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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국정 과
제로 부상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
술발전과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가 큰 제조업에 대해서 재삼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제조업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
내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그것이 고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았다.
본 보고서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 잇따라 진출한 결과 어떠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
으며, 그에 따른 국내외 일자리의 양과 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밝히고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거시 데이터와 미시 데
이터를 두루 활용한 통계분석과 더불어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의류 등 4개 주요산업에 대한 사례 연구, 그
리고 미국과 일본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소개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국내외 일자리의 동학을 규명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해외투자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그 자체로는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으나,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고려
할 경우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비스판매직의 고용을
늘리고, 생산단순직의 고용비중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사례연구들에서는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의 연구개발직 일자리가 늘
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 기업들은 현지의 노
동시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해당 국가의 법제도 강화와 국제시민단체

의 감시 등에 따라 사회적 고도화(social upgrade)가 일부 진척되고 있음
을 드러낸다.
결론에서 연구진은 미국과 일본의 리쇼오링 정책 혹은 자본회귀 전략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투자를 해외에서 인위적으
로 국내로 돌리려는 정책보다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합리
화와 역량 제고를 제안하고 있다.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공장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특히 생산기능직의 경우
작업장 혁신을 위하여 노사가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
이 향후 구체적인 정책과 노, 사 주체들의 전략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이 연구는 2016년에 이루어진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현장 조사뿐 아니
라, 지난 10여 년간 저자들이 중국 등에서 발로 뛰며 조사하고 분석한 많
은 내용 또한 담고 있다. 저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아
울러 출판과정에서 꼼꼼한 교정과 교열을 해준 정철 팀장을 비롯한 학술
출판팀 관계자들에게도 연구진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 의
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 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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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의 골간인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삼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나
라 제조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하고자 하였다. 국내에 투자되었어야 할 자본이 해외로 나갔다는 관
점보다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가 구축됨으로써 국제분업구조
가 고도화되고, 그 중심에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놓여 있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특히, 고속 경제성장에 이어 최근에는 빠른 임금인
상으로 인해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풍부한 저임 노동
력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대상국으로서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베트남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
도 산업이며 해외 투자와 교역량이 많아 GPN 분석에 적합한 휴대
폰, TV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의류의 4개 산업을 사례연구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10여 년에 걸친 조사 기록을 토대로 한 질적 사례 연구
와 더불어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 위하여 양적 분석도 수행하였
다. 제2장에서는 거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로 해외투자가 일자리의
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진출결정요인과 직종별 고용량 및 고용비율에 미친 영
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고용관계와 해외진출의 관련성을 작업장혁
신을 매개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계된 미국과
일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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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일자리는 이렇듯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를 통
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GPN 내에서 경제적 고도화와 더불어
사회적 고도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시각에서 접근되고 분석되
어야 한다.

2.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용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제2장은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징을 정리하고 제조업 78개 업종 2001～14
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비교적 큰
폭의 등락을 겪으면서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속도는 국내 생산 및 자본축적 속
도보다 2배 이상 빨랐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제조업 생산 규
모 대비 해외직접투자 스톡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해외직접투자 증
가 속도는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투자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하
고 있는 것은 개도국에 대한 투자이다. 2015년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
로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개도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3.0%,
선진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0%이다.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 아시아의 비중이 매우 높다. 투자목적별로 보면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시장진출 및 기술도입을 위한 투자 비중이 높
고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중국과 아세안 국
가 등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수평적 FDI, 개도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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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는 수직적 FDI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산업
별로는 전자, 자동차, 금속 등 규모가 큰 산업이 해외직접투자 규모
도 크지만, 국내 자본스톡 대비 해외자본스톡 비율은 가죽, 의복, 섬
유 산업이 오히려 더 높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 개도국에 대
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해외직
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산업 간 투입-산출 구
조에 의해 확산되고 증폭된다. 어느 한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해당 산업의 고용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단, 이러한 산업 간 부정적 외부효과도 선진국에 대한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고,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에
만 유의하다.
제2장의 분석 결과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가
투자지역과 목적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며, 산업 내 직접효과뿐 아니
라 산업 간 간접효과도 크고 유의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투자 지역 및 목적에 따른 차별적 대응과 산업 간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정책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제조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및 고용관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존 연구는 많지 않다. 본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료에서 2005～13 균형패널을 구축하여 해외진출 결정요인과 전체
고용량, 그리고 직종별 고용량 및 고용비중에 미친 영향과 작업장 혁
신과의 상호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해외시장 비율이 높고 선도형 혁신을 하는 사업체는 예상
대로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자산이 크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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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해외진출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작업장 혁신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해외진출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로써, 생산관리 및 조직 역량이 뛰어날수록
해외공장 진출과 운영에서도 자신감을 갖는다고 해석되었다.
고용량에 미친 영향은 시스템 GMM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
과 전체 고용량에 미친 영향은 음의 부호로 나타났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직종별 고용량에 대한 영향에서는 서비스판매직에 대해서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냈으며, 다른 직종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구성비(고용비율)에 대한 영향에서
도 서비스판매직에 대해서는 유의한 양의 부호가 나타났으며, 생산
단순직에 대해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이로써, 다른 요인들
을 엄밀하게 통제할 경우 해외진출은 전체 고용에 대한 영향은 모호
한 가운데, 서비스판매직 고용을 늘리며, 상대적으로 생산단순직의
비중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진출은 작업장 혁신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일수록 모공장의 역할이 더 많이 기대되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해외진출이 초래할 수도 있는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특히 생산단순직에 대한 음의 영향을 상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혁신을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이 강화될 필요
가 있을 것이란 시사점을 얻었다. 그렇지만, 업종별로 작업장 혁신의
양태나 해외진출과의 상호 관계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연구
결과와 보완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4. 휴대폰산업 사례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등 휴대폰산업의 국제경
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의 부상이
현저하다. 중국업체들의 부상은 애플 등 미국의 주문을 받아 생산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폭스콘 등의 역할 확대에 힘입은 것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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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대만계 기업의 설비와 설계, 일본의 소재,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의 개발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강자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과 연관되
어 있다.
이들에 비해 폐쇄적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A사는
관세 장벽이 높은 인도와 브라질을 제외하면 국내 구미공장과 중국
의 톈진, 후이저우,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인근 2개 공장에서 휴대폰
을 생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입지들간
생산량의 배분은 구미에서 톈진, 후이저우를 거쳐 베트남으로 급속
히 중심이 이동하였다.
A사의 국내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억 대 내외에서 3천만
대 이하로 급속히 떨어졌지만, 고용은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났는
데, 이는 글로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연구개발과 디자인 인
력은 물론 테크니션과 마케팅 인원도 비례해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내 조립공의 비중은 현저히 떨어진 데 비해 생산기능이 기본 미션
인 중국공장들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났다가, 생산량이 베트남으
로 이전되면서 다시 줄어들고,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11만 명을 고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와 부품협력사들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 활동을 위하여 고
용을 늘릴 뿐 아니라, 임금수준도 높이고, 특히 전자산업시민연대
(EICC)나 China Labor Watch와 같은 국제시민단체의 감시 속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파견과 실습생 고용을 지양하는 등 사회적 고도
화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국내외 고
용의 양과 질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베트남 공
장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소재 부품 생
산과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모공장의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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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V 및 디스플레이산업 사례
제5장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현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의 TV 및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GPN 확산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
의 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현장 조사 기업은 총 10개인데, 크게 두 종
류로 대별된다. 우선 TV 완성품 조립과 관련된 기업이다. 한국의 본
사인 TV 완성품 제조기업, 중국과 베트남으로 진출한 TV 완성품
제조기업, TV 부품 공급 기업을 조사했다. 그다음 디스플레이 제조
와 관련된 기업이다. 한국의 본사인 디스플레이 제조기업, 중국과 베
트남으로 진출한 디스플레이 제조기업, 디스플레이 부품 공급 기업
을 조사했다.
TV 및 디스플레이 제조 산업은 제품의 표준화와 모듈화가 대단히
많이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GPN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
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본사는 핵심기술과 인력을 국내에 남
겨 두고 기타 생산 활동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제조에 유리한 지역으
로 재배치해 나가고 있다. 본장은 GPN의 재배치 지역이 중국에서
점차 베트남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장은 TV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중국적 맥락을 중시한다. 중국
의 TV 및 디스플레이 시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하
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점유하는 기업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TV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중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점차 제고되고 있다.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인 BOE의 중국 시장 점유율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동시
에 제고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에서 퇴출되고 있고, 그 공백을 대만계 기업이 메우고 있다. 디스플
레이 제조 강자였던 샤프를 인수한 대만계 기업인 혼하이의 동향이
주목된다. 본장은 한국, 중국, 대만계 기업의 삼각 경쟁 구도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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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망할 때 아키텍처(architecture)의 관점에서 한국계 기업이 누
리는 ‘일등의 이점’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장의 사례연구에서 중국으로 배치되었던 TV 및 디스플레이 제
조 생산라인이 베트남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의 양과
성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
국에 배치되었던 생산라인이 베트남으로 재배치되기 시작한 2014년
을 전후로 중국의 고용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GPN의 공간적 재
배치의 의도를 보여주듯이, 중국에 고용된 대부분의 노동자는 오퍼
레이터이고, 테크니션과 R&D 인력은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오퍼레이터 가운데 실습생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것도 주목된다. 이
제 중국 내에서 GPN의 사회적 고도화 효과는 낮다.
한편 TV 제조 산업은 성숙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품의 생명
주기 이론에 따르면, 제품 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성격과 종류
는 초기, 성장, 성숙 단계마다 다르다고 한다. 즉, 초기 단계에서는
과학과 엔지니어링이, 중기 단계에서는 관리 노동이, 후기 단계에서
는 비숙련 및 반숙련 노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숙산업
이라고 알려져 있는 TV 제조 산업은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부단히
혁신이 발생하고, TV 제조 산업과 정보기술산업이 접목하면서 새로
운 TV 제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TV 제조 산업에서도 과학과 엔지니어링이 여전히 중요하다.

6. 자동차산업 사례
자동차산업은 생산자주도형 상품연쇄가 발달한 전형적인 자본집
약적,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서 브랜드 업체가 해외진출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업체 등과도 구분되면서 부품업체들과
동반 진출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들의 해외진출은 중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2년 A사가 진출한 이후 2016년 4공장이 건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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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본장에서는 A사와 동반 진출
한 대형 부품업체 W사와 X사 사례를 포함하여 3개 회사에 대한 10
여 년에 걸친 반복 방문 조사 내용을 통해 국내외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완성차업체인 A사의 경우 중국 내 고용이 생산량 증가에
비례하여 매우 빠르게 늘어났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임금수준
이 상승하고, 공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보호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중국뿐 아
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해외공장을 잇따라 건설해 왔는데, 상대적으
로 국내 생산량은 정체해 있었다.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 인원을 정규
직으로 전환한 것 이외에 생산직의 순수한 증가 효과는 미미하였으
며, 연구개발직과 사무관리직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부품업체 W사와 X사의 경우 베이징 공장에서 총고용과 비
례하여 생산직 인원도 빠르게 증가하여 생산법인으로서의 특성을 여
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증가 속도는 W사가 더 빨랐다. 국내에서도
W사의 고용이 1.8배로 늘어난 반면, X사의 고용은 10%도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품목과 공정의 차이와 더불어 임금
수준, 노사관계, 미래 전망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
되었다.
이상으로부터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자동차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구개발직과 사무관리직
중심의 고용 구성 변화만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부품
업체들의 경우 해외공장 건설 이후 핵심부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
아 국내 고용의 양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구체
적인 양상은 기업의 공정과 사업 양태, 노사관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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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류산업 사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하여 국제 교역량이 많은 의류산업은
거대시장을 배경으로 한 빅바이어들의 전략과 무역규범의 변화에 따
라 주요 생산지가 변동해 왔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다층적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 속에서 일찌감치 중간자적 위치를 차지해 왔
는데, 중남미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운영해 왔다.
최근 베트남이 새로운 투자적격지로 부상한 것을 고려하여 주로
베트남에 진출한 4개 대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을 고용하면서 봉제 업무를 완
성시켜 주로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
에서 기획, 디자인과 개발, 영업, 구매와 납품 물류, A/S와 금융 등에
서 한국 본사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사 기능과 관련하여 이들 대기업에서는 관련 직종의 인
원들이 빠르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사업의 확장에 따라 국내 고용도 늘어났으며, 그것은 주로 영업인력
과 R&D 인력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행해 오던 샘플 제작 업무 등을 신속한 개발을
위해 베트남 현지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바이어들의 전략에 따라 향
후 개발과 구매 업무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까지 베트남 내에서 한국 기업들은 공정 합리화와 린 생산방
식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높여 왔기 때문에
생산 법인으로서의 미션을 충실히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
에서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도 꾸준히 개선
해오고, 임금 조율을 통해 파업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고
도화도 병행해서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동대문 클러스터의 고도화 등 향후에도 섬유의류산업
의 발전과 그를 통한 고용 유지, 창출을 위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섬유의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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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개발 활동에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8.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과 리쇼오링 현상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구제하
고 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시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생산 공정과 제품 디자인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
고, 그러한 연계는 바로 입지의 중요성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여
기서 입지는 지역적으로 착근된 산업 생태계, 이른바 ‘산업 공유자산’
이라고 일컬어진다. 혁신 성과를 제조업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
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혁신 네트워크의 활성화, 중간 숙련수준의 제
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 투자, 외국인 투자의 유치,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지원서비스의 확충,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전
환 등의 전향적인 제조업 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이는 기존 연방정부
의 정책기조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미국 제조업 고용규모는 그 이전의
약 2/3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는 백인 중산층 붕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제조업 고용 상실은 자
동화 효과보다는 세계화 효과, 즉 오프쇼오링에 의해 야기된 것이 더
크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경제의 보호주
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010년 전후로 환율 저하, 천연가스 가격의 인하, 단위
노동비용의 인하 등과 같은 비용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전, 미국 소
비자 인식 변화, 혁신과 숙련 인력의 중요성,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
이 결부되면서 일부 미국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국내로 회귀하는 현
상, 즉 리쇼오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회의론과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향적인 제조업 정책과 리쇼오링이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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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혁신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이다.
이는 산업이나 기술 선별을 용인하여 선별된 산업이나 기술의 확산
효과(spill-overs)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선별된 기술이나 산업은 주
로 범용기술(예 : IT, 나노, 바이오 기술)이고, 이러한 기술이나 산업
이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기존 기술 및 산업들과 융․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생산과 혁신이 지리적
으로 착근되어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고, 참여하는 경
제 주체들 간 관계는 가능한 한 수평적이어야 한다. ‘갑을’ 관계로 나
타나는 우리나라 재벌 중심의 산업 생태계처럼 파편화되고 구획화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리쇼오링 고용효과의 딜레마와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숙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상대적인 비용 변화가 발생하
며 일부 미국 제조업체가 국내로 회귀하는 리쇼오링과 같은 경제적
균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 미국 임금비용이 중국의 그것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비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회귀한, 즉 리쇼오링한 제조
업체는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리쇼오링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 생산규모와 노동생산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것의 고용효과
는 기대한 만큼 크지가 않는 리쇼오링 현상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간 숙련 부족과 신규 투자 부재는 제조업 리쇼오링
효과를 제한시키고 있다. 너무나 많은 제조업 고용이 상실되었기 때
문에 무형의 제조과정 노하우와 숙련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정부
의 인센티브를 기대하지만 새로운 입지에서 신규 투자는 꺼리고 있
다. 미국으로 리쇼오링한 제조업체는 숙련 인력의 구인난에 허덕이
고 있는 것이다. 소위 리쇼오링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리쇼오링한
기업이 국내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제조과정의 노하우와 숙련
을 유지하고 창출할 수 있는 풀(pool)로서 일정한 제조업 고용규모는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이 주도하는 서비스경제로 경제를 전
환시키려는, 제조업과 연관이 없는 비관련 다각화가 아니라 이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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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관련 다각화 전략을 통해 제조업의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9. 일본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전개와 일자리 변동
일본 제조업체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엔고, 저출산, 고령화
와 가격파괴에 의한 국내 수요 감소, 아시아 지역 발전에 의한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는 형태로 생산거점을 해외에 설립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전개하였다. 대외직접투자액은 과거 20년간 약 5.5
배 증가하였고, 해외 현지 법인의 이익은 6～7배, 종업원 수는 약 2.7
배 증가하였다. 생산에 필요한 부품 등의 조달처는 해외 진출국 내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판매처 비중도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진출국에
서 증가하였다. 제조업 해외 투자는 기본적으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최적지 생산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일본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0년 1,505만 명을 정점으
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997만 명이었으나 그 후 증가
세로 돌아서 1,030-1,040만 명으로 회복하였다. 과거 20년간 국내 제
조업 취업자 수는 상대적으로 생산 공정 종사자가 크게 줄고 전문적
/기술적 종사자, 사무 종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해외투자 기업이
비투자 기업보다 국내 고용량을 더 많이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14년 이후 해외 투자액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국내 투자액이 증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조업의 국내회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국내회귀도 대부분 신규 투자를 동반하지 않으며, 일본 내수시
장용 제품이 국내회귀의 주된 대상이었다. 국내회귀는 해외 현지법
인에서 품질이나 납기 등 생산 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엔저로 국내생
산의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급등 등
생산비용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해외 현지법인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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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할 수 있는 형태로 납품 기간의 단축,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공
정의 완전 자동화나 생산기술 혁신 등을 꾀하는 국내회귀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회귀는 지산지소/최적지 생산 투자 가운데 매우 한정적으로
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 요인은 일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국
내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생산과 판매 네트워크가 확립
되어 있어 그것을 깨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본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먼저 우리나라 제조업
의 해외 진출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어
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진단하여 그것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제조업 국내회귀의 가
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때 인구구조의 변화, 내수나 인건비의 동향 및 국제비교, 경제적 효
율성, 국내외 생산/판매 네트워크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국내 생산
의 장점과 단점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0. 결 론
본 연구로부터, 국내 자본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증가해 온 가운
데,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까지 고려한 결과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미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서비
스판매직의 고용량과 고용비중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생산
단순직의 고용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적 분석 결과는 4개 업종 대표기업 및 이들과 동반 진출
한 부품업체들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 사례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
석으로 확인되지 않는 연구개발직 등의 증가 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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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진출이 생산단순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작업장 혁
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본고의 중요한
의의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직 이외에 영업직 등의 숙련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통계분석뿐 아니라, 의류산업 사
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자본의 리쇼오링을 중심으로 한 고용대책
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한 현재 시점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 또한 리쇼오링의 사례가 기대만큼
많지 않고, 회귀 이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화 투자를 함으
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되며, 무엇보다 숙련 기반이 이미 무너져
서 돌아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본의 회귀 여부가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합리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며, 당분간 모공장의 중심성을 유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공장의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
산기능직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하여 작업장 혁신의 모멘텀을 유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울러 해외공장에서도 경제적 고도화
와 더불어 사회적 고도화를 이루어야 로로드, 즉 바닥을 향한 경쟁적
질주(race to the bottom)를 막고, 혁신을 통한 하이로드로 갈 수 있
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서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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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창출 능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 더불어 제조업
강국의 면모를 갖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오히려 높아져서 2010년대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비
중은 1980년대 3저 호황 이후 줄곧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2년 현
재 17% 선에 불과하다. 이는 1988년의 28% 수준에서 11%포인트나 감소
한 것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감소 속도가 빠른 편이다.
제조업은 기술발전, 무역수지, 산업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요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에 미치는 양적 영향 이외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시되어야 할 산업
이다. 더욱이 제조업과 관련한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무역 및 법률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역시 제조업의 성패에 좌
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해외로 투자
되었던 자본의 환류(reshoring)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자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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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효과도 적지 않다(제8장 참조). 이보다 앞서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제조업의 국내 회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중국,
동남아 등지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국내 역투자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제9장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고용, 부가가치와
소득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전략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
히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인 중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분업
전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그러한 거시적 환경 변화가 일자
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숙련과 직종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효과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의 범위 한정 필요성과 연구대상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 분업구조를 중심으로 제조업 공동
화 우려와 국내로의 회귀 가능성을 동시에 점검하고, 일자리에 대한 효과
를 중심으로 산업 및 투자 전략을 재조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해외투자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일자리
의 총량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다. 또한 그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었더라
면 고용을 창출했을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하에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1). 그렇지만, 국내 임금수준의 지속적 상승 추세 속에서 한계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과정일 수 있다. 더
욱 중요한 것은 해외진출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
득하는 과정일 수 있으며,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
공장 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Lee & Jung(2015)은 이와 관련하
여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규모효과는 해외진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이 유지되거나 강화됨으로써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이다. 그리고 이때 고
용은 생산기능직(조립공)보다는 기술직이나 영업직 등에서 늘어나게 된
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할까? 참고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 하나인 LG전자와 현대
자동차의 직종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1] 및 [그림 1-2]와 같다.
엘지전자의 경우는 생산직의 비중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연구개발 인
1) 명시적으로 이러한 가정하에 분석한 연구로는 김혜원(2005)을 들 수 있다.

