 연구소는

1 993 년 이래 2년마다독일엽제의 해외

진출윷 초사해 왔다 〈그링 5>에서 보듯이 1 995- 1 997 년 사이 자동차 부풍엉제를 중

37%

가 생산 공정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였나 이러한 추세는 1 999년까지 지속되다가 2000년
대들어서다소주충하는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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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항 접은 독일의 자동차 부용엽제블 포함한 많은 중소기엽을 충 상당수가 해
외 진출 약 J-5년 이내에 온국으로 회귀 (Zuriîckverla멍eru ng)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
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의 114에서 115이 온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본국 회귀의 이유 증 가

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과 부풍의 질 (q뻐 ity)이고， 그 다응으로는 유연한 생1.J.(flexibil i ty)
과 상용배달(d이 ivery) 의 문제가 주요한 원인이대Ki nk리 and Za nker 2007 ， 23 -3이 이는 아
래어 서 설명하겠지만 독일 기엉틀이 가격보다는 생산과 제용의 점(qua l i ty)에 경쟁 전략의
죠접올두기때운이다
보다 주옥할시질은 독일의 경우는 부용엽제등과 원청엽제 간의 거벼넌스 방식에서 미국
식 모율 방식으로 수명되지 않고 다른 모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영 -^KKwon 2004) 의 미

국과 독일의 자동차산엽에 대한 연구， 그리고 독일의 SOFI 딩에 의한 전기전자， 지동차 둥
전통적 제조업의 생산 공정 따연화와 아웃소싱에 대한 연구(Faust
초와 그링쇼(M iozzo and

et al. 2뼈)， 그리고 이오

Grimshaw 2005)에 의한 지식집약적 정보테크놀로지 (IT: Infonna

tion Technology) 산업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는 많
은 연구자들이 예상하던 모툴 생산양식으로의 수령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에
는 미국식 요률로 수영해 감 것이라고 주장하던 대표적 학자인 스터션과

GVC 주창자들초

자도 자풍차 산업어 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의 산영들은 이국식 오율로 수업하지 않
았고， 미국식 모률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응융 시인하였다(Stu멍eon

et al. 2008).

헤리젤과 자이흘린(Herri ge l a찌 Zeitlin 2009)이 비딴하듯이 의류 산엉같이 노동집약적
이고 최종 제웅이 지극히 단순한 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간 하위 시스템 간의 정보
를 E드화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E드화가 가능한 단순 흥정 산엉은 오히려 극히 드

울다는 것이다 더구나 스터견 둥{S turgeon et al. 2009)이 최근에 직접 시인하듯이， 자동차

등의 복장한 산업틀은 하위 시스탱을 간의 관껴 가 복잡하고 하나의 부분이 바뀌연 관계를
재규정해야 하기 때운에 산업 전제에 흉용되는 정보의 코드화{indu stry-wide standards and
cod i 뼈 t i on)는 대단히 어컵대Sturgeon el al. 2009, 307-308). 사실 대부분 산엄틀의 경우
지도 회사플(lead firms)과 부융회사들 간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다 즉， 비용‘ 위협‘ 그리고

이익의 'H분융 툴러싸고 영어지는 강풍융 어떻게 거벼년스항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생산세
계화의효과가나타난다
영 AI{K won 2004)와 스터션 퉁 (Sturgcon

cl al. 2이)9)이 직정 보여주듯이， 이국의 경우는

기업간 관계가 모융형 (modu lar l inkagc)이 라연， 독일의 경우는 상호 협력 모델(rclational
linkage)'이라고 한 수 있다 미국의 생산 세계화는 1990년대 주로 글로영 모융영제들에 의

생산세계화의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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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X똥치 모률업치 의

며신 19잊←2008년

해 이루어졌는데， 이틀 모융엽제틀은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틀의 회사을올 인