제1장 서 론

5

력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여 고용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해외현지공장에서 생산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기능직 수요는 줄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제품에 대한 개발 수요는 부단히 증가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해외생산공장을 잇따라 건설해온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이러한 변화가 적은 폭으로만 일어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업종별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와 제품다양화의
차이에 따른 것일까, 아니면 노조 효과로 인한 것일까?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닌 연구는 제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글로
벌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나,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것이 국내
외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본 연
구는 그러한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연구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과 투자 및 무
역, 기술 및 숙련 수요 변동을 고려하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
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업의 중요성
과 빠른 국제화 전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그림 1-1] LG전자 직종별 구성 변화

자료 : LG전자 사업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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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제대로 규명되어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2) 제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에 따라 산업공동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의 양과 질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없을 것이
다. 따라서 국제분업구조라는 큰 틀에서 산업과 고용의 변동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미국의 투자 환류(reshoring) 정책 등과 비견되는 국내의 제
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
[그림 1-2] 현대자동차의 직종 구성 변화

주 : 2010년 이후는 위 직종기준으로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음.
자료 : 현대자동차 사업보고서, 각 연도.

2)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안상훈 외(2013) 등이 있었으며,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경희 외(201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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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범위로서 동아시아 국제분업구조와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국 오바마 정부의 리쇼오링
정책이 구체화되기 수년 전부터 학계에서는 제조업의 재생(revitalization)
혹은 르네상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정책 개발과 여론
조성에 기여한 바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국인 중국
에 인접해 있으면서 지난 10여 년간 중간재, 부품 수출 등으로 고부가가
치를 향유할 수 있었으나, 중국의 빠른 인건비 상승 추세 및 산업구조 고
도화와 이에 따른 자본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재이동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를 고려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전략
이 도출되어야 한다.
한편, 국내 자본의 해외진출은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지만, 반대로 진출대상국에는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
약 국내의 임금수준이 상승하여 국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노동집약적
공정을 해외에 마련한다면, 국내 고용은 질적 전환을 하게 되고, 해외에
서는 개도국에 절실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렇지만, 개도국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턱없이 낮은 임금과 긴 노
동시간, 심지어 노동 인권의 문제까지 동반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국제분업구조를 형성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만약 그러한 질 낮은 일자리
가 만연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혁신을 통해 고임금에 대
처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외로 이전하여 인건비 절감 효과만 겨
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점에서 국내 자본의 해외진출에 따른 해외
고용의 질을 조사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단지 외교와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일자리에 대한 영향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이해
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의 10여 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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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동태적 변화를 관찰, 해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어
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와 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글로벌 상품연쇄(Global Commodity Chain) 이론
등이 큰 도움이 된다. GCC는 미국의 사회학자 제레피로부터 기인하는데,
국제적인 상품연쇄의 거버넌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3) GVC는 마이
클 포터 등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이다(Porter, 1990). 이들보다 최신의 이론적 경향
으로서 GPN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리학에서 발달
해 왔으며, 여타 경제학 분야 및 사회학 등과의 교류 속에서 내용이 풍부
해지고 있다4).
또한 국경을 넘어선 투자와 무역,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기업
경영의 여러 단계, 그리고 기업 내외 여러 주체들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다
양한 측면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론과 고용관계론 이외에 경제지
리학, 사회학, 국제경영학 등 다학문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연구 대상이 복잡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다양한 측면
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 이론에서 그동안
노동과 관련해서는 실증적인 논문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간 생
산과 부품조달, 판매의 네트워크 이외에 기업 내 고용관계는 GPN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영역인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
용관계론의 국제적 전개 및 확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3]은 이와 관련하여 스마일 커브라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GPN과 국제분업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기업 경영활동의 단계별로 가
치사슬을 상류에서 중류, 하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부가가
치의 창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상류와 브
랜드 가치를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하류가 가공조립보다 부가가치가 높

3) Dicken, Kelly, Olds, and Yeung(2001), 그리고 Gereffi and Korzeniewicz(eds.)(1994)
등 참조.
4) Ernst and Kim(2001) 그리고 Henderson, Dicken, Hess, Coe, Yeung(2002) 등을
참조.

제1장 서 론

9

기 때문에 그래프는 사람 얼굴의 미소 모양을 띠게 된다. 대만의 컴퓨터
업체 Acer의 창업자 Stan Shih로부터 유래한 스마일 커브는 컴퓨터 산업
에 응용한 Wei, Li, & Ning(2010) 등 많은 경제, 경영학자들의 실증을 거
쳐 현재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기업 내 관계를 넘어서 산업
간, 국가 간 무역과 부가가치 흐름에 적용하려는 탐색적 시도들도 잇따르
고 있다.5)
[그림 1-3]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개도국들이 제조 단계 혹은 가치사슬
의 중류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단히 기술력을 축적하여
R&D 활동에 도전하고,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려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A/S
와 금융, 마케팅 등에 주력하여 자기 브랜드로 수출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대 이근 교수는 일련의 저작을 통하여 한국 기업들이 OEM
업체에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나아가 OBM(Original
Brand(name) Manufacturer) 업체로 변신하게 되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근 외, 2008; 이근, 2014).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개방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치사슬의 상류와 하류에 특화하고, 중류의 노
동집약적 생산공정은 중국에 특화하는 분업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런데 중국은 물론 베트남도 이러한 한국의 발전 과정을 잘 알고 있
으며, 따라서 개도국 기업들 역시 상류와 하류 부문으로의 확장을 위해
무던 애를 써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동아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은 중류
부문의 가공과 조립 활동에서 인건비 수준의 급등에 대응하여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상류와 하류 부문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재(2016)는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와 식
품,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4개 업종 대표기업들에 대한 수년간의 추적 연
구를 통하여 [그림 1-4]와 같이 기업들의 업그레이드 경로가 다를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5) 최근의 이러한 경제학적 시도들에 대해서는 Ye, Meng, & Wei(2015), Inomata(2013)
등을 참조하시오. 한편, Shin, NC. Kraemer, and Dedrick(2012)에서는 스마일 커브
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는 총마진의 경우이고, 총자산수익률이나 주당수익률 측
면에서는 평평한 곡선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스마일
커브에 따른 가치사슬의 분해와 국제적 전개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제출되어 있
다. Mohiuddin & Su(2013) 등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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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가치사슬과 스마일 커브의 동학

자료 : 필자 작성.

[그림 1-4] 4개 사례 기업들의 스마일 커브에서의 업그레이드 경로

자료 : 조성재(2016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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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초기 가치사슬의 중류부문에 특화하다가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
을 구비하는 과정을 경제적 고도화(economic upgrade)라고 한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이러한 경제적 고도화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
러나 그것으로 충분한가? 국제 고용관계 및 GPN과 관련한 최근 논의는
경제적 고도화가 사회적 고도화(social upgrade)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Barrientos, Gereffi, & Rossi, 2011; Cumbers, Natviel, &
Routledge, 2009; Milberg & Winkler, 2011). 사회적 고도화는 ILO의 괜
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에 기반한, 노동 중심의 접근법이다. 결국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의 조화 속에서 개도국의 산업적, 사회적 입지
를 확장해나가는 과정으로서 경제발전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을 요구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Bernhardt(2013)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발달한 의류산업
을 소재로 하여 실제로 경제적 고도화와 사회적 고도화가 어느 정도나 일
어나고 있는지를 계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는 두 가지
고도화가 모두 진행되었지만, 일부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은 다운그레
이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적 고도화가 항상 사회적 고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고도화는 사회적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한편, 중국이나 베트남뿐 아니라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모두 모
국(home country)에서 발전한, 그래서 숱하게 경험하고 익숙해진 인사노
무관리를 현지에 적용(application)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진출 대상국(host country)의 제도와 관행에 적응(adaptation)하려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국제 고용관계론에서는 이러한 적용과 적응의 동
학에 대하여 여러 연구를 제출해온 바 있는데(대표적으로 Edwards,
Colling & Ferner, 2007), 이러한 동학은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앞서 언급
한 경제적, 사회적 고도화와 함께 전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고는
그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산업별
대표기업을 사례로 한 접근이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산업별 대표 기업 및
그들과 동반 진출한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분석은 거시경제에 비해 구체
성을 부여하면서도 개별 기업의 경영을 넘어선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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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론 거시적으로, 통계적으로 일반화된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다시 본 보고서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GPN)’의 확산으로 과연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가? GPN이 확산되
는 만큼 고용의 양도 확대되고 있는가? 만약 고용의 양이 확대되고 있다
면, GPN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위계들(hierarchial layers)’ 가운데 어
느 위계에서 확대되고 있는가? 또 그 확대된 고용의 질은 어떠한가? 확대
된 고용의 양이 GPN의 내부적 요인 때문인가 아니면 GPN의 외부적 요
인 때문인가? GPN이 확산되고 있지만 GPN의 다양한 위계들 속에서 고
용의 양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또 고용의 질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
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같은 일련의 문제들에 대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
GPN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위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태성’ 때
문이다. 이 동태성은 GPN의 위계들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이 발생하고,
어떤 사업은 도태되고 신규 사업이 추가되며, 어떤 사업은 공간적으로 재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 GPN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동태성은 GPN
과 GPN 사이에서 전개되는 치열한 경쟁 때문에 발생한다. 험프리와 슈미
츠(Humphrey & Schmitz, 2002 : 1020)가 지적하고 있듯이, GPN을 형성
하는 ‘선도 기업(lead firm)’은 공정․제품․기능․부문(사업) 간의 고도
화를 조절하면서 위계들을 통합해 나가는데, 선도 기업의 이 같은 조절의
능력, 강도, 폭, 속도에 따라 선도 기업 및 각 위계들의 비즈니스의 승패
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고용의 양과 질도 결정된다. 휴대폰 사업의 글로
벌 강자였던 노키아나 모토로라의 몰락과 그 후에 발생했던 고용의 재편
은 이를 잘 말해 준다.
GPN에 내재되어 있는 이 같은 능동적 성격 때문에 GPN의 확산에 따
른 고용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GPN 학파’가 GPN
의 구축 방식과 진화, GPN으로의 통합과 배제의 조건 및 결과를 분석․
해석하는 등 많은 학술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GPN을 분석할
수 있는 조사 방법론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Hess and Yeung,
2006 : 1199～1201; Henderson, Dicken, Coe and Yeung, 2002)도 GPN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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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 이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GPN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GPN의 확산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GPN에 참여하는 각 위계들의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면, 그 축적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위의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 대답이 전적으로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GPN 확산과 고용의 관계는 GPN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
문이다. 따라서 그 대답은 추세를 반영하는 대답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0여 년에 걸친 추적조사는 물론 내외부 요인을
엄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종합적 이해
에 도달해 보려 한다.
한편, OECD, WTO, UNCTAD가 G20 정상회담의 요청을 받아 2013년
8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상정한 보고
서도 GPN 확산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의 변동 추세를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답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첫째, GPN이 유발하는 성장은
필연적으로 덜 생산적인 활동으로부터 더 생산적인 활동으로 자원을 재
할당하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부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고용 조건이
개선되더라도 다른 일부 노동자들은 실업을 경험하거나 혹은 그들의 업
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며 실질임금이 저하할 수 있다. 둘째,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을 촉진하고 대체된 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주
기 위해서는 잘 고안된 사회정책과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이 필요하다. 셋
째, GPN 내에서의 기술적 진보를 달성하고 GPN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숙련 노동이 필요하다(OECD, WTO, UNCTAD, 2013).
GPN 확산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제레피(Gereffi, 2013, 2005), 언스트(Ernst, 2004, 2001), 이준구(2013) 등
소위 ‘GPN 학파’도 각 GPN의 사례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산업 또는 업종마다 GPN의 성격이 다르고 GPN의
확산 방식과 내용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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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완성품뿐 아니라 부품과 소재의 이동도 빈
번하여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가장 많은 전자, 자동차, 의류 산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제3절 연구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이상의 연구목적과 이론적 배경하에서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진
출한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현지 고용관계,
주재원 인력관리, 본사 기술연구소 및 공장과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고
자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경영활동이 국경
을 넘어서 전개되는 양상을 분해하고, 그것이 국내외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질적 사례 분석과 탐색적 실태파악을 위한 주요 연구 대상은 지역적으
로는 중국과 베트남,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 등을 선정하였
다. 중국은 이들 산업이 종합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베트남은 의류산업에
이어 최근 전자산업의 생산기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산업에는 백색가전과 휴대폰, 반도체, TV 및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세부업종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본고에서는 첨단기술이 적용
되면서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B2C 산업의 대표인 휴대폰과 TV
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TV 산업은 성숙산업이지만, 평면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달로 전자산업의 프런티어에 놓여 있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TV 및 디스플레이 산업을 동시에 분석하여 B2B, B2C 가치사슬을 동시
<표 1-1> 사례연구 대상 산업과 지역
휴대폰

TV/Display

자동차

의류

국내

×

○

○

○

중국

○

○

○

×

베트남

○

○

×

○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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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또한 Gereffi(1994)의 구분에 의하면
글로벌 상품연쇄는 생산자 주도형 상품연쇄(PDCC : Producer–Driven
Commodity Chain)와 구매자 주도형 상품연쇄(BDCC : Buyer–Driven
Commodity Chain)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양자의
대표격인 자동차와 의류산업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이들 대상이 국내, 중국, 베트남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다. 자
동차는 베트남에 생산기지가 없으며, 의류 업종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최
근 수년간 중국 생산물량을 크게 줄이거나 아예 철수를 단행하기도 하였
다. 한편 국내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는 사례 대상인 A사에 접근이 가능
하지 않아, 본사 및 국내공장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 그렇지만, A사
구미공장에 대한 Lee & Jung(2015)의 기존 연구를 참조하고, 중국과 베
트남 공장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반복 조사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휴대폰 A사뿐 아니라, 자동차 A사, TV A그룹, 의류 A사 등은 모두 세
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
진 이들 브랜드 메이커들의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특정한
업체에 대한 연구라는 인상을 갖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사례 대상에
접근했다는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사례 대상의 익명성보다는
대표성과 객관성에 더욱 주목하였다.
이들 업체에 대해 의류를 제외하고는 다년간에 걸쳐 반복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들 부품협력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진 바 있
다. 거의 매년 관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질적 연구의 패널 자료가 축적되
었다고 할 것이다.6) 기존 방문조사 분석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인데, 본 보고서를 위하여 역시 2016년 조사가 중심적인 위치
를 차지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의류산업은 2016년에 처음으로 시도
6)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함께 분석한 동북아 제조업의 분업구조와 고용관계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3개년 프로젝트(조성재 외, 2005, 2006, 2007)와 더불어 산업연구
원과 함께 수행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 시리즈가 그것들이다. 조성재․
장영석․최은지(2012), 조성재․장영석(2013), 조성재․배규식․장영석(2014), 조
성재․배규식․장영석(2015) 등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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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주로 투자한 업종이고,
또한 GPN, GVC 등의 핵심 연구대상 산업, 그리고 국제 교역과 일자리를
둘러싼 각국의 제도화 노력 등이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산업이
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이동에 따른 일자리의 양 변화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 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와 무역 관
련 데이터를 입수하여 그것이 고용에 미친 직간접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
하였다. 아울러 제3장에서는 이러한 거시데이터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미시
적인 수준, 즉 사업체 단위에서 해외진출이 고용의 양과 질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해외진출이 작업장 혁신 등 고용관계와는 어떤 상
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종합하는 데서 나아가, 본 보고서는 해
외에서는 자본의 국제 이동과 관련하여 일자리를 지키거나 늘리기 위하
[그림 1-5] 연구의 구성과 접근법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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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하여 검토해 보았
다. 두 나라의 정책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휴대폰, 의류, TV
등 국내 주요 산업에서 모두 미국 및 일본과의 경쟁 및 협력 관계가 GPN
전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배경적 지식에서 정책적 함의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
크에서 한국이나 중국, 베트남 모두 시장으로서의 미국은 대단히 중요한
데, 그러한 점에서 오바마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가 어떤 무역과 투자
정책을 쓰는가는 동아시아의 생산과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아울러 중국의 부상에 의하여 과거의 안행형 발전이론(flying geese
model) 등이 붕괴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분업구조가 등장한다고 주장한
尹春志(2003)와 天野倫文(2005)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 기업들의 동향과
일본에서의 논의와 정책이 국내에 여러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투자와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안을 강구하
고, 정부 이외에 노와 사 당사자들의 실천 전략을 제언하도록 하였다. 다
시 말해서 국제분업의 안목에서 고용정책을 재조명하도록 하고, 국내외
에서 모두 경제적 고도화(economic upgrade)가 사회적 고도화(social
upgrade)와 함께 가야함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통계분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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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고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규
제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외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투자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 4.8억 달
러에서 2015년 73.2억 달러로 지난 25년간 1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누적
투자금액은 같은 기간 91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은 오랜 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 통계청 ｢경
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1년 516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어 2015년에는 44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전 산업 취업자 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7.8%의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7.3%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 즉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었다. 그런데 이 주제에 관한 기존 논의를 보면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와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가 맞서고 있어서 어느 한쪽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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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하다고 확정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론적 가능성만
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투자, 생산, 수출 기회를 대체해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
외 자회사에 대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을 증대시켜 국내 생산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외직접투자의 유형에 따라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비용 절감 및 시장 확대
를 목적으로 선진국에 투자하는 수평적 해외직접투자(horizontal FDI)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
지만,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 개도국에 투자하는 수직적 해외직접투
자(vertical FDI)는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견
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존 문헌의 결과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 각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효과가 더 우세한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론하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가 국내 산업
간 투입-산출 관계에 의해 확산되고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
대 경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경제 내 세부 산업들이 중간재 거래망을
통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재 거래망은 어느
한 세부 산업에 대한 충격의 효과를 다른 산업들로 확산시키고 거시경제
전체 수준에서 증폭시킬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메커
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즉, 어느 한 개별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
대는 해당 산업의 고용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의 고용에도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어느 한 산업의 해외투자가 해당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직접효과에만 초
점을 두었고 산업 간 파급효과의 가능성은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 78개 3단위 업종 2001～14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업종의 고용증가율이 해당 업종과 전후방 연관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변화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다. 그러한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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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투자와 개도국 투자 간에 얼마나 다른지도 검토한다. 우리나라 제
조업의 주요 직접투자 대상국인 중국, 미국, 아세안 국가들, 베트남에 대해
서는 별도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는 시스템 일반
화적률방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 : GMM)을 이용해 추정한다.
본 보고서의 전체 구성에서 이 장의 분석이 갖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
다. 본 보고서에 담긴 여러 논문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글로벌 생산네트워
크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
느냐는 것이다. 이 장의 결과는 생산의 분업화를 실현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인 해외직접투자의 확대가 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7) 본 보고서의 후반부 논문들은 우리나라 주요 업
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중국과 베트남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국내 고용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심도 있
게 논의한다. 이 장의 거시적 계량분석 결과는 그러한 미시적 사례 연구
들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우리나
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 단, 이 장의 목적이 새로운 이론을 개
발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와 고용 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수요이론으로부터 구조형 방정식을 도출해 추정하기
보다 기존 연구에서 자주 이용된 모형에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한 축약형
모형을 추정코자 한다.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도 이러한 한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
자와 고용 추이를 살펴본다. 제3절은 해외직접투자가 모국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개관하고, 산업 간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한다. 제4절은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7) 생산의 분업화를 실현하는 또 다른 주요 방법은 국제 아웃소싱(outsourcing)을 이
용하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자회사 설립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
활동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지만, 국제 아웃소싱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과의 거래
를 통해 중간투입물을 조달한다(안상훈 외, 2013). 국제 아웃소싱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안상훈 외(2013)와 이경희 외(2014)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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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제5절은 본 연구의 논의를 마무리한다.

제2절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와 고용：현황과 특징

1.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대 후반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990년 4.8억 달러였던 연간 투
자액은 2015년 73.2억 달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누적 투자액은 같은 기
간 동안 11.8억 달러에서 1,074.4억 달러로 91배 이상 증가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큰 폭의 변동성이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1994～96년,
2001년, 2004～07년, 2010～11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1990년대
후반과 2008～09년 경기 수축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1년 정점 이
후 현재까지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2-1]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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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추이 비교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증가 속도는 국내 생산 증가 및 자본축적 속도를
크게 상회했다. [그림 2-2]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연간, 누적)과 부가
가치, 유형고정자산 연말잔액이 2000～14년 사이에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부가가치와 유형고정자산 연말잔액은 각각 2.4배, 2.1배 규모로
증대되었다. 해외직접투자액 중 연간 투자액은 4.4배, 누적 투자액은 5.9
배 규모로 증대되었다. 즉,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자본
축적은 국내 생산 및 자본축적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된 것
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제조업 생산 규모 대비 해외직접투자 스톡 비율은 낮
은 편이지만 해외직접투자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그림
2-3]의 a)는 OECD 주요 회원국들의 2012년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해외
직접투자 스톡 비율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규
모 대비 해외직접투자 스톡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2012년 부가가치 대비 해외직접투자
스톡 비율은 24.1%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6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이다. 독일은 30.5%, 미국은 32.6%이며, 일본 또한 44.4%로 상당히 높다.
영국(111.2%)과 스웨덴(221.3%) 등은 100%를 상회하며, 네덜란드는 무려
594.1%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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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국제 비교
a) 2012년 해외직접투자 스톡/2012년 부가가치

b) 2012년 해외직접투자 스톡/1990년 해외직접투자 스톡

주 : 1990년과 2012년 자료를 모두 구할 수 있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계산.
자료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스톡 자료는 OECDStat, 제조업 부가가치 자료는 World
Bank DataBank, 원달러환율 자료는 한국은행 ecos로부터 입수.

이처럼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 규모 대비 해외직접투자 스톡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주
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전에도 해외직접투자를 빠르게 늘려 왔지만 우
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었기 때문
에 누적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둘째,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득수준 향
상과 함께 서비스업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생산 비중이 축소되
고 생산시설 해외이전이 가속화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생산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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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UNCTAD 통계에 의
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2014년 부가가치 생산액을 기준으로 중국, 미
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크며, 전 산업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30.3%)은 1인당 GDP 상위 50개국 중 가장 높
다. [그림 2-3]의 a)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스톡을 부가가치 생산액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 규모가 클수록 작은 값을 갖는다.
1990년 이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가 분석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빨랐다. [그림 2-3]의 b)는 앞서 살펴본 16개 OECD
주요 회원국들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스톡이 199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몇 배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스톡은
3.74배 규모로 증대되었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4.66배, 5.84배 규모로 증
대되었다.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스톡은 78.24배
규모로 증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그
동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2. 지역별 분포
투자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개도국에 대한 투자이다.8) [그림 2-4]의 a)와 <표 2-1>은 제
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현황을 투자 지역별로 구분해 보여준다. 2015
년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개도국 투자가 차
지하는 비중은 73.0%, 선진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0%이다. 지역
별로는 아시아의 비중(66.2%)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다음으로 높은 북미
(13.2%)와 유럽(12.8%)의 비중은 아시아의 비중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
다. 기간 간 변화를 보면, 1990년대에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투
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아시아 국가들
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투자 비중이 급속히 높아졌고, 이러한 추세가 최
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8) 제4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듯이,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보
다 1인당 GDP가 큰 나라를 선진국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를 개도국으로 정의한다.

28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그림 2-4] 제조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a) 선진국과 개도국

b) 미국, 중국, 아세안, 베트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의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다. 국가별 투
자 추이와 투자액은 [그림 2-4]의 b)와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2015
년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중국은 38.0%, 미국은 12.5%, 베트남은 6.9%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태국 등 여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 비중도 상당히 높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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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제조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누적

제조업

480
(100.0)

2,057
(100.0)

1,632
(100.0)

3,888
(100.0)

7,444
(100.0)

7,321
(100.0)

107,443
(100.0)

선진국

215
( 44.8)

496
( 24.1)

717
( 43.9)

549
( 14.1)

1,470
( 19.7)

1,820
( 24.9)

29,048
(27.0)

개도국

265
( 55.2)

1,561
( 75.9)

915
( 56.1)

3,339
( 85.9)

5,974
( 80.3)

5,501
( 75.1)

78,395
(73.0)

아시아

241
( 50.2)

1,411
( 68.6)

902
( 55.3)

3,018
( 77.6)

5,727
( 76.9)

4,559
( 62.3)

71,079
(66.2)

아세안

197
( 41.1)

516
( 25.1)

248
( 15.2)

370
( 9.5)

2,223
( 29.9)

1,546
( 21.1)

19,521
(18.2)

북미

194
( 40.5)

216
( 10.5)

575
( 35.2)

237
( 6.1)

382
( 5.1)

863
( 11.8)

14,174
(13.2)

유럽

22
( 4.6)

338
( 16.4)

46
( 2.8)

394
( 10.1)

791
( 10.6)

584
( 8.0)

13,805
(12.8)

중남미

19
( 3.9)

80
( 3.9)

56
( 3.4)

178
( 4.6)

342
( 4.6)

1,243
( 17.0)

6,574
(6.1)

대양주

2
( 0.4)

10
( 0.5)

25
( 1.5)

44
( 1.1)

79
( 1.1)

16
( 0.2)

695
(0.6)

중동

0
( 0.0)

1
( 0.0)

1
( 0.1)

15
( 0.4)

55
( 0.7)

28
( 0.4)

615
(0.6)

아프리카

2
( 0.4)

1
( 0.1)

27
( 1.7)

0
( 0.0)

67
( 0.9)

28
( 0.4)

500
(0.5)

주 : ( ) 안의 값은 제조업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누
적 투자액은 2015년 말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년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아세안 10개국9)의 비중은 18.2%에 이른다.
누적 투자액뿐 아니라 기간 간 추이를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투자가 2000
년대 이후 제조업 전체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주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과 여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최근 들어 상당히 빠
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9) 아세안 10개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
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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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제조업의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누계

제조업

480
(100.0)

2,057
(100.0)

1,632
(100.0)

3,888
(100.0)

7,444
(100.0)

7,321
(100.0)

107,443
(100.0)

중국

20
( 4.3)

714
( 34.7)

587
( 36.0)

2,306
( 59.3)

2,751
( 37.0)

2,264
( 30.9)

40,779
( 38.0)

미국

103
( 21.6)

214
( 10.4)

566
( 34.7)

235
( 6.0)

359
( 4.8)

741
( 10.1)

13,431
( 12.5)

베트남

0
( 0.0)

154
( 7.5)

34
( 2.1)

186
( 4.8)

467
( 6.3)

1,072
( 14.6)

7,462
( 6.9)

홍콩

0
( 0.0)

42
( 2.0)

36
( 2.2)

188
( 4.8)

524
( 7.0)

121
( 1.6)

4,652
( 4.3)

인도네시아

123
( 25.6)

191
( 9.3)

74
( 4.5)

77
( 2.0)

177
( 2.4)

243
( 3.3)

4,443
( 4.1)

브라질

0
( 0.0)

17
( 0.8)

25
( 1.5)

115
( 3.0)

134
( 1.8)

283
( 3.9)

3,375
( 3.1)

인도

1
( 0.2)

6
( 0.3)

8
( 0.5)

82
( 2.1)

155
( 2.1)

226
( 3.1)

3,341
( 3.1)

말레이시아

17
( 3.5)

109
( 5.3)

3
( 0.2)

7
( 0.2)

1,352
( 18.2)

38
( 0.5)

2,319
( 2.2)

필리핀

32
( 6.7)

35
( 1.7)

61
( 3.7)

21
( 0.6)

151
( 2.0)

38
( 0.5)

2,303
( 2.1)

네덜란드

0
( 0.0)

12
( 0.6)

0
( 0.0)

2
( 0.0)

6
( 0.1)

1
( 0.0)

2,145
( 2.0)

멕시코

0
( 0.0)

38
( 1.9)

11
( 0.7)

26
( 0.7)

41
( 0.5)

894
( 12.2)