수합영 ( M&A ) 합으로써 단기간 내에 성장하였다 글로얼 모윤생산체제는 -.it드화-된 부
용 디자인틀을 배정으로 글로별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cconomy of scal e)흉 실현하는 이점
을 살리고 있다 또한 모를생산제제의 회샤간 관계(inter-finn relati ons)는 코드화원 정보에
안 의존하는 강웅적 시장 관계 (arms‘

length r이al lOns 이 adversarial relations)흔 특징으로

하였다( Sturegon 히 a1.2 α)9. 308-310) 그러나이러한이국식오둥방식은초기의예상과 g

리 효융적이지 옷했다 〈그링 (;>에서 보이듯이， 1999년어 서 2008 년 사이 미국에 기반한 거

대 모융 생산업체틀 중 상당수는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그립 P에서 보늦이 녹일 자융자 우움엽제의 킥내 생산과 고용응 해외 생산
의 확장에도 월구하고 꾸준히 국내 생산올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독일 지용차 부
풍엽제들은 1990년 딴애땅이 268억 유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 년에는 754억 유로로
중가하였다 고용도 1 993 년 위기 이래 꾸준히 중가하여 2007년에는 322αm영으로 증가하
였다 이는 독일 부용업체들이 규모의 정제툴 추구하기보다는 전문성올 강화하고 원청 빛

용댁정i 앤구 제떠집 제1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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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η 득일 자동차 부웅업체 띤매링과 고용

〈묘

1)

자동차엉치빠 부뭉업체 간의 임금비율
옥일

1990
1995
200 1
종저

’

일본

미국

1. 18

1. 14

1.28

1. 16

1.1 5

1.42

i ‘ 23

1.38 - 1.42.

1. 18

Spatz and Numnenkamp 2004, 116

이국은 2001 년에는 1.3 8， 2005 년에는 1.42

여타 하위체계 부풍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조융 속에서 혁신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
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독일의 회사간 관제는 모률보다는 엄위가 작고 대신에 전문성은 강
한 시 스 댐이나 점 포넌트릎 단위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Kwon
2αμ)

독일의 협력적 관계 는 원챙과 부웅업재의 임금 비용의 변화을 용해서 가늠해 울 수 있다

기엉간 관계는 원청회사가 일방적인 부용 가격 인하에안 정충할 경우 보다 대립적 시장적

관계로 가는 반연， 상호 간에 전운 기숱올 공유하고 협력을 용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관계 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수
가 부용업체의 임금 대비 원청엽제의 임금 비융이다
〈표 1 >öfl서 얄 수 있듯이， 생산 세계화가 가속화되언 1990년부터 2001 년 사이 옥일의 경

생산 세계화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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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부풍엽제의 임금이 자동차 업제의 입금에 비해 크게 저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

연，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부풍엽제 노동자들의 임금과 자동차업체 임금의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원청업체의 부풍엽제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이 독일에 비해
대단히 강했응을 보여주고 그 관계가 보다 약당적ψredatory) 대렵적 (adversarial) 시장판계

로 진행되었응옹 말해준다 융래닝퍼스엑티므 ( Pl anning Pcrspectives) 컨설딩 회사는 2002
년부터 2여7 년까지 매년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원챙엽제들과 | 차 부용엽제을과의 관계를
원챙 부풍엉제 관계， 원챙의 커퓨니커 이션， 원청의 도웅， 원청의 방해와부풍엉체의 이윤 기
회 등 5분야어 서 l 까지 지표를 풍해 조사를 했는데， 미국 최대 규모 자용차 회사 3 개와 부

풍엽제와의 판계는 영균에도 옷 이치는 약탈적 관계 (predatory r이ation s)임을 보여주었다

(Planning

Pcrs야ct i ves

07/061(4)

이에 반해 〈표 1 >에서도 얄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 원청 업

체와 부용업처 간의 관계가 시장적 대링 관계라기보다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갔다고
한 수 있디-(S palZ

and Numnenkamp 2004, 11 θ

또한 부용엉제툴과 원청업체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1 차 2자 부용엽제틀 간의 관계에서

도 독일의 경우는 미국과 감은 시장 관제 혹은 형식적 법적 겨 약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보
다 긴영하고 협역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원청엉제로부터
가격인하 앙력이 있을 경우. 1 차 부풍엽제는 그 비용이나 위힘을 그대로 아래 단계 부용엉
재들에게 전가시켰다 저자가 1 999년 수행한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

부용엉체들은-마치 울이 언덕 아래료 내려가는 것과같다(as ’ f water vere running down
1야 hîllf고 표현하고 있다 (Kwon 2 뼈 . 107) 예릉 을연， 크랴이슬레Chrysler) 회사가 2000
년 5%의 가격인하블 일방적으로 요구하자， 1 자 부풍영제들은 가격인하 요구를 즉시 부풍
체계 연쇄 (supply c hain)의 하위 부양엽제을에게 전가시쳤다 워드자동자세계(뼈띠 s

Auto

World)랴는 미국 자통자 산엽 주간지는 200 1 년 수행한 조사어 서 반 이상의 부풍엽제들이
.상위 부풍엉제들이 크라이슬러의 가격인하 요구릎 아래 단계 부용엉체틀에게 전가시켰

다”고 주장했다(Ward's Aulo

World 2(0 1108)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부용업체틀 간의 집단적 협력 판져 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과 같지는 ?i'll다 〈그립 8>에서 보웃이， 옥일 자웅차 부용엉제등의 세금전 수익윤 (U m
satzrel띠 Îte

VQr Steum)은 가격인하 앙력으로 인해 다른 영체들의 수익률에 비해 낮다 그런

떼 자동차 부풍엽제등 간 수익률을 비교해보연， 1 차 부용업체(first-tier sup p l i ers)들의 수익

률은 4.2%인 반면， 2차 부풍엽제들의 정우는 5. 7%로 2차 부용엉제가 더 농다 자풍자 엽제
등이 l 차 엽제인 시스탱 냥용엉체 ( Systerr←supp l icrs)틀에게 가격인하 앙혀흩 강하게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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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h cbung Inno、ratiOß in dcr Produktion 200 1, Fraunhofer ISI
〈그링 B) 독일 지동차 부웅업 체 이윤율

고 있지만， 시스댐 냥풍영제들이 곧장 점포넌트 영체들에게 전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κj nk cl and Lay 2뼈， 5) 이것은 1990년대 가격인하 압력으로 인한산엉 내 갈퉁이 심각한
때 이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용업체를 내부의 상대적 절속력이 강화되었기 때
문이다

rv.

독일 생산의 세계화 방식:
협의적 세계화(Bargained

Globalization)

미국과 달리 독일의 생산세계화가국내 생산의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네트워크의 발전으

로 귀결된 이유는， 우선 옥일 기업들이 전문성 강화와고용질 생산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경
쟁 전략으로 싱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 강화와 고임금-고풍질올 위한 생
산 엉그레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독일 특유의 -협의적 세계왜b，멍"야d

globalizationf 때문이라고 한 수 있다 선문성 강화와 고용질 전략은 생ÀJ을 해외로 이전
한지 딸지， 어떻게 이전항지， 국내 생산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엉전략을 두고 단지 주주를
만이 아니라 매니저 그리고 노동단체와 납풍엉체들 간 갈풍과 조정을 흥해 새로운 해결을
모색하는 가운데 발전왼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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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세계화 과갱어 서 독일 기엉들의 전략은 대부분 전문성의 강화와 고용질의 전략

으로 나타났다 예틀 을연， 생산 세계화의 효과블 측정하는 다양한 모댈 중에서 효올성 임
금 오 ~(effi cì en cy 、...，age m여 0\)에 따르연， 잉금의 증가는 생산성과 별개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임금 상숭과 생산성 향상은 정(+)의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 이
러한 판정에서 정헝적으로 분석한 슈파츠와 눔넨캄프의 연구에 따르연 총 공업 생산 운야

명균임금을 1 00으로한때 독일의자동차분야의 명균임금은 1 978-1982 년 1 1 7어 서 19951 999년에는 1 2 1 로 증가했으나 미국의 경우는 1 35어 서 \33으로 오히려 축소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가지생산고리에서 노동집약적 부풍은 저입금 국가로 아웃소싱하고 국내 생산은 전
문성을 보다 강화한 경우라고 항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
다-(Spatz

and Numnenkamp 2004, 114- 11 5)

〈그림 9>어 서 알 수 있듯이 옥일 자동차 산엉은 생산의 세계화와 더붙어 악대한 비용을
국내 생산의 전문화와 언구 개발비에 투여하었다 이러안 전운성 강화와 4풍질 션략은 대

기업안이 아니싹 중소 부용엉체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1 990년대 중반 이후 자통차 부
용엽제들은 가격인하의 앙력파 원청업체들의 동반 진충 요구에 따라 해외로 생산기지툴
이전하기 시작했나 그러나 이러한 해외 생산 이전은 국내 생산의 포기가 아니었다 〈그링
1 0>에서 보듯이 비록 | 차， 특히 2차 부용엉제들은 가격인하 압력에도 흥구하고 생산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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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독일