1,893
( 1.8)

태국

14
( 3.0)

20
( 1.0)

21
( 1.3)

45
( 1.2)

33
( 0.4)

63
( 0.9)

1,490
( 1.4)

러시아

0
( 0.0)

10
( 0.5)

3
( 0.2)

13
( 0.3)

300
( 4.0)

59
( 0.8)

1,348
( 1.3)

폴란드

0
( 0.0)

37
( 1.8)

2
( 0.1)

65
( 1.7)

29
( 0.4)

32
( 0.4)

1,295
( 1.2)

슬로바키아

0
( 0.0)

0
( 0.0)

0
( 0.0)

222
( 5.7)

21
( 0.3)

8
( 0.1)

1,207
( 1.1)

주 : ( ) 안의 값은 제조업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누
적 투자액은 2015년 말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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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 증가 속도는 중국 및 아세안 국
가들에 대한 투자 증가 속도에 훨씬 못 미친다.
개도국에 대한 투자와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 목적이 다른 경우가
많다. <표 2-3>은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투자목적별
<표 2-3> 제조업의 지역별․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 구성비
(단위 : %)

a) 선진국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수출촉진

45.7

48.4

30.2

22.3

13.3

13.6

현지시장진출

24.3

8.9

34.6

44.6

73.4

51.8

저임활용

0.0

1.3

0.6

3.6

1.9

0.2

자원개발

29.1

11.8

2.3

0.0

0.6

1.9

원자재확보

0.0

2.0

1.2

1.9

0.0

0.0

선진기술도입

0.0

15.6

13.8

9.7

7.1

29.8

보호무역타개

0.0

2.7

1.9

6.8

0.4

0.0

제3국진출

0.0

0.0

0.3

0.9

3.1

2.6

기타

0.9

9.3

15.1

10.2

0.3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2.0

61.8

53.4

29.5

15.8

15.5

현지시장진출

2.9

3.7

14.9

26.9

68.0

66.9

저임활용

4.9

20.3

15.4

23.0

12.7

13.1

자원개발

63.2

5.9

3.1

1.3

1.9

2.3

원자재확보

1.5

2.0

1.0

1.0

0.0

0.0

선진기술도입

0.0

0.0

0.0

1.9

0.2

1.2

보호무역타개

0.0

1.5

1.3

3.1

0.6

0.7

제3국진출

0.0

0.0

0.0

0.1

0.4

0.3

기타

5.5

4.8

10.8

13.1

0.4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b) 개도국

수출촉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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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세안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3.0

64.3

30.1

32.5

8.8

24.4

현지시장진출

4.0

8.2

7.6

17.1

77.9

37.8

저임활용

6.1

12.7

10.0

31.7

11.4

31.7

자원개발

64.3

6.3

9.9

4.8

0.7

4.6

원자재확보

2.0

2.5

0.2

6.1

0.0

0.0

선진기술도입

0.0

0.0

0.0

0.2

0.0

0.0

보호무역타개

0.0

1.9

0.4

0.2

0.1

0.1

제3국진출

0.0

0.0

0.0

0.0

1.0

1.4

수출촉진

기타

0.6

4.1

41.8

7.2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6.2

53.4

65.5

29.2

23.4

14.2

현지시장진출

0.0

2.1

13.3

29.8

58.2

77.3

저임활용

2.9

32.3

16.5

27.0

15.3

4.7

자원개발

65.6

1.6

0.5

0.8

0.3

2.1

원자재확보

0.0

2.5

0.5

0.8

0.1

0.0

선진기술도입

0.0

0.0

0.0

0.7

0.5

0.1

보호무역타개

0.0

1.3

0.6

3.2

1.2

1.6

제3국진출

0.0

0.0

0.0

0.2

0.4

0.0

기타

5.2

6.8

3.1

8.2

0.6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d) 중국

수출촉진

합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구성비를 보여준다.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시장진출 및 기술도입을 위한
투자 비중이 높고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중국과
아세안 국가 등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 비중이 상당
히 높다. 예컨대, 2005년에 추진된 개도국에 대한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0%에 달했다. 아세
안 국가들과 중국에 대한 투자에서는 그러한 비용절감형 투자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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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27.0%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의 특징과 관련하여 인상적인 점
은 중국의 경우에는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 비중이 늘고 있지만,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에
는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가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다. 2015년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에서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가 차
지하는 비중은 31.7%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이들 국가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
하기 위한 수직적 FDI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중분류 업종별 특징
<표 2-4>는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중분류 업종별 구성을
보여준다. 2015년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2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비중은 14.4%로 두 번째로 높다. 다음은 1
차금속(9.0%), 화학(8.0%), 기타 기계장비(4.8%), 기타운송장비(4.4%) 순
으로 높다. 기간별로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 섬유, 의류, 식료품 등 경
공업 부문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기전자,
자동차, 금속, 화학 같은 중화학공업 부문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표 2-5>는 제조업 중분류 수준 각 업종별로 유형자산 대비 해외직접
투자 스톡 비율이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얼마나 증가했으며 그러한 증
가가 선진국과 개도국 중 어느 지역에서 더 두드러졌는지를 보여준다. 첫
째, 유형자산 대비 해외직접투자 스톡 비율은 금속가공과 의료․정밀․
광학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에서 상승했다. 이는 어느 일부 업종
에서만 해외직접투자 스톡 증가 속도가 국내 유형자산 증가 속도를 상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에서 그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을 의미한다. 둘째, 개도국 중심 직접투자 확대 현상도 의료용 물질 및 의
약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셋째, 중화학공업뿐
아니라 경공업 세부 업종들의 해외직접투자도 빠르게 증가했다. 전기전
자, 자동차, 화학, 금속 등의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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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0
제조업

1995

2000

2005

2010

2015

누적

480
2,057
1,632
3,888
7,444
7,321 107,4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4
604
445
930
1,760
1,166 27,958
음향 및 통신장비
( 4.9) ( 29.4) ( 27.3) ( 23.9) ( 23.6) ( 15.9) ( 26.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10
242
13
714
691
1,816 15,449
( 22.9) ( 11.7) ( 0.8) ( 18.4) ( 9.3) ( 24.8) ( 14.4)

1차금속

46
79
110
396
436
543
9,665
( 9.5) ( 3.8) ( 6.7) ( 10.2) ( 5.9) ( 7.4) ( 9.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67
110
247
179
1,663
754
8,562
( 14.0) ( 5.4) ( 15.2) ( 4.6) ( 22.3) ( 10.3) ( 8.0)

기타기계 및 장비

3
71
46
133
455
578
5,177
( 0.7) ( 3.5) ( 2.8) ( 3.4) ( 6.1) ( 7.9) ( 4.8)

기타운송장비

0
1
21
78
243
116
4,711
( 0.0) ( 0.0) ( 1.3) ( 2.0) ( 3.3) ( 1.6) ( 4.4)

전기장비

5
53
31
113
226
505
4,552
( 1.0) ( 2.6) ( 1.9) ( 2.9) ( 3.0) ( 6.9) ( 4.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
16
31
179
401
288
4,370
( 1.5) ( 0.8) ( 1.9) ( 4.6) ( 5.4) ( 3.9) ( 4.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60
98
99
223
180
334
4,198
( 12.4) ( 4.8) ( 6.1) ( 5.7) ( 2.4) ( 4.6) ( 3.9)

금속가공제품

21
85
102
124
156
182
3,953
( 4.3) ( 4.1) ( 6.2) ( 3.2) ( 2.1) ( 2.5) ( 3.7)

식료품

57
99
65
177
116
260
3,809
( 11.8) ( 4.8) ( 4.0) ( 4.6) ( 1.6) ( 3.6) ( 3.5)

섬유제품

31
166
61
175
187
95
3,525
( 6.5) ( 8.1) ( 3.8) ( 4.5) ( 2.5) ( 1.3) ( 3.3)

비금속광물제품

6
190
181
123
116
40
2,288
( 1.2) ( 9.2) ( 11.1) ( 3.2) ( 1.6) ( 0.6) ( 2.1)

주 : ( ) 안의 값은 제조업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누
적 투자액은 2015년 말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체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경공업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었지만, 국내 유형자산 대비 비율을 보면 섬유, 의

<표 2-5>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유형자산 대비 해외직접투자 스톡 비율

개도국
14.5
12.3
10.2
22.6
34.3
98.9
140.3
12.6
3.0
2.6
2.9
10.2
2.5
11.5
9.5
12.1
7.6
20.6
11.6
13.9
7.8
24.6
10.8
7.0
86.6

계
12.2
9.2
18.0
42.9
27.7
71.7
119.7
5.6
2.1
2.7
4.0
11.8
3.7
13.2
4.3
8.9
-2.5
18.9
-4.1
13.3
8.5
18.0
16.1
3.4
84.4

(단위 : %, %p)
차이(B-A)
선진국
개도국
2.6
9.7
2.7
6.5
7.8
10.2
20.3
22.6
3.0
24.7
12.8
58.9
7.6
112.0
1.6
4.0
1.0
1.1
0.8
1.9
1.1
2.9
3.1
8.7
3.0
0.7
5.4
7.8
0.7
3.6
-1.1
10.0
-5.6
3.1
4.2
14.8
-9.7
5.7
5.5
7.8
3.0
5.5
2.3
15.7
6.3
9.7
-0.7
4.1
24.5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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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9.9
16.7
18.0
42.9
38.8
116.2
151.3
16.1
4.9
3.7
4.1
15.7
8.4
17.0
11.3
15.1
12.0
30.5
22.1
20.1
11.7
28.1
17.1
9.3
117.4

2014년(B)
선진국
5.4
4.4
7.8
20.3
4.6
17.3
11.1
3.5
1.9
1.1
1.2
5.5
6.0
5.5
1.8
3.1
4.4
9.9
10.5
6.3
3.9
3.5
6.4
2.3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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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7
식료품
7.4
음료
0.0
담배
0.0
섬유제품
11.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44.5
가죽, 가방 및 신발
31.7
목재 및 나무제품
1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9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4.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3.8
비금속광물제품
7.1
1차금속
6.2
금속가공제품
14.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1.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6.2
전기장비
6.8
기타기계 및 장비
3.2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1
기타운송장비
1.1
가구
5.9
기타제품제조업
33.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통계청,
제조업 전체

2000년(A)
선진국
개도국
2.8
4.8
1.7
5.8
0.0
0.0
0.0
0.0
1.6
9.5
4.5
40.0
3.5
28.2
1.9
8.6
0.9
1.8
0.3
0.7
0.1
0.0
2.4
1.5
3.0
1.8
0.1
3.7
1.1
5.9
4.1
2.1
10.0
4.4
5.8
5.8
20.3
5.9
0.8
6.1
0.9
2.3
1.2
8.9
0.0
1.0
3.0
3.0
6.3
26.7
｢광업제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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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가죽 등 경공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비율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했다. 넷째, 이러한 공통 추세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산업 간 차이도 관
찰된다. 예컨대, 가죽․가방․신발의 경우에는 국내 유형자산 대비 해외
직접투자 비율이 2000년 31.7%에서 2014년 151.3%로 119.7%p나 증가했
지만,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같은 기간
26.2%에서 22.1%로 오히려 4.1%p 줄어들었다.

4. 제조업 고용 추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19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과 대조
적으로 제조업 고용은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림 2-5]의 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빠른 속도
로 증가했다. 하지만, 1991년 516만 명의 정점 이후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449만 명으로 축소되었다. 지난
25년간 제조업에서 6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그림 2-5]의 b)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산업 취업자 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도 1989년 27.8%의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7.3%로
축소되었다.
[그림 2-5] 제조업 고용 추이
a) 제조업 취업자 수

b) 전 산업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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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
다. [그림 2-6]의 a)는 OECD 회원국들의 전 산업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이 1990년과 2007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거의 모
든 국가에서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이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 감소폭은 -10.4%p로
OECD 회원국 평균 감소폭 -4.9%p를 두 배 이상 상회했다.
[그림 2-6] 제조업 비중 변화 국제 비교
a) 1990～2007년간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 변화

b) 1990～2007년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변화

주 : 전 산업 취업자수와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1990년
또는 2007년 자료가 없는 국가들은 가장 가까운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 OECD, STAN Database(ISIC Re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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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 비중 축소는 제조업 생산 비중이 빠르게 감소
했기 때문인가? [그림 2-6]의 b)를 보면 실상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제조업 생산 비중이 축소될 때 우리나
라는 제조업 생산 비중이 늘어났다. 1990년과 2007년 사이에 한국과 마찬
가지로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지 않은 국가는 북유럽의 제조업
강국이었던 핀란드와 서유럽 국가들의 생산거점 역할을 한 동유럽의 헝
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뿐이다.10) 이들 국가의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폭
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았다. 우리나라만 유독 제조업 생산 비중과
고용 비중이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는 제조업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아래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모국(home country) 고용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제3절 선행 연구

1. 해외직접투자가 모국 고용에 미치는 영향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투자와 생
산을 위축시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기업 경쟁력 강
화 및 해외 자회사에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증분석 결과도 엇갈린다. Blomström et al.
(1997), Brainard and Riker(1997), Hanson et al.(2004), Liu et al.(2015)
등은 해외직접투자가 모국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
하고 있지만, Riker and Brainard(1997), Andersen and Hainaut(1998),
Head and Ries(2001), Desai et al.(2005), Federico and Minerva(2008),
Cozza et al.(2015) 등은 해외직접투자가 모국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10) 핀란드는 2007년 이후 제조업 생산 비중이 급속히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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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개도국 투자와 선진국 투자의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도 많다. 이들 연구
의 일반적 결론은 임금절감 목적 수직적 FDI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
도국 투자는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개척 목적 수평적
FDI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 투자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대표적 연구로
는 Blomström et al.(1997), Lipsey et al.(2000), Markusen and Maskus
(2001), Mariotti et al.(2003), Bitzer and Gorg(2005), Grossman et al.
(2006)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논의 지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로는 신현열․오진석(2005), 현
혜정 외(2010), Debaere et al.(2010), 홍장표(2012, 2013), 안상훈 외(2013)
등이 있다.
신현열․오진석(2005)은 제조업 22개 업종 1995년～2004년 패널 자료
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제시했다. 현혜정 외(2010)는 제조업 56개 업종 1992～2008년 패널 자
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Debaere et al.(2010), 홍장표(2012, 2013), 안상훈 외(2013)는 투자 지역
에 따른 효과 차이를 강조한다. 분석 자료와 방법론은 상이하지만 세 연
구 모두 선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지 않고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Debaere et al.(2010)은 1981～95년간 기업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감소
시키지만 선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홍장표(2012)는 전기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
기업들의 1999～2010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기전자 기업들의 개도국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동차 기업들의 선
진국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제시
했다. 홍장표(2013)는 제조업 18개 업종 1991～2009년 패널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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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도국 투자는 국내 고용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선진국
투자는 국내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안
상훈 외(2013)는 1990～2003년 사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 자체는 사업체 고용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지만 해외직접투자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고용증가
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2. 산업 간 투입-산출 구조의 중요성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산업
간 연계에 의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른
경제충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도 국내 산업 간 투입-산출 관계에 의해 확산되고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간접효과(indirect effect) 또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
려하지 않고 각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해당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직접
효과(direct effect)에만 주목하는 기존 연구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
에 미치는 총효과(total effect)를 보여주지 못한다.
최근 거시경제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은 산업 간 중간재 거래망이 산업
특수 충격의 효과를 확산시키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Long and Plosser(1983)와 Acemoglu et al.(2012)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밝혔다. Holly and Petrella(2012)는 미국의 산업연
관표와 제조업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세부 업종에서 발생한 긍정적
기술 충격이 다른 업종들의 고용에도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Barrot and Sauvagnat(forthcoming)은 어느 특정
지역에 속한 기업들이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이 기업 간
중간재 거래망을 통해 다른 기업,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며, 그러한 파급
효과는 중간재 투입물의 특수성(input specificity)이 강할수록 더 크게 나
타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국제 무역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문헌에도 산업 간 파급효과를 강조
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Acemoglu, Akcigit, and Kerr(2016)은 미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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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해당 산업의 중국 수입침
투율 증가뿐 아니라 전방 산업의 중국 수입침투율 증가에도 유의한 부정
적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산업별 직접효과와 산업 간 파급효
과를 모두 고려한 총효과는 산업별 직접효과만 고려할 때보다 5.86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Acemoglu, Autor, Dorn, Hanson, and Price(2016)는
산업 간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가 미국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면 199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약 80만 개의 추
가적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산업 간 파급효과도
고려하면 상실된 일자리의 수가 260만 개를 상회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nward FDI)에 의한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많다. Javorcik(2004), Kugler(2006), Blalock and Gertler(2008),
Girma et al.(2008), Liu(2008), Javorcik and Spatareanu(2011), Gorodnichenko et al.(2014) 등은 어느 한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투
자 유입국 연관 산업들의 생산성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산업 간 중간재 거래망에
의해 확산되고 증폭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다음 절은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4절 실증 분석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각 업종의 고
용증가율이 해당 업종과 전후방 연관업종의 해외직접투자 변화로부터 어
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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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는 차분 기호를, ln 은 자연대수를,    는  산업의  시점 종
사자수를 나타낸다. 
 는  산업의  시점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FDI intensity)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유형고정자산 잔액 대비 해외직
접투자 스톡 비율로 정의한다.               ′ 는  산업의  시
점 실질임금(  ), 실질자본스톡(   ), 실질부가가치(   )로 구성된
 ×  벡터이다.11)  는  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되지 않는 산업 고정효과(industry fixed effect)이며,  는 모든 산업
에 걸쳐 공통된 영향을 미치는 연도 고정효과(year fixed effect)이다.
중간재 거래망을 통한 산업 간 파급효과는  
항과


 
항을 통해 파악된다.  
는  산업의 후방 산업



들에서 발생한 해외직접투자가  산업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
내는 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모든  산업들
의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를 가중 합한 값으로 정의한다.