지웅치 우융업처 들의 경영전략 우선 순위

풍의 품질 (quality)을 경쟁의 최우선 순위로 운 시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디f(Ki nke l a찌 μy
2이셔)

Fraunhofer ISI 연구소의 2001 년 걱올 조사에 따르면， 독일 부품업체들은 가척인하 압혁
에 직연해 있지만 여전히 생산과 제풍의 질 (quality)에 경쟁의 주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킴 10>에서 알 수 있듯이， 지용차 산영에서 국제 경쟁이 격화됨 에 따라 가척인하 압력이

전 산업에 절져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 서 자동차산영이 아닌 기업틀이 단지 29%만 가
격을 경쟁전략 써 일 순위 (erster Li nic) 로 두는 데 반해 자동차부풍회사들은 명균 35%를 가
격에 경쟁전략을 두고 있다 주옥할 쐐은 자풍차생산자플과 직접 정하는 l 차 부풍엉채는

가격에 보다 인강하지만 2차 부풍업체들은 가격보다는 생산과 제용의 풍질에서 경쟁 전략
융찾고있다는것이다 즉， 1 차부융엽제툴중 43%는 가격에서 경쟁전략융잦고단지 23%
안 생산과 계풍의 실 (quality)어 서 경쟁 전략을 잦는다 이에 안해 2차 우풍엽제 (대우운 점

포년트 엽져 들은 32%만 가칙에서 경쟁전략을 잦고 약 얘%의 엽제틀은 가격보다는 생산
과 제풍의 질(quality)에서 경쟁 전략을 찾고 있다 요컨대 독일 대부분의 기엉들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는 동기는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잉구하고 여전히 생산과
제용의 질 (q uality) 선략의 중요성은유지외고 있다

생산세제화의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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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용질 전문성 강화 전략은 주주가지의 단기적 실현에 맞춘 미국식 결정 구조와
달리 여러 주요 행위μF틀 간 강풍 조정 협상의 과정 속에서 대안으로 제기 되었다 카(2005)

의 1 989 년에서 1 998년 사이 영국， 미국， 옥일과 일온 자풍자 부용엽제틀의 l 에개 전략적 투
자 결정 (Stratcgic

[nvcstmcnt Deci si on s)올 비교 분석한 경협 연구에 따르면， 독일이나 일

본은 앵글로 색슨 스타일 투자 결정과는 대단히 다은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 기업의 경우
1 994년과 1996- 1 998년의 두 번 조사에서 전략적 투자 절갱에서 자온 이익 걱 산 이 nancial
calω 1 "，써 의한 영향이 각각 4\ψo/o2f 45%인 반연， 독일의 경우는 1 989- 1 991 년 조사에는 자
본 영향이 15%, 1 996-98년 조사에는 1 8%로 자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
연 독일 기업듬은 가치 생산 관계(value chai n relations)나 생산전략의 상대적 이익에 따은
투자가 상대적으로 얘%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이나 영국은 주주 자본의 단기 이익 실
현올 중심으로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는 반연 독일의 경우는 장기적인 생산 전략에 초접을
두고 자온 이외의 다q맴} 측연들에 의혜 투자 결정이 이푸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 사에로 왜 독일의 세제화 과정이 -협의적 세계화-로 지칭되는지를 살

여보자 언저 대기업 원갱회사의 세계화 경우를 보자 vw은 독일의 -협연적 갈웅해결 모
델-(cooperati ve

conflictua[ solution

Sperling 2002 , 157)

mode l )의 전형적인 사예라고 할 수 있다 (Kädtler

and

독일의 생산세계화흘 혼히 ‘협의적 세계화- 혹은 -공통 절정응 용한 협

혁적 갈퉁해결‘ 모텔이라고 하는 이유는 독일의 공동 결갱저 제 (Mitbestimmung)의 법적 실

질적 제도로 인해， 노동자 대표들은 감독이사회 (supcrvisory board)에 자본과 용수로 창여
하고 임상 정영의 결정( management decision)에 상당한 영향력올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vw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자 명의회(ιlork s Council s)는 생산 세계화의 주요 이슈등
느 지역에 투자룹 확장항지 생산 거정틀 간 노흥 분엉융 어떻게 구성할지