 




≠ 


  

(2)

11)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자주 이용된 변수들을 포함하는 축약 모형
을 이용한다. 엄밀한 노동수요이론으로부터 구조 모형을 도출해 추정하는 작업은
후속 연구로 남겨 둔다. 실질임금과 실질산출량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것은 홍장
표(2012, 2013)와 안상훈 외(2013)를 따랐다. 자본 관련 변수로 홍장표(2013)는 자
본스톡 대신 자본사용자비용을 이용했다. 본 연구의 산업 분류는 홍장표(2013)보
다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업종에 대응되는 자본사용자비용을 측정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자본스톡 자체를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수준 변수를 이용하면
자기회귀항의 계수가 1에 가깝게 추정되어 허구적 결론을 도출할 위험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준 변수 대신 증가율 변수를 이용했다. 동시점
항뿐 아니라 1기 시차항도 포함한 이유는 다양한 조정비용의 존재로 인해 설명변
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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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산업에 대한 중간재 공급자로서  산업이 차지하는 중
요성을 나타내는 가중치이며,  산업에 대한  산업의 중간재 투입액을 
산업의 총산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이와 유사하게,  산업의 전방 산업들에서 발생한 해외직접투자가  산

업의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항인  
도 다음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3)

여기서 
  는  산업 생산물의 판매처로서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을 나타내는 가중치이며,  산업에 대한  산업의 중간재 투입액을  산
업의 총산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Acemoglu et al.(2012), Acemoglu, Akcigit, and Kerr(2016), Acemoglu
et al.(2016)이 강조하듯이 식 (2)와 (3)은  산업과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전후방 산업들로부터의 파급효과만을 고려한다. 그런데  산업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산업도  산업의 전후방 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  산업의
고용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차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확산 변수들에 대한 분석 결과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



 







  

≠ 



(4)


 

(5)

여기서  는 레온티에프 역행렬        의     번째 원소이
며,  는  를     번째 원소로 하는 행렬,  는 항등행렬이다. 
 는레




온티에프 역행렬     




의     번째 원소이며, 
  를
는 

    번째 원소로 하는 행렬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논리와 가중치 계산

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Acemoglu et al.(2012), Acemoglu, Akcigit,
and Kerr(2016), Acemoglu et al.(2016)을 참고하기 바란다.
모형의 계수는 설명변수들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Blun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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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ond(1998)의 시스템 GMM 방법을 이용해 추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질임금과 실질부가가치, 실질자본스톡 증가율뿐 아니라 해
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도 잠재적 내생변수로 간주한다.12)

2. 자 료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 국내 자본스톡, 1인당 임금 자료
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국내 자본스톡은 유형자산
연말잔액을 이용하며, 1인당 임금은 산업별 급여액(퇴직금제외)을 종사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해외직접투자 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
계로부터 입수하였다.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계산을 위해 달러 표시 해외
직접투자액을 한국은행 원달러 환율 자료를 이용해 원화 표시로 변환하
였다. 부가가치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국내 및 해외직접투자 자본
스톡 자료는 총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임금 자료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변수로 변환했다.

와  
를 구축하기 위해 필
산업 간 확산변수  



요한 가중치   , 
  ,  , 
 는 2000년 기본부문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계산했다. 해외투자통계와 광업제조업조사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세부 업종을 구분한 자료를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제공하고 있지만,
산업연관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업종 분류 체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을 통합하여 한국표준산업
분류 소분류(3단위)에 일치시키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러한
매칭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업종을 통합하여 산
업연관표의 분류 체계와 매칭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통해 한국표준
산업분류 소분류 78개 업종에 대한 자료를 구축했다. 표본기간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광업제조업조사 통계가 구축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12) 강건성 확인을 위해 고정효과 패널자료 모형의 결과도 검토했다. 시스템 GMM을
이용한 본문의 결과와 정성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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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가. 전 지역 결과 : 전후방 파급효과의 중요성
<표 2-6>은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가 국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
향을 투자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처음 두 열은 산
 를 이용하여 전후방
업 간 직접적 거래관계를 반영하는 가중치인  와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1차 투입-산출 연계)이며, 나머지 두 열은 산업 간
 를 이용하여 전후방 파급효과를
간접적 연관성도 고려한 가중치  와 




추정한 결과(고차 투입-산출 연계)이다. 각 패널은 산업별 실질임금과 실
질자본스톡, 실질부가가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모형의 추정결과와 그러한
변수들은 포함하지 않은 모형의 추정결과를 구분해 보여준다. 아래에서 제
시될 모든 표의 구성도 이와 같다.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
를 살펴보기에 앞서, 아래의 모든 표에서 실질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는 유의하지 않고, 실질자본스톡과 실질부가가치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로 추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두기 바란다.13) 아울
러, 시스템 GMM 추정이 타당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 즉 차분 잔차에 자기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가정과 도구변수의 적정성 가정 모두 본 연구의 자
료에서 지지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에 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
투자 확대가 해당 업종의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나타내는
 
 의 추정 계수를 보면, 실질자본스톡과 실질부가가치 등의 효과

를 통제하지 않을 때는 유의한 부(-)의 부호를 보였지만 이들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 계수는 어
느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한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해당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주로 부가가치
생산 및 국내 자본축적 변화를 통해 전파되며 여타 생산성 변화 등에 의
13)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봤으나 실질임금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온
뚜렷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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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전 지역)

















 ln   
 ln 
 ln   
 ln 
 ln   
 ln 
 ln   


 -검정
 -검정 : FDI 효과 없음
관측값

1차 투입-산출 연계
(1)
(2)
-0.055 **
0.020
(0.022)
(0.023)
-0.031
0.004
(0.027)
(0.016)
-0.769 **
-0.472 **
(0.323)
(0.216)
0.313
0.249
(0.512)
(0.371)
-0.390
-0.376
(0.691)
(0.493)
-1.570 ***
-1.705 ***
(0.601)
(0.461)
**
0.130
-0.103 **
(0.061)
(0.042)
-0.103
(0.123)
-0.046
(0.052)
0.159 ***
(0.036)
0.092 ***
(0.019)
0.210 ***
(0.068)
0.108 ***
(0.018)
-4.72 ***
-5.19 ***
1.07
0.50
67.27
61.22
9.79 ***
14.56 ***
1014
1014

고차 투입-산출 연계
(3)
(4)
-0.053 **
0.021
(0.022)
(0.023)
-0.032
0.003
(0.027)
(0.017)
-0.552 **
-0.367 **
(0.254)
(0.157)
0.355
0.315
(0.351)
(0.243)
-0.238
-0.220
(0.554)
(0.422)
-1.017 *
-1.126 **
(0.531)
(0.440)
**
0.152
-0.097 **
(0.062)
(0.043)
-0.112
(0.121)
-0.046
(0.052)
0.160 ***
(0.036)
0.091 ***
(0.019)
0.209 ***
(0.067)
0.107 ***
(0.018)
-4.83 ***
-5.21 ***
1.20
0.65
66.93
63.26
6.07 **
6.33 **
1014
1014

주 :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가 국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추정한 결과임. 모든 회귀식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함.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과 는 1차 차분된 잔차의 1차 및 2차
자기상관에 대한 Arellano-Bond 검정을 나타냄.  -검정은 도구변수의 적정성
을 귀무가설로 하는 과잉식별제약   검정임.  -검정의 귀무가설은 FDI와
관련된 모든 회귀계수 항의 합이 0이라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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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14)
둘째,  
 의 경우와는 다르게 각 업종의 고용이 전방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로부터 받는 동시점 영향을 나타내는  


는 산업 특성 변수들의 통제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유의한 부(-)의 부
호를 보였다. 1차 투입-산출 연계만을 고려하거나 고차 투입-산출 연계
까지 고려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 수요처
의 해외진출로 인한 납품물량 및 투자 감소뿐 아니라 판매망 재조직 과정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발굴 비용, 정보 비용, 설계 변동 등)과 그로
인한 생산성 감소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분업구조 재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 못함으로써 산출 및 투자 경로 이외
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전방산업들의 1년

의계
전 해외직접투자 확대로부터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효과의 지속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각 업종의 고용이 후방산업들의 1년 전 해외직접투자 확대로부터
또한 산업 특성 변수들의 통제 여부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와 무관하게 유의한 부(-)의 부호를 보였다. 아울러, 이 변수에 대한 결과
역시 1차 투입-산출 연계와 고차 투입-산출 연계 간 선택과 무관하게 일
관되게 도출되었다. 이는 후방산업들의 해외진출로 인한 중간재 공급체
계의 변화도 연관 산업들의 고용에 상당히 큰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
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급 측면의 부정적 충격은 수요 측면의
충격보다 효과의 크기도 크고 더 오래 지속된다.
나. 지역별, 국가별 결과
<표 2-7>과 <표 2-8>은 투자 지역을 구분하여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14) 본 연구의 모형이 노동수요이론에서 도출된 구조형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어렵다는 점을 밝혀둔다. 연구자가 생각지 못한 여
러 다른 경로가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다. 본문의 해석은 하나의 가설을 제기하
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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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면을 줄이기
위해 이 표에서는 산업별 부가가치와 국내 자본스톡 등의 통제변수를 포
함한 모형의 추정결과만 제시한다. 산업 간 확산변수 구축을 위한 가중치
는 고차 투입-산출 연계를 고려한 가중치를 이용하였다. 산업별 생산 및
자본스톡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추정 결과와 1차 투입-산출 연계
를 고려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 결과는 부록에 제시한다. 전체적인 결론
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표 2-7>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
치는 효과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
고용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후방산업으로부터의 파급효과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특히, 전방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고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품 수요처들이 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 중간재
공급이 확대되어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개도국
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전방산업으로부터의 파급효과와 후방산업
으로부터의 파급효과 모두 고용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 이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고용에 대한 직접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전 지역에 대한 분
석 결과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해온 개
도국 투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표 2-8>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인 미국, 중국, 아세안 국가들, 베트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결과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앞서의
분석 결과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미국의 경우에
는 전후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다
음 연도 고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5% 수준에서 유의했다. 중국, 아세안
국가들, 베트남의 경우에는 후방산업으로부터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세
나라 모두 유의하고, 전방산업으로부터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중국의 경
우에만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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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선진국과 개도국)

















 ln   
 ln 
 ln   
 ln 
 ln   
 ln 
 ln   


 -검정
 -검정 : FDI 효과 없음
관측값

선진국
0.026
(0.051)
0.008
(0.034)
-0.077
(0.322)
0.700 **
(0.342)
-0.355
(1.749)

개도국
0.038
(0.036)
0.008
(0.024)
-0.546 **
(0.249)
0.342
(0.317)
-0.562
(0.404)

-0.330
(1.658)
-0.098 **
(0.043)
-0.115
(0.119)
-0.042
(0.050)
0.166 ***
(0.033)
0.090 ***
(0.019)
0.217 ***
(0.070)
0.109 ***
(0.018)
-5.22 ***
0.62
63.24
0.00
1014

-1.285 ***
(0.427)
-0.105 **
(0.043)
-0.122
(0.126)
-0.056
(0.052)
0.163 ***
(0.037)
0.094 ***
(0.020)
0.213 ***
(0.068)
0.109 ***
(0.017)
-5.29 ***
0.52
65.81
13.88 ***
1014

주 :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가 국내 고용증가율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임. 고차 투입-산출 연계를 고려한 가중치를 이용함.
모든 회귀식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함.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과 는 1차 차분된 잔차의 1차 및 2차 자기상관에 대한 Arellano-Bond
검정을 나타냄.  -검정은 도구변수의 적정성을 귀무가설로 하는 과잉식별제
약   검정임.  -검정의 귀무가설은 FDI와 관련된 모든 회귀계수 항의 합이
0이라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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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국가별 결과)

















 ln   
 ln 
 ln   
 ln 
 ln   
 ln 
 ln   


 -검정
 -검정: FDI 효과 없음
관측값

미국
0.051
(0.049)
0.093 **
(0.038)
1.832
(2.068)
2.939
(2.566)
-3.121
(3.738)
-0.256
(2.272)
-0.098 **
(0.045)
-0.099
(0.132)
-0.046
(0.053)
0.164 ***
(0.030)
0.093 ***
(0.020)
0.214 ***
(0.070)
***
0.108
(0.017)
-5.22 ***
0.75
63.26
0.12
1014

중국
0.027
(0.038)
0.032
(0.027)
-1.282 **
(0.651)
0.758
(0.697)
-1.016
(1.055)
-2.266 ***
(0.813)
-0.104 **
(0.044)
-0.127
(0.127)
-0.059
(0.052)
0.152 ***
(0.034)
0.096 ***
(0.019)
0.212 ***
(0.069)
***
0.108
(0.017)
-5.33 ***
0.63
63.00
11.38 ***
1014

아세안
0.102
(0.087)
0.001
(0.074)
-0.125
(0.254)
-0.345
(0.453)
-0.765
(0.891)
-2.302 ***
(0.754)
-0.081 *
(0.044)
-0.113
(0.122)
-0.058
(0.051)
0.164 ***
(0.038)
0.089 ***
(0.019)
0.220 ***
(0.071)
***
0.108
(0.018)
-5.30 ***
0.73
60.23
5.70 **
1014

베트남
0.053
(0.201)
0.021
(0.240)
-0.179
(0.590)
-1.352 *
(0.795)
-1.929
(2.071)
-7.398 ***
(2.423)
-0.093 *
(0.049)
-0.110
(0.129)
-0.051
(0.052)
0.156 ***
(0.029)
0.089 ***
(0.021)
0.221 ***
(0.071)
***
0.110
(0.017)
-5.32 ***
0.59
57.59
21.95 ***
1014

주 : 각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가 국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을 추정한 결과임. 고차 투입-산출 연계를 고려한 가중치를 이용함. 모든 회
귀식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함.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과
 는 1차 차분된 잔차의 1차 및 2차 자기상관에 대한 Arellano-Bond 검정
을 나타냄.  -검정은 도구변수의 적정성을 귀무가설로 하는 과잉식별제약

  검정임.  -검정의 귀무가설은 FDI와 관련된 모든 회귀계수 항의 합이 0
이라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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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 론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저임금 노동
력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으로 진
출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국내 고용이 그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관련 연구도 크게 늘었지만, 국내 특정 부문
의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간 분업구조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
그로 인해 국내 고용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효과가 해당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고 거시경제 전체 차원에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조업
78개 3단위 업종 2001～14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업종의 고용증가
율이 해당 업종과 전후방 연관업종의 해외직접투자 변화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후방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
는 국내 특정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인한 분업구조 재편이 순조롭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당한 크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
음을 보여준다. 투자 지역에 따라 국내 고용에 미치는 해외직접투자의 영
향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품 판매처가 시장 확대를 위해
선진국에 대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개도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전방산
업으로부터의 파급효과와 후방산업으로부터의 파급효과 모두 고용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해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 효과뿐 아니라
산업 간 파급효과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 의사결정하에서 추진되는 해외직접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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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국내 생산 분업 체계의 기능 저하를 초래해 다른 부문으로 피해가
전이되지 않도록 각 부문의 투자전략을 적절히 조율하는 정책이 필요하
다.

제2장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53

<부표 2-1>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선진국)

















 ln   
 ln 
 ln   
 ln 
 ln   
 ln 
 ln   


 -검정
 -검정 : FDI 효과 없음
관측값

1차 투입-산출 연계
(1)
(2)
***
-0.140
0.021
(0.044)
(0.050)
-0.067
0.007
(0.050)
(0.034)
-0.224
-0.099
(0.745)
(0.453)
1.093
0.735
(0.695)
(0.547)
0.274
0.381
(3.466)
(2.388)
0.974
-0.844
(2.504)
(2.054)
**
0.120
-0.099 **
(0.054)
(0.043)
-0.116
(0.120)
-0.046
(0.050)
0.165 ***
(0.033)
0.091 ***
(0.019)
0.217 ***
(0.070)
0.110 ***
(0.018)
***
-4.88
-5.24 ***
1.11
0.53
55.55
55.15
0.47
0.01
1014
1014

고차 투입-산출 연계
(3)
(4)
-0.129 ***
0.026
(0.042)
(0.051)
-0.061
0.008
(0.051)
(0.034)
-0.088
-0.077
(0.586)
(0.322)
0.861 *
0.700 **
(0.513)
(0.342)
-0.143
-0.355
(2.547)
(1.749)
0.695
-0.330
(2.148)
(1.658)
0.172 ***
-0.098 **
(0.057)
(0.043)
-0.115
(0.119)
-0.042
(0.050)
0.166 ***
(0.033)
0.090 ***
(0.019)
0.217 ***
(0.070)
0.109 ***
(0.018)
-5.00
-5.22 ***
1.34
0.62
66.09
63.24
0.32
0.00
1014
1014

주 : 선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가 국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을 추정한 결과임. 모든 회귀식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함.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과 는 1차 차분된 잔차의 1차 및 2차 자기상관에
대한 Arellano-Bond 검정을 나타냄.  -검정은 도구변수의 적정성을 귀무가설
로 하는 과잉식별제약   검정임.  -검정의 귀무가설은 FDI와 관련된 모든
회귀계수 항의 합이 0이라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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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개도국)

















 ln   
 ln 
 ln   
 ln 
 ln   
 ln 
 ln   


 -검정
 -검정 : FDI 효과 없음
관측값

1차 투입-산출 연계
(1)
(2)
-0.083 ***
0.037
(0.027)
(0.036)
-0.032
0.013
(0.033)
(0.022)
-0.857 *
-0.630 *
(0.479)
(0.329)
0.063
0.210
(0.571)
(0.412)
-1.124
-0.769
(0.833)
(0.486)
-1.854 ***
-1.948 ***
(0.528)
(0.418)
0.127 **
-0.112 ***
(0.064)
(0.042)
-0.114
(0.126)
-0.056
(0.052)
0.162 ***
(0.037)
0.095 ***
(0.020)
0.212 ***
(0.068)
0.109 ***
(0.018)
-4.49 ***
-5.24 ***
0.96
0.37
64.94
63.67
20.15 ***
29.34 ***
1014
1014

고차 투입-산출 연계
(3)
(4)
-0.081 ***
0.038
(0.028)
(0.036)
-0.034
0.008
(0.033)
(0.024)
-0.750 **
-0.546 **
(0.371)
(0.249)
0.304
0.342
(0.442)
(0.317)
-0.866
-0.562
(0.606)
(0.404)
-1.166 **
-1.285 ***
(0.490)
(0.427)
0.150 **
-0.105 **
(0.065)
(0.043)
-0.122
(0.126)
-0.056
(0.052)
0.163 ***
(0.037)
0.094 ***
(0.020)
0.213 ***
(0.068)
0.109 ***
(0.017)
-4.67 ***
-5.29 ***
1.12
0.52
66.48
65.81
16.99 ***
13.88 ***
1014
1014

주 :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가 국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을 추정한 결과임. 모든 회귀식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함.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과 는 1차 차분된 잔차의 1차 및 2차 자기상관에
대한 Arellano-Bond 검정을 나타냄.  -검정은 도구변수의 적정성을 귀무가설
로 하는 과잉식별제약   검정임.  -검정의 귀무가설은 FDI와 관련된 모든
회귀계수 항의 합이 0이라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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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미국)

















 ln   
 ln 
 ln   
 ln 
 ln   
 ln 
 ln   


 -검정
 -검정 : FDI 효과 없음
관측값

1차 투입-산출 연계
(1)
(2)
-0.196 **
0.047
(0.091)
(0.049)
0.047
0.093 **
(0.057)
(0.038)
2.934
2.056
(3.559)
(2.956)
5.214
3.574
(4.640)
(3.980)
-9.595
-2.301
(5.889)
(5.337)
0.184
-1.740
(3.663)
(2.954)
0.144 ***
-0.099 **
(0.054)
(0.045)
-0.103
(0.132)
-0.047
(0.053)
0.164 ***
(0.030)
0.094 ***
(0.020)
0.215 ***
(0.069)
0.109 ***
(0.017)
***
-4.72
-5.27 ***
1.25
0.70
67.27
61.22
0.03
0.07
1014
1014

고차 투입-산출 연계
(3)
(4)
-0.195 **
0.051
(0.096)
(0.049)
0.059
0.093 **
(0.057)
(0.038)
3.555
1.832
(2.665)
(2.068)
3.372
2.939
(3.187)
(2.566)
-6.971 *
-3.121
(3.880)
(3.738)
0.344
-0.256
(2.905)
(2.272)
0.196 ***
-0.098 **
(0.055)
(0.045)
-0.099
(0.132)
-0.046
(0.053)
0.164 ***
(0.030)
0.093 ***
(0.020)
0.214 ***
(0.070)
0.108 ***
(0.017)
***
-4.81
-5.22 ***
1.41
0.75
66.93
63.26
0.00
0.12
1014
1014

주 :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가 국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임. 모든 회귀식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함. 괄호 안의 값은 강건
한 표준오차임. 과 는 1차 차분된 잔차의 1차 및 2차 자기상관에 대한
Arellano-Bond 검정을 나타냄.  -검정은 도구변수의 적정성을 귀무가설로 하
는 과잉식별제약   검정임.  -검정의 귀무가설은 FDI와 관련된 모든 회귀
계수 항의 합이 0이라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
의함을 의미.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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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중국)

















 ln   
 ln 
 ln   
 ln 
 ln   
 ln 
 ln   


 -검정
 -검정 : FDI 효과 없음
관측값

1차 투입-산출 연계
(1)
(2)
-0.105 ***
0.028
(0.038)
(0.038)
-0.023
0.034
(0.039)
(0.026)
-1.924 *
-1.455 *
(1.103)
(0.810)
0.320
0.501
(1.107)
(0.785)
-2.202
-1.331
(1.970)
(1.213)
-2.700 **
-3.300 ***
(1.185)
(0.761)
0.129 **
-0.109 **
(0.057)
(0.044)
-0.126
(0.126)
-0.060
(0.052)
0.153 ***
(0.034)
0.096 ***
(0.019)
0.210 ***
(0.070)
0.108 ***
(0.018)
-4.68 ***
-5.31 ***
0.96
0.51
62.02
53.34
16.21 ***
22.56 ***
1014
1014

고차 투입-산출 연계
(3)
(4)
-0.105 ***
0.027
(0.040)
(0.038)
-0.021
0.032
(0.039)
(0.027)
-1.575 *
-1.282 **
(0.869)
(0.651)
0.770
0.758
(0.953)
(0.697)
-1.759
-1.016
(1.707)
(1.055)
-1.573
-2.266 ***
(1.264)
(0.813)
0.155 ***
-0.104 **
(0.058)
(0.044)
-0.127
(0.127)
-0.059
(0.052)
0.152 ***
(0.034)
0.096 ***
(0.019)
0.212 ***
(0.069)
0.108 ***
(0.017)
-4.80 ***
-5.33 ***
1.15
0.63
63.52
63.00
9.54 ***
11.38 ***
1014
1014

주 :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가 국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임. 모든 회귀식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함. 괄호 안의 값은 강건
한 표준오차임. 과 는 1차 차분된 잔차의 1차 및 2차 자기상관에 대한
Arellano-Bond 검정을 나타냄.  -검정은 도구변수의 적정성을 귀무가설로 하
는 과잉식별제약   검정임.  -검정의 귀무가설은 FDI와 관련된 모든 회귀
계수 항의 합이 0이라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
의함을 의미.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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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아세안)

















 ln   
 ln 
 ln   
 ln 
 ln   
 ln 
 ln   


 -검정
 -검정 : FDI 효과 없음
관측값

1차 투입-산출 연계
(1)
(2)
-0.082
0.106
(0.077)
(0.088)
-0.047
0.010
(0.046)
(0.073)
-0.300
-0.258
(0.548)
(0.408)
-0.902
-0.457
(0.902)
(0.709)
-1.271
-1.199
(1.588)
(1.319)
-2.633 ***
-3.268 ***
(0.933)
(1.056)
***
0.225
-0.086 *
(0.064)
(0.044)
-0.110
(0.121)
-0.056
(0.052)
0.163 ***
(0.037)
0.089 ***
(0.019)
0.221 ***
(0.071)
0.109 ***
(0.018)
-5.04 ***
-5.27 ***
1.52
0.65
62.76
60.09
7.35 ***
5.71 **
1014
1014

고차 투입-산출 연계
(3)
(4)
-0.085
0.102
(0.076)
(0.087)
-0.054
0.001
(0.047)
(0.074)
-0.393
-0.125
(0.466)
(0.254)
-0.522
-0.345
(0.709)
(0.453)
-0.735
-0.765
(1.193)
(0.891)
-1.884 ***
-2.302 ***
(0.709)
(0.754)
***
0.242
-0.081 *
(0.065)
(0.044)
-0.113
(0.122)
-0.058
(0.051)
0.164 ***
(0.038)
0.089 ***
(0.019)
0.220 ***
(0.071)
0.108 ***
(0.018)
-5.04 ***
-5.30 ***
1.58
0.73
54.20
60.23
7.26 ***
5.70 **
1014
1014

주 :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가 국내 고용증가율에 미치
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임. 모든 회귀식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함.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과 는 1차 차분된 잔차의 1차 및 2차 자기상
관에 대한 Arellano-Bond 검정을 나타냄.  -검정은 도구변수의 적정성을 귀
무가설로 하는 과잉식별제약   검정임.  -검정의 귀무가설은 FDI와 관련된
모든 회귀계수 항의 합이 0이라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
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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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베트남)

















 ln   
 ln 
 ln   
 ln 
 ln   
 ln 
 ln   


 -검정
 -검정 : FDI 효과 없음
관측값

1차 투입-산출 연계
(1)
(2)
-0.507 **
0.038
(0.200)
(0.199)
0.022
0.039
(0.250)
(0.243)
-0.615
-0.454
(1.499)
(0.945)
-2.844 *
-1.419
(1.722)
(1.229)
-1.875
-2.563
(2.636)
(2.104)
-6.007 **
-7.761 ***
(2.591)
(2.639)
*
0.127
-0.094 *
(0.069)
(0.049)
-0.121
(0.129)
-0.053
(0.052)
0.156 ***
(0.029)
0.088 ***
(0.021)
0.221 ***
(0.072)
0.110 ***
(0.017)
-4.85 ***
-5.32 ***
1.04
0.59
56.60
65.10
17.32 ***
20.50 ***
1014
1014

고차 투입-산출 연계
(3)
(4)
-0.499 **
0.053
(0.201)
(0.201)
0.020
0.021
(0.253)
(0.240)
-0.620
-0.179
(1.119)
(0.590)
-2.121
-1.352 *
(1.363)
(0.795)
-1.542
-1.929
(2.583)
(2.071)
-5.776 **
-7.398 ***
(2.385)
(2.423)
**
0.139
-0.093 *
(0.070)
(0.049)
-0.110
(0.129)
-0.051
(0.052)
0.156 ***
(0.029)
0.089 ***
(0.021)
0.221 ***
(0.071)
0.110 ***
(0.017)
-4.89 ***
-5.32 ***
1.14
0.59
62.02
57.59
16.77 ***
21.95 ***
1014
1014

주 :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집약도 변화가 국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을 추정한 결과임. 모든 회귀식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함. 괄호 안의 값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과 는 1차 차분된 잔차의 1차 및 2차 자기상관에
대한 Arellano-Bond 검정을 나타냄.  -검정은 도구변수의 적정성을 귀무가설
로 하는 과잉식별제약   검정임.  -검정의 귀무가설은 FDI와 관련된 모든
회귀계수 항의 합이 0이라는 것임.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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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조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및 고용관계

제1절 분석의 목적과 자료

1. 분석 목적과 구성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빠른 임금인상 추세를 피하여 주로 동남아와 중국 등지에서 해
외현지공장 건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시장개척이나 기술습득을
위하여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30～40년의 해외진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해외진출이 국내 고
용의 양과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안상훈 외(2013) 등을 제외하면 그
다지 많은 연구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2000년대 초반 한때 제조업 공동
화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적은 있으나, 해외진출을 가급적 저지해야 한
다는 노조 측의 원론적 입장 이외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
는 많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동북아 분업구조 차원에서 자본의 이동과
고용관계의 상관성을 연구한 조성재 외(2005, 2006, 2007)의 “동북아 제조
업의 분업구조와 고용관계” 연구시리즈는 질적 사례 연구 중심이지만 주
목할 만하다.
그중 조성재 외(2005)의 제5장에서는 특히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예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진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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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해외진출이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목적에 따라 해외진출 지역
은 달라지는지 등을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
의 해외진출은 인력난이나 임금상승에 따라 “탈출형”으로 이루어지는 중
소기업 위주의 부류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기업․중화학공업 중심의
“개척형” 부류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탈출형 해외진출은 국내 고용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시장개척형 해외진출은 오히려 국내 고
용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탈출형 해외진출이 반드시 부정적
인 것만은 아닌 것이, 한계기업들의 해외 진출로 국내의 자원은 오히려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다 엄밀한 분석 기법과 풍부
한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진출이 국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친 영향을 규명
할 필요성이 크다. 본 보고서의 전체 주제이지만,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가 발달하면서, 탈출형인지 시장개척형인지의 구분보다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
서 고용의 양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 혹은 국내 기업들의 직종 구성에
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 생산기능은 점차 해외로 이전하는 반면에 국내의 본사 기능은 연
구개발 기능, 국제영업과 금융, 브랜드 관리 등에 치중하게 된다면, 고용
의 양은 설사 다소 감소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제조업
과 관련된 사업서비스업의 발달 등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일방적으로 국내 공장 생산기능직의 감소만을 초
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외공장들에 대한 모공장으로서의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내공장은 모공장으로서 새로운 제품
을 먼저 시험생산할 수 있으며, 국내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을 생산할 수
도 있고, 새로운 생산방식이나 기법을 실험해볼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장에서는 우선 해외진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를 살펴보고, 이후 해외진출이 고용량과 직종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글로벌 생산의 전개 속에서 국내는 연구개발과 브랜
드 관리, 해외공장은 생산 기능에만 국한된다는 단순한 분업구조가 아니
라면 국내 모공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해야만 한다. 그것은 해외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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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생산관리와 생산기술의 기반을 한국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었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역으로 해외진출 이후에도 그러한
모공장으로서의 혁신 선도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
다. 만약 그러한 모공장으로서의 역량이 있다면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
일 수 있으며, 해외진출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능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하게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그러한 모공장의 역량과 역할을 작업장혁신 지수(index)를 통
하여 가늠해 보고자 한다. 작업장혁신 지수는 조성재(2012)에서 활용되었
던 바와 같이 린 생산기법의 도입 정도에 따라 0～7점으로 구성하였고,15)
개별 기법들의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작업장혁신 지수(index)의 구성
번호

항목

1

직무분석을 실시

2

6시그마 혹은 전사적 품질관리 실시

3

제안활동 실시하고, 1인당 연간 1건 이상 제안

4

소집단활동을 실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 비중이 20% 이상

5

정기 업무로테이션 실시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 비중이 10% 이상

6

다기능교육훈련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20% 이상

7

정기적인 팀/반 회의 실시

자료 : 조성재(2012 : 268).