•

어

융 자온측과

협의한나( Spcrling 2004: 199-200) 예흔 들 연， VW어 서 는 애년 열리 는 정영과 지역영 노동
자 명의회 간의 모임에서 노동자 명의회는 생산과 어셉블리간의 조정， 상이한 지역들 간의
생산능력 죠융， 그러고 노동자 애치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이때 특정 지역별 노풍자
와 경영 측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외부 부풍영자들에게 일거리률 내주지 않기 위

해 부품생산 공장의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참여한다 또한 중앙파 지
방의 노동자 명의회간의 긴일한 연계를 바당으로 해외와 본국의 생산 거접틀 간의 정쟁으
로 인해 노통자 권익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Kädt l er al띠

또한 ‘협의적 세계화-윤 흥해서

Spcrling 2002, 158-159).

vw 노동사등과 노초는 생산 이전을 풍한 자본 측의 일

방적 앙력을 저지하고 새로운 타협으로 국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취하기도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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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타협의 대표적인 사예 7f 바로 소위 알 'c는 -벤치마크 5000-5뼈 계획 (Benchmark
5뼈 x

5000 Conceptf이다 1990년대말 vw은신형앤모텔을온써서 디자인하고 2002

년부터 대량생산한 생산지로는 낮은 잉금을 고려해 남유럽의 한 국가플 선정했었다 그러

나 경영 측과 이사회의 최종결정에서 는 비용의 차이에도 풀구하고 독일의 두 곳어 서 생산
하기로 최종 절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독일 내 λ센 능력을 유지하고 기본적 기슬과 노하우

을 강화하고자 'c는 독일 엔지니어링과 매뉴팩쳐령 매니지언트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 또
한 옥일 내 고용 수준올 유지하고 총 5 ，뼈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옥일 노

조와 노동자 명의회 대요을의 이해도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협의 과%에서 노통자들은 또
한 외부 부풍엽제을과의 관계， 생산과정의 조직화， 노동시 간의 규제 ， 임금과 성과의 관계
퉁 다영맨} 부분에서 자온 측에 우효적인 합의 (HaUSlari fvenmg).도충에 협조하였다 캘국 자

본의 일방척 결정보다는 상호간 양보와 다협에 의해 조용되는 협의의 과쟁어 서 새로운 형
태의 생산양식이 퉁장하게 되었다(Kädtler and Sperling 2002 , 159)
다입러 벤즈.( Daîmler-Benz)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임러 벤츠가 생산을 세계

화 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올 개진하였다 독일 국내 투자를 유지
하기 위해 독일의 가장 강력한 금속노조(lG Me1a ll)는 다임러 벤츠 회사와의 협상을 용해
공장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 내용은 노조는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양보하는 반면
회사는 국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혐의 과정은 또한 기존의 생
산 당당 애니저들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 생산당양 애니저들은 다임러 엔츠의 엔진이나

추요 부용이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회사 전략에도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사회의 자온 측 논리에 대항하여 생산 당당 애니저와 노동자 명의회간의 합의를
용해 새로운 생산 전략과 기업전략이 수립되었대Kädtler and

Sperling 2002 , 162-163)

BMW의 경우도 vw이나 에르세데츠 벤츠처럽 상대적으로 독립척인 해외 생산기지들의
여러 생산과 조직적 시도들을 명가한 후 상호 벤치마킹을 흥해 새로운 생산방식을 모색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 세계화의 과정은

BMW 안악에서 심대한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흥해 이루어졌나 내부 갈퉁은 1999년 BMW 사장 띠에쉐츠리더가 축총되어 일반 대중'(the
publi c)에게 알려질 정도로 심각했었다 당시 영국 로버 ( Rover) 자동차 회사의 인수 건을 두

끄 일어난 갈풍에서 사장과 여타 고위 경영진이 다수 울러나게 되었던 것이다-{Lane 2001,

86-87).
비록 독일 기업듬이 세계화 과정에서 금융자본화의 전략을 취하기는 하지안 여선히 독
일 기업들은 생산주의적 관정(ProdUClionisl perspecti ve)을 유지하고 있고 엔지니어링과 애

생산서계와의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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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rling 2002, 157)