15) 작업장혁신이 지나치게 제조업 중심의 용어와 기법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최근에는 비제조업을 포괄하는 ‘일터혁신’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또한 이
와 관련한 지수로는 고성과작업장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place System :
HPWS) 개념에 기초하여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노사발전재단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표가 있다. 2016년에는 12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6 일터혁신 콘퍼런스 및 우수사례 발표
회”에서 동국대 이영면 교수가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노사발전재
단의 HPWS는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작업조직의 네 가지 영역
으로 나누어서 단순 합산하며, 패널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계열 변화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일터혁신의 원형인 제조업의 작업장혁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그것은
HRM이나 HRD 등보다 작업조직 중심으로 일터혁신을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에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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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혁신 자체가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긴 하지만, 기타 노
조 효과와 인적자원관리 전략, 또 경영의 여러 특성이 해외진출에 따른
고용의 변화에 어떤 조절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그러한 점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2. 자료 설명
본장의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
1～5차 자료(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이다. 사업체패널 조
사는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고용 및 재무현황, 기업의
특성, 사업체의 특성과 환경,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등에 대해 격년주기
로 조사하는 자료이다. 특히, 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전략과 사업체의
고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으므로 본장의 분석에 적합한 자료이다.
먼저, 사업체패널 조사에 나타난 사업체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겠
다. 사업체패널 조사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정의는 해외공장이나 지사,
백화점 건설, 해외로의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진출 등을 말하며, 단순한
수출입 영업망 확대나 기술 연락사무소 등은 제외한다.
<표 3-2>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한 연도별 해외진출 현황이다. ‘검토
하고 추진 중’과 ‘이미 수행 중’에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005년 31.9%,
2007년 26.7%, 2009년 21.8%, 2011년 21.9%로 꾸준히 감소하다 2013년에
22.5%로 다소 증가하였다. 2009년 4.9%p의 큰 감소는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표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2013년을
예로 들 경우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해외진출 수행 중 비율은 14.6%
(추진 중을 합치면 21.6%),16)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수행
16) 연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해외 진출한 중소 사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것은 ① 사업체패널 조사는 30인 이상 사업체이므로, 30인 미만
의 영세사업체가 배제되어 중소기업 전체에 비하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일 수 있
고, ② 사업체 조사이나 해외 진출에 대한 설문은 기업단위의 현황을 설문하는 것
이므로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조사하더라도 기업단위에서는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 이
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서 제조업 기업의 해외
진출 비중은 2007년 38.5%, 2009년 39.3%, 2011년 36.8%, 2013년 37.1%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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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사업체의 해외진출 현황(2005～13년)
(단위 : 개소, %)

전체
검토한 적 없음
검토 후 포기
검토하고 추진중
이미 수행중
모름

2005

2007

2009

2011

2013

38,115

39,011

41,738

46,002

49,629

(100.0)

(100.0)

(100.0)

(100.0)

(100.0)

19,758

22,322

27,280

27,491

32,124

(51.8)

(57.2)

(65.4)

(59.8)

(64.7)

3,236

2,694

2,675

2,568

2,307

(8.5)

(6.9)

(6.4)

(5.6)

(4.6)

6,336

5,078

3,325

4,845

3,612

(16.6)

(13.0)

(8.0)

(10.5)

(7.3)

5,817

5,364

5,740

5,241

7,527

(15.3)

(13.7)

(13.8)

(11.4)

(15.2)

2,969

3,554

2,718

5,856

4,059

(7.8)

(9.1)

(6.5)

(12.7)

(8.2)

주 : 각 연도별 횡단면 가중치 부여.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5, 2007, 2009, 2011, 2013).

중 비율은 24.8%(추진 중을 합치면 35.9%)로서 예상대로 대규모 사업체
의 추진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제2절 해외진출 현황과 고용관계 개황

본절에서는 사업체 중 1～5차 동안 모두 응답한 균형 패널(balanced
panel) 자료를 구축하여 해외 진출 현황과 고용관계 개황에 대해 살펴본
다. 여기서 5차에 걸친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응답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첫 번째 유형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혹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포괄범위를 고려해볼 때 사업체패널 조사의 해외 진출 비중은 이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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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을 검토한 적 없음’ 혹은 ‘해외 진출을 검토 후 포기’라고 응답한
경우를 말하며, 이를 ‘해외 진출 한 적 없음’이라 정의한다. 두 번째 유형은
‘해외 진출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 중’ 혹은 ‘이미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 중’
이라고 어느 시점에서든 한 번 응답한 후 해외 진출에 대해 같은 전략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여, 이를 ‘해외 진출 추진/수행 중’이라 정의한다. 그
외는 세 번째 유형으로 ‘기타’로 분류한다. <표 3-3>에 의하면 비제조업보
다는 확실히 제조업이 해외에 진출한 비율이 높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진출 비율이 높다. 또한 제조업 내에서도 경공
업보다는 중화학공업의 진출 비율이 두 배 정도 높은 편이다.
또한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진출한 사업체에 비하여
진출한 사업체의 고용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이며, <표 3-5>는 그중에
서도 진출 기업은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중이 미진출 기업보다 높고,
생산․단순직의 비중은 미진출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빈도표만으로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개에 따른 고용량과 직종구성의
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는데, 이하에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표 3-3>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규모별․산업별 해외 진출 전략의 변화
(단위 : 개소, %)
300-

300+

경공업 중공업

제조업 비제조업 합계

Ⅰ. 해외 진출 한 적
없음

13,662

653

1,613

3,367

4,980

9,335

14,315

(54.3)

(29.9)

(49.9)

(31.1)

(35.4)

(70.2)

(52.3)

Ⅱ. 해외 진출 추진/
수행 중

4,644

867

594

3,866

4,461

1,050

5,510

(18.4)

(39.6)

(18.4)

(35.7)

(31.7)

(7.9)

(20.1)

6,870

667

1,028

3,608

4,635

2,901

7,537

(27.3)

(30.5)

(31.8)

(33.3)

(32.9)

(21.8)

(27.5)

25,176

2,187

3,235

10,837

14,076

13,287

27,3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Ⅲ. 기타
전체

주 : 패널가중치 부여.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5, 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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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직종별 고용량
(단위 : 명)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단순직

전체

미진출

진출

미진출

진출

미진출

진출

미진출

진출

2005

66,192

266,450

9,471

37,281

200,651

307,056

276,471

610,788

2007

69,378

309,571

12,262

58,398

195,639

407,017

277,990

774,986

2009

69,396

288,324

10,739

47,827

194,502

379,520

274,637

715,670

2011

68,381

274,726

9,266

28,214

185,056

346,505

262,809

649,444

2013

74,081

262,832

13,590

41,629

173,304

371,328

260,975

676,417

주 : 농림어업 숙련직은 숫자가 작아 보고하지 않음.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5, 2007, 2009, 2011, 2013).

<표 3-5> 해외 진출 여부에 따른 직종구성
(단위 : %)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단순직

미진출

진출

미진출

진출

미진출

진출

2005

23.9

43.6

3.4

6.1

72.6

50.3

2007

25.0

39.9

4.4

7.5

70.4

52.5

2009

25.3

40.3

3.9

6.7

70.8

53.0

2011

26.0

42.3

3.5

4.3

70.4

53.4

2013

28.4

38.9

5.2

6.2

66.4

54.9

주 : 농림어업 숙련직은 숫자가 작아 보고하지 않음.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5, 2007, 2009, 2011, 2013).

제3절 해외진출 결정요인 분석

본절에서는 사업체의 해외 진출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 본 분석을 위해 사업체패널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자료 중
해외 진출에 대해 응답한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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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 설명 및 기술통계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해외 진출 여부를 식별하는 이항 변수(해외 진
출하면 ‘1’, 진출하지 않으면 ‘0’)이고, 설명변수는 고용 및 재무현황, 시장
상황, 제품품질, 혁신에 대한 전략, 작업장혁신 지수, 노사관계 등에 대한
변수이다. 사업체패널 조사에서는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는 조사기준
지난 2년간에 대한 상황을 설문하였고, 재무현황, 고용량 등에 대해서는
조사기준의 말 시점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같은 차수를 설명변수로 분석
하는 경우 역(逆)인과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기준의 말 시
점으로 조사한 설명변수에 대해서는 전기(   )의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
한다.18)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므로 패널 프로빗(panel probit) 임의효과 모형
을 활용하였다. 모형에서 사업체가 해외 진출을 한 상태를 나타내는 잠재
적 변수(latent variable)를   라고 한다면, 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식 (1)에서   는 개별 사업체( )와 시간( )에 따른 사업체의 해외 진출
상태,     는 개별 사업체( )와 시간( -1)에 따른 총 고용량, 1인당 인
건비, 유형자산, 부가가치 등과 같은 사업체 고용과 재무 현황,    는 개
별 사업체( )와 시간( )에 따른 시장수요상황, 작업장혁신 지수, 혁신 유
형 등과 같은 사업체 특성,  는 관측되지 않는 개별 사업체( )의 특성,
  는 개별 사업체( )와 시간( )에 따른 오차항이다.

먼저, 기술통계량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6>과 같다. 전
체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해외 진출한 사업체와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별
17) 2005년에 조사한 1차 자료를 제외하고 2～5차 자료로 균형패널 자료를 구축한 이
유는 ‘매출액의 해외 시장 비율’에 대한 설문이 2차(2007년)부터 조사되었기 때문
이다.
18) 고용과 재무현황에 대한 설문은 2005년부터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기 변수를 활용
하여도 분석 개체 수는 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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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기술통계량(n=266, t=4)1)
전체
(N=1,064)
mean
2)

std

해외진출
(N=591)
mean

std

미진출
(N=473)
mean

std

총 고용량

443.41 1,057.12 656.62 1,358.50 171.07

유형자산(단위 : 백만 원)

117,119 449,025 170,736 572,375 41,169 116,580

1인당 인건비(단위 : 백만 원)

47.26

부가가치(단위 : 백만 원)

20.10

51.16

20.51

41.81

237.99
18.19

190,061 674,751 285,668 843,029 42,091 156,968

경영체제(1 : 소유경영, 4 : 전문경영)

1.85

1.09

2.09

1.15

1.54

0.93

외국인 지분율(%)

7.05

19.61

9.25

21.16

4.29

17.12

사업체 연령(년)

26.30

15.31

28.41

15.84

23.66

14.21

해외 시장 비율(%)

24.43

27.63

32.96

28.23

13.78

22.76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정도(1 : 약함, 5 : 심함)

3.91

0.84

3.92

0.88

3.91

0.79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3.17

0.89

3.26

0.91

3.07

0.86

경쟁업체 대비 가격(1 : 저렴, 5 : 비쌈)

3.03

0.60

3.05

0.58

3.01

0.63

경쟁업체 대비 품질(1 : 나쁨, 5 : 좋음)

3.84

0.69

3.89

0.68

3.79

0.70

‘기술적 능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1

0.43

0.49

0.48

0.50

0.36

0.48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3.35

0.89

3.53

0.74

3.12

1.01

작업장혁신 지수(최대 7점)

3.22

1.85

3.66

1.78

2.68

1.78

이직률

18.20

20.26

17.28

21.23

19.34

18.95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3)

2.30

6.86

2.34

6.54

2.24

7.25

4)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6.12

13.78

7.61

15.32

4.26

11.32

유노조 사업체=1

0.36

0.48

0.43

0.50

0.26

0.44

전반적인 노사관계(1 : 나쁨, 5 : 좋음)

3.83

0.64

3.89

0.65

3.76

0.63

경공업=1

0.25

0.43

0.18

0.39

0.33

0.47

화학공업=1

0.23

0.42

0.24

0.43

0.21

0.41

금속자동차운송=1

0.29

0.46

0.31

0.46

0.27

0.44

전기전자정밀=1

0.23

0.42

0.26

0.44

0.19

0.39

주 : 1) 유형자산, 경영체제, 주된 제품의 경쟁업체 대비 가격, 주된 제품의 경쟁업
체 대비 품질, 1인당 인건비는 해당 없음, 혹은 결측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전체 표본보다 작을 수 있음.
2) 전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계약직 등), 단시간, 일용근로자, 파
견, 사내하청/용역 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일컫음.
3)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기간제(계약직 등) 근로자, 단시
간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함.
4)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파견, 사내하청/용역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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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량을 모두 제시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인 진출 여부를 보면, ‘해외 진출 검토한 후 추진 중’이거
나 ‘이미 수행 중’인 사업체의 비율은 55.5%로 나타났다.19)
고용 및 재무현황을 살펴보겠다.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의 평균 전체 근
로자 수는 657명,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의 평균 전체 근로자 수는 171명이
다.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의 평균 유형자산은 170,736백만 원, 진출하지 않
은 사업체의 평균 유형자산은 41,169백만 원이고,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의
평균 1인당 인건비는 51백만 원,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의 평균 1인
당 인건비는 42백만 원이고,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의 평균 부가가치는
285,668백만 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의 평균 부가가치는 42,091백만 원
으로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체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소유경영체제를 ‘1’로 전
문경영체제를 ‘4’로 하여 경영체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외에 진출한 사
업체의 기업 경영체제는 2.09,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의 기업경영
체제는 1.54로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는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에 비하여
전문경영체제인 경우가 많다고 나타났다.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의 외국
인 지분율은 9.25%,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의 외국인 지분율은
4.29%이다.
사업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의 평균 연령
은 28.5년,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의 평균 연령은 23.7년이고, 해외
에 진출한 사업체의 매출액의 해외 시장 비율은 33.0%,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의 매출액의 해외 시장 비율은 13.8%이다.
사업체의 경영 환경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정성적 설문에 대한 응
답을 보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에 대해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는

19) <표 3-6>에서 ‘해외 진출’이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55.5%로, <표 3-2>의
‘검토 후 추진 중’ 또는 ‘이미 수행 중’이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율인 21～31%
수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① <표 3-2>는 제조업뿐 아니라 비제조업 사
업체를 포함하여 횡단면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이고 ② <표 3-6>은 해외진출 여
부에 대해 모든 차수에서 응답한 제조업 사업체를 2007～13 균형패널로 구성하
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이므로, 이는 자료 구성 및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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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3.91로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국내외 시장 수요상황에 대해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는 3.26,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3.07로서 해외 진출한 사업체가 시장수요가 늘어
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경쟁업체 대비 주된 제품의 가격에 대해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는 3.05,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3.01이고, 경쟁업체 대비 주된 제품의 품
질에 대해 해외에 진출 사업체는 3.89,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3.79이다. 주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격과 품질 외에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기술적 요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해외 진출 사업체
는 48%,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36%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혁신
유형 중 추종형을 ‘1’, 선도형을 ‘4’로 하면,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는 3.53,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3.12이다. 작업장혁신 지수는 해외에 진
출한 사업체는 3.66,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2.68로 나타났다.
이직률을 보면,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는 17.3%,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19.3%이고, 전체 근로자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을 보면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는 2.29%,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2.16%이고, 전체 근로자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해
외에 진출한 사업체는 7.56%,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4.15%이다.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체의 비율은 43%, 전반적인 노사
관계 분위기는 평균 3.89이고, 해외에 진출하지 않은 사업체 중 유노조 사
업체의 비율은 26%, 노사관계 분위기는 평균 3.76이다.
해외에 진출한 사업체의 주된 산업은 경공업 18%, 화학공업 24%, 금
속․자동차․운송 31%, 전기․전자․정밀 26%이고, 해외에 진출하지 않
은 사업체의 주된 사업은 경공업 33%, 화학공업 21%, 금속․자동차․운
송 27%, 전기․전자․정밀 19%이다.