이는 미국파는 대별되는 방식이라고 항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세계화 과정에서 금융자본
의 우위와주주가치 우선의 원칙으로 제제틀 변화시쳐왔다 미국기영의 경우는 금융시장의
기관 투자가틀의 영향으로 인해 매니지언트의 초점이 생산의 -유지와 재투자~(retain

and

reinve sl)라는 생산주의적 판정 (produ이 ionisl focus)에서 주주가치 향상올 위해 ‘인력축소
와 이익의 재분배‘(downsi ze a때 di stribute)라는 금융자본 정책으로 연화해갔다{Lazon i ck

and O'Sullivan 2000)
이러한 ‘협의적 세계화·는 단순히 대기업 원청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마 앙에서도 살며보

았듯이， 1 990 년대부터 본격화된 생산의 세계화는 다국적 거대 기엉이나 글로얼 모율 방식
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소 부풍영제들의 해외 진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톡일의 중소 부풍
업체들도 중가한 가척 인하 압력으로 인해 동유럽의 저잉긍 지역으로 생산올 이전해야 했

다 옥일의 중소 부용엉제들은 국내 생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외 진충에 있어서도 원챙
엽제와여타기업들과협력적관제를유지하연서안정적으로생산기지이전올진행하였다
이러한 안정적인 협력적 관계는 저응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전반 독일 정
셰가 위기에 빠지고 가격 경쟁이 격화되자， VW올 위시한 원갱엉제들은 부용엽셰들에 대해
엄청난 가격인하 압력파 운송 및 개발 비용의 전가 둥 -부당한tunfairf 방식으로 압력올 행
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않은 부풍엽제들은 집단적으로 단결하여

저항하였다 ” 이 과정에서 약 8개의 다양한 산영들의 직놓단체들.J1oj 연합하여 하나의 거대
-부용업제 연합W(ArG cZ:

Arbeitsgemeinschafi Z ulieferindu stric)융 형성하였다 ~l ArG eZ는

한연으로 완성용 엽제틀과 협의 궁행올 유지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시쟁 작업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용 수링해 갔다 다른 한연으로는 세제화샅 비옷한 여러 도정를과 과제를 공동
으로 해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갈둥과 해절의 갱치흉 흥해서 독일 자동자 산업은 안정적인 협력적 관계를 수립

2) 1 990년대 독일 자동차산엉 내 원갱파 부종엉애틀이 강풍의 과갱애서 안갱적인 협쩍적 관계올 구
혹혜 가는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는 K‘。이2004) 특히얘옹장조하시요

3)

8개 직능 단셰듭은 '"이 scher Gie Be reiverband C.V (DGη Gesamtverband kun SI히이rπrnrbei
tende Industrie c.Y. (GKV); GTM/T VGT.Tcchnische Tel\ lilien Winschaftsverband der deutsc 이'"
K.a utschukindustrie c.V (wdk); WinschaftsveJφand Stahl- und Metallverarbeitung e.Y.‘ Winschalì s싸reinigung Meta l1 e e.Y. 퉁이다

4) 영자는 1 999년，2C뼈년 그리고 최근 2005 년 ArGeZ흉 방문하여 인터유흉 하였다 온 논문은 위의
경헝얘기초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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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바당으로 동유협을 비롯한 해외 진충에서도 협력적 관계플 적용하였다 예를 들

연， VW은 1 990년대 흐 위기 타개책으로 체코의 스E대SKODA) 회사 인수에 착수하였다
이때 vw은 제코 국내 부용엽제를 사용하기를 권하는 제코 정부의 요구흘 거절하고 독일

부용업체들의 제 E 투자플 강력히 유도했다 이러한 풍반 진충은 단순히 자동차 산엽뿐만
아니라 다흔산업에서도 볼수 있는 현상이다 (Bl띠，m 2뼈， 9)

요컨대 독일 기업들은 단독으로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기보다 원청 혹은 여타 협력엽제
등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소 부용업체들은 결E 난독으로 나
가는 경우가 극히 드툴다 항상 갇은 지역이나 같은 원청업제 밑에서 협력하던 엽제들과 함
께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왜 이러한 동반 진충이 지배쩍인가? 독일 SOFl 연구

소의 비트케(Volkcr Wittke) 교수에 따르연， 그 이유는 독일 기엉들이 기술적 전문성과 생산
잊 지l용의 질(q ual ity)옹 경쟁 전략의 중심에 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올 위해

서는 작은 영역이라 하더라도 높은 전문성과 용질의 신뢰성을 보장'f-는 것 L에가 보다 유
연한 협력올 가능하게 하는 기엉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옥일의 동반 진출은 반
드시 국내 경제의 공동회별 낳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
용했다 뿐만 아니라 생산의 해외 이전과동시에 옥일 현지 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혜 지역
정부， 직능단체 등이 기술， 정보， 협혁의 국내 네트워 크를 강화하고 있응을 2009년 4월 옐자

가수행한지역협력기판툴‘과의인터뷰를흉해서확인한수있었다

V , 결론
생산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렁 고입금과 높은 고용 보호 지역의 공동화
나 세계 시장의 기준에 맞춘 자유시장 오델로의 수령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다 온문의 독일
사혜에서 보돗이， 독일의 생산 세계화는 공동화로 나가기보다는 국내 생산의 보완과 강화

(co mplimentary s야。 alization)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미국과 대멸되는 양태이다 미국
의 정우는 주주 이익의 단기간 실현을 위해 저임금 지역으로 아전올 꾀 'r는 과정에서 국내

5) 이하는 2009년 4염 독일 SOFI 연구소의 비트케(Volker Wittke) 교수흉 비중한 몇몇의 연구자을과
연당내용에기호한다

6) Baden-Wurtlemberg lnternational, Baycrn lnnovativ Gese llschaft fuer lnnovation und Wissentransfer mb H, InduSlri e- und Handelskammer, IHK 등

생산새셰화의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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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냐 고용이 대체되는 효과용 보여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싱은 생산 세계화의 상이한 결과는 세얘화 방식 자이얘서 기인
한다는 것이다 즉， 옥일과 갇은 협의적 생산 세계화와 미국과 감은 자온의 일방적 결정체
제 하어 서의 세계화는 상이한 경과로 귀정왼다 온문이 보여주듯이 적일의 혐의적 세계화

에는 주요 행위자틀 간의 이혜와 강동융 초윤하고 해결하는 갱 i 에 세계화의 모습과 국내
생산재쩨 재연의 구체적 양태가 나타난다 미국과 달리 독일의 생 산 세계화는 자본분만 아
니라 조직 노동과 협역업체등 냐아가 직능단찌와 지역 갱부틀의 적극적인 개잉과 협의 과
정에서 생산 세계화가 국내 생산융 공흥화 8f는 것。l 아니라국내 생산융 한 단계 엉그레이

드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 었다 생산 세계화는 기능주의적으로 그 양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
니랴 주요 챙위자들 간의 갈둥과 타협의 정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생산의 세계화

가 모툴과 강은 단일 형태 로 수업될 것이라는 GVC의 기능주의적 정근으로는 이해하기 힘
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의 세계화는 단순히 보연척이고 추상적인 정제적 효
용성의운셰가아니라효융성옹조칙화하는정치의문제라고항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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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mACT
、성.rieties

of Production Globalization:
PaπIC비arity ofGerman Globalization

Hyeong Ki Kwon I 없J NatØ때 L>W，찌

By analyzing how Gcrman industric‘ , partlc비 arly the automobile induSll)', have globalized their own produclion and what impacIs thc globalization ofproduction has upon its do•
me잉 κ

production, this paper argues for varicties of produclion globalization, criticizing the

prevalent vicw$ of n∞ liberalism and glob베 얘 lue chain approach. Contra l)' 10 neolibcrals‘
a멍ument

thallhe production in the high-wagc countries wiU hollow -o ut whi le rnanufactur.

eπ '"0씨 ng prr잉 uction

10 offshore in order 10 Sιarch for low wages, German way of global

ization rcinforced domcstíc production by complemenlarily specializing their domestic and
offshore

prodυction.

[n addi tion , contrary 10 thc functiona lisl expectation of convergence

to the 、쩌rld bcst pmctice li ke modu le pnαJuction， Gennan production has developed componcnt-based specializatìon. Th e partic미 arity of German production globalizati on rcsu1ted
from the
actors

p이 i tica l

process of ~ba밍:ained globalization‘ in which not only main production

In이 uding ωpital

and labor but also tmde associations and regional govemmcnts par-

ticipated and deliberated together

Keywords: Production globalization , n∞ l ibcralism， German model ofproduction , global value chai n, bargaincd globa 1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