2. 실증분석
해외 진출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 프로빗 임의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3-7>과 같다. 총 고용량이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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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매출액의 해외 시장 비율이
높을수록, 혁신유형이 ‘선도형’일수록, 작업장혁신 지수가 클수록 해외 진
출 확률은 높고, 유형자산이 많을수록 해외 진출 확률은 낮았다. 유형자
산이 클수록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더 신중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작업장 혁신을 더 많이 시행할 정도로 공
장 운영의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 해외 진출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1절
의 설명이 타당한 것으로 입증된 점이다. 즉, 수요 측 요인 이외에 해외진
출을 할 수 있는 공급 측 역량 또한 대단히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조성재 외(2005)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들은 탈출형과 시장개척형으
로 나누어진다. 이같이 해외진출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결정요인이 달라
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규모와 업종을 구분해서 분석해 보았다. 우선
<표 3-8>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패널 프로빗 임의효과 모형으로 해외
진출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사업체의 규모는 작더라도 모기
업이 큰 규모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자 수로 사업체 규모를 분류하지
않았다. ‘중소규모’는 단일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대규모’는 단
일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복수사업체로 정의하였다. ‘중소규
모’ 사업체는 총 고용량이 많을수록, 매출액의 해외 시장 비율이 높을수록,
작업장혁신 지수가 높을수록 해외 진출 확률이 높았다. ‘대규모’ 사업체는
총 고용량이 많을수록,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매출액의 해외 시장 비율이
높을수록, 혁신유형이 ‘선도형’일수록, 작업장혁신 지수가 높을수록 해외
진출 확률은 높고, 유형자산이 많을수록, 무노조 사업체에 비하여 유노조
사업체에서 해외 진출 확률은 낮았다. 이로부터 대규모 사업체들의 시장
개척형 진출은 개연성이 있으나, 중소 사업체들의 탈출형 진출 가능성은
노동 관련 요인들의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아 검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조성재 외(2005)에서 활용한 변수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가능성은 10여 년이 지난 이제 중소기업이
라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의 임금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
문에 탈출형 진출을 하는 경우는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표 3-9>는 사업체의 주된 산업에 따라 패널 프로빗 임의효과
모형으로 해외 진출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경공업 사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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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해외진출 결정요인(패널 프로빗 임의효과 모형)
Coef.

한계효과

log(총 고용량 t-1)

0.713

0.146

0.142 ***

log(유형자산 t-1)

-0.147

-0.030

0.077 *

log(1인당 인건비 t-1)

-0.640

-0.131

2.563

log(1인당 인건비 t-1)2

0.072

0.015

0.349

log(부가가치 t-1)

0.057

0.012

0.031 *

경영체제(1 : 소유경영, 4 : 전문경영)

0.088

0.018

0.082

외국인 지분율(%)

Std. Err.

-0.004

-0.001

0.005

사업체 연령(년)

0.002

0.000

0.008

해외 시장 비율(%)

0.020

0.004

0.003 ***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1 : 약함, 5 : 심함)

-0.151

-0.031

0.098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097

0.020

0.087

가격(1 : 저렴, 5 : 비쌈)

0.077

0.016

0.140

품질(1 : 좋지않음, 5 : 좋음)

0.128

0.026

0.119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1

0.144

0.030

0.153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213

0.044

0.092 **

작업장혁신 지수

0.175

0.036

0.049 ***

이직률 t-1

-0.001

0.000

0.004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t-1

0.000

0.000

0.006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t-1

-0.006

-0.001

0.007

유노조 사업체=1

-0.388

-0.079

0.251

0.065

0.013

0.125

화학공업=1

0.321

0.066

0.295

금속․자동차․운송=1

0.183

0.038

0.281

전기․전자․정밀=1

0.431

0.088

0.309

2009년=1

-0.231

-0.048

0.185

2011년=1

0.043

0.009

0.189

2013년=1

-0.187

-0.038

0.199

상수항

-3.703

전반적인 노사관계(1 : 나쁨, 5 : 좋음)
[기준 : 경공업]

[기준 : 2007년]

Log likelihood
Pseudo-R2
N

4.720
-367.093
0.261
787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t-1은 전기변수를 의미함.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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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사업체 규모별 해외진출 결정요인(패널 프로빗 임의효과 모형)

0.693
-0.155
1.511
-0.199
-0.020
0.152
-0.007
0.012
0.017
-0.158
0.145
-0.249
0.212
0.037
0.086
0.163
0.006
0.011
-0.012
-0.535
0.192

중소규모
한계
Std. Err.
효과
0.159 0.245 ***
-0.036 0.106
0.346 4.252
-0.046 0.609
-0.004 0.048
0.035 0.144
-0.002 0.008
0.003 0.014
0.004 0.005 ***
-0.036 0.141
0.033 0.129
-0.057 0.212
0.048 0.177
0.009 0.234
0.020 0.134
0.037 0.079 **
0.001 0.005
0.003 0.018
-0.003 0.013
-0.122 0.434
0.044 0.209

-0.095
0.275
0.543

-0.022
0.063
0.124

-0.077
-0.026
-0.324
-7.213

-0.018
-0.006
-0.074

Coef.
log(총 고용량 t-1)
log(유형자산 t-1)
log(1인당 인건비 t-1)
log(1인당 인건비 t-1)2
log(부가가치 t-1)
경영체제(1 : 소유경영, 4 : 전문경영)
외국인 지분율(%)
사업체 연령(년)
해외 시장 비율(%)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1 : 약함, 5 : 심함)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가격(1 : 저렴, 5 : 비쌈)
품질(1 : 좋지않음, 5 : 좋음)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1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작업장혁신 지수
이직률 t-1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t-1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t-1
유노조 사업체=1
전반적인 노사관계(1 : 나쁨, 5 : 좋음)
[기준 : 경공업]
화학공업=1
금속․자동차․운송=1
전기․전자․정밀=1
[기준 : 2007년]
2009년=1
2011년=1
2013년=1
상수항
Log likelihood
Pseudo-R2
N

-150.840
0.249
295

0.706
-0.256
-6.333
0.776
0.122
-0.020
-0.006
-0.002
0.027
-0.202
0.033
0.134
0.144
0.070
0.263
0.143
-0.008
0.000
0.000
-0.519
0.070

대규모
한계
효과
0.136
-0.049
-1.217
0.149
0.023
-0.004
-0.001
-0.0003
0.005
-0.039
0.006
0.026
0.028
0.013
0.050
0.027
-0.002
-0.0001
-0.0001
-0.100
0.013

0.451
0.422
0.419

0.561
0.154
0.385

0.108
0.030
0.074

0.342
0.333
0.407

0.281
0.307
0.332
7.460

-0.415
-0.042
-0.249
8.831

-0.080
-0.008
-0.047

0.261
0.262
0.270
7.390

Coef.

Std. Err.
0.189 ***
0.124 **
3.911
0.513
0.043 ***
0.101
0.005
0.008
0.005 ***
0.138
0.120
0.192
0.160
0.204
0.127 **
0.060 **
0.006
0.005
0.008
0.296 *
0.156

-208.272
0.234
492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t-1은 전기변수를 의미함.
3) ‘중소규모’는 단일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대규모’는 단일 사업
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복수업체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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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산업별 해외진출 결정요인(패널 프로빗 임의효과 모형)
경공업
Coef.

화학공업 금속자동차 전기전자
Coef.

Coef.

Coef.
***

1.327 ***

log(총 고용량 t-1)

0.028

2.423

0.849

log(유형자산 t-1)

-0.316

-0.578

-0.110

-0.436 *

log(1인당 인건비 t-1)

-2.629

30.909

-1.412

-3.494

log(1인당 인건비 t-1)2

0.045

-3.713

0.047

0.492

log(부가가치 t-1)

1.025 ***

-0.045

0.193

-0.038

경영체제(1 : 소유경영, 4 : 전문경영)

0.072

0.960

-0.044

0.001

외국인 지분율(%)

-0.009

-0.012

0.013

0.003

사업체 연령(년)

-0.008

-0.021

0.000

0.074 **

0.041

0.010

0.039 ***

-1.287

-0.035

해외 시장 비율(%)

0.033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1 : 약함, 5 : 심함)

0.052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

-0.407

-0.652

0.095

0.213

가격(1 : 저렴, 5 : 비쌈)

-0.114

0.653

0.281

-0.535

품질(1 : 좋지않음, 5 : 좋음)

-0.117

0.854

-0.056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1

0.484

***

0.250

0.132

0.653 **

0.786

**
*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210

-0.069

0.345

작업장혁신 지수

-0.067

0.876

0.163 *

0.000

-0.018

-0.006

이직률 t-1

-0.455
0.411
0.311 **
0.006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t-1

-0.009

0.002

0.001

0.078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t-1

-0.029 *

-0.014

0.004

-0.076 **

0.837

-1.027

-1.444 **

0.210

-0.119

0.026

0.428

유노조 사업체=1
전반적인 노사관계(1 : 나쁨, 5 : 좋음)

0.662

*

[기준 : 2007년]
2009년=1

-0.645

-1.402

-0.312

0.792

2011년=1

-0.644

2.088

0.170

0.083

2013년=1

-0.563

-1.016

0.049

0.036

상수항

-1.075

-70.095

-2.702

-2.041

Log likelihood

-71.619

-60.994

-104.089

-63.017

0.411

0.317

0.298

0.416

173

179

245

190

Pseudo-R2
N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t-1은 전기변수를 의미함.
3) 경공업은 제9차 표준산업분류 10～18, 32, 33, 화학공업은 19～23, 금속․자
동차․운송은 24, 25, 29～31, 전기․전자․정밀은 26～28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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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매출액의 해외 시장 비율이 높을수록, 국내외 시장
수요가 증가할수록 해외 진출 확률이 높았다. 금속․자동차․운송 사업
체는 총 고용량이 많을수록, 가격과 품질 외에 ‘기술적 능력’을 중요한 요
인으로 생각할수록, 혁신유형이 ‘선도형’일수록, 작업장혁신 지수가 높을
수록, 유노조 사업체에 비하여 무노조 사업체가 해외 진출확률이 높았다.
전기․전자․정밀 사업체는 총 고용량이 많을수록, 사업체가 오래될수록,
매출액의 해외 시장 비율이 높을수록, 경쟁업체 대비 품질이 좋을수록,
작업장혁신 지수가 높을수록 해외 진출 확률이 높고, 유형자산이 많을수
록,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많을수록 해외 진출 확률이 낮았다.
이로부터, 질문이 풍부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했던 조성재 외(2005)와
비교하면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경공업과 금속 및 전
자산업은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하여 해외에 진출한다는 점만은 다시 확인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별 진출 요인 및 진출의 다이내믹스는
결국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규명될 필요가 있다.

제4절 해외진출에 따른 고용량 변화 분석

1. 분석모형
사업체의 해외진출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민웅(2015)
에 활용된 분석모형을 도입하였다. 이 모형은 Van Reenen(1997)의 노동
수요 함수를 활용한 것이다. Van Reenen(1997)은 기술, 자본, 고용량으로
이루어진 생산함수를 대상으로, 각 생산요소들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쳐
고용량을 변화시키는 효과와 각 생산요소들 간의 대체성에 의해 고용량
을 변화시키는 효과 모두를 고려하는 이론적 모형을 사용한다.
Van Reenen(1997)의 가정을 수용하여, 모든 기업이 완전경쟁시장에 직
면하고 있으며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인 아래와 같은 CES 생산함수를
통해 각각 1개의 제품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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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는 생산량,  은 고용량,  는 자본스톡,  는 힉스 중립적 기
술수준,  는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절감하는 해롯 중립적 기술수준,  는
솔로우 중립적 기술수준,  는 고용량과 자본스톡양 사이의 대체 탄력성
( ≤  ≤ ∞ )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실질임금( )은 한계노동생산(marginal product
of labor)과 같기 때문에 식 (2)의 고용량에 대한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은 아래와 같다.
log   log    log      log

(3)

식 (2)에서 자본스톡( )에 대한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을 도
출한 후, 식 (3)의 생산량( )에 그러한 1계 조건을 대입하면 아래의 식
(4)가 유도된다.
log     log      log  log  log

(4)

여기서  은 자본( )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그 결과 식 (4)에 기초하
여, 본장의 분석에 기초가 되는 계량모형이 도출된다(지민웅, 2015 : 14～
16 재인용). 그러나 본장의 분석에서는 기술 혹은 혁신수준에 대해 적합
한 변수를 찾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변수를 누락한 식 (5)와 같은 계량모형
으로 분석한다.
log  log      log  log     
        

(5)

여기서 log   는 사업체 단위의 로그 고용량이고, log      은 전기의
사업체 단위의 로그 고용량이고, log   는 로그 유형자산이고, log  는
로그 1인당 인건비,  는 해외진출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는 사업체의
고용량을 결정하는 사업체 특성 변수,  는 연도별 더미로 거시경제효과를
통제하는 변수, 는 관측되지 않는 개별 사업체의 특성,  는 오차항이다.
본 분석에서는 시스템 GMM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20)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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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M은 Arellano & Bover(1995)와 Blundell & Bond(1998)가 제시한 방
법으로 차분GMM에서 나타나는 약한 도구변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분을 하지 않고 수준(level) 변수를 사용하되, 도구변수는 차분한 변수
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총 고용량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여러 형태
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 수를 말한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정규
직 근로자 수뿐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총 고용량은 조사에서 파악된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분석에서는 총 고용량 변화
뿐 아니라 직종별 고용량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한다. 그런데, 사
업체패널 조사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는 파악가능하나 직종별 고용
형태 근로자 수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분석의 총 고용량은 사
업체패널 조사에서 직종별 고용량 파악이 가능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수
의 합으로 정의한다21). 즉,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계약직 등) 근로자, 단
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내하청/용역 근로자 수의 합을 총 고용량으
로 정의한다.
본절에서는 우선 해외 진출과 사업체의 총 고용량, 관리․전문․사무
직 근로자의 고용량, 생산․단순직 근로자의 고용량, 서비스․판매직의
고용량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2. 실증분석
가. 총 고용량
해외 진출에 따른 사업체의 총 고용량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시스템 GMM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10>과 같다.
20) 해외진출이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을 수행한 홍장표(2012) 역시 이러한 시스템
GMM 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
21) 분석을 위해 구축한 데이터 세트에서 직종 구분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재택/
가내 근로자, 독립도급/특수고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고용량 중 1.8%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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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총 고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system GMM)
모형 1
Coef.

모형 2

Std.Err.
***

log(총 고용량 t-1)

0.366 0.116

log(유형자산)

0.081 0.023 ***

log(1인당 인건비)
log(부가가치)

Coef.

모형 3

Std.Err.

Coef.

Std.Err.

***

0.386 0.119 ***

0.079 0.023 ***

0.081 0.023 ***

0.386 0.118

-0.092 0.077

-0.075 0.079

-0.068 0.080

0.007 0.005

0.006 0.006

0.007 0.006

해외 진출=1

-0.013 0.048

작업장혁신 지수

0.023 0.012

-0.026 0.050
**

0.024 0.012 **

외국인 지분율

0.003 0.002 *

해외 시장 비율

0.001 0.001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034 0.023

가격(1 : 저렴, 5 : 비쌈)

0.047 0.036

품질(1 : 좋지않음, 5 : 좋음)

-0.002 0.031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1

-0.038 0.039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011 0.024

유노조=1

0.100 0.133

[기준 :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자동차․운송
전기․전자․정밀

6.078 1.328 ***

5.943 1.348 ***

5.750 1.361 ***

-3.822 1.413 ***

-3.850 1.423 ***

-3.605 1.426 **

8.012 1.385 ***

7.958 1.398 ***

7.626 1.412 ***

[기준 : 2007년]
2009년=1

-0.035 0.034

-0.024 0.035

-0.012 0.036

2011년=1

0.004 0.038

0.007 0.039

0.022 0.040

2013년=1

0.024 0.042

0.028 0.042

0.045 0.043

0.555 0.417

0.198 0.454

835

826

상수항
N

0.712 0.402
835

*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t-1은 전기변수를 의미함.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식 (4)에 따르면 1인당 인건비 변수의 추정치는 음(-)의 값을, 유형자산
의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세 가지의 모형 모두 이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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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사업체 규모별 총 고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system GMM)
중소규모

대규모

Coef.

Std.Err.

Coef.

Std.Err.

log(총 고용량 t-1)

0.224

0.140

0.452

0.123 ***

log(유형자산)

0.032

0.025

0.150

0.038 ***

0.077

0.127

-0.002

0.008
0.073

log(1인당 인건비)

0.081 **

-0.176

***

log(부가가치)

0.023

0.007

해외 진출=1

-0.014

0.057

-0.052

작업장혁신 지수

-0.001

0.015

0.036

0.017 **

0.000

0.002

0.005

0.002 **

외국인 지분율
해외 시장 비율

0.000

0.001

0.001

0.001

-0.002

0.029

0.044

0.033

가격(1 : 저렴, 5 : 비쌈)

0.033

0.044

0.034

0.048

품질(1 : 좋지않음, 5 : 좋음)

0.022

0.039

-0.010

0.043

-0.050

0.045

-0.061

0.056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000

0.027

0.005

0.036

유노조=1

0.033

0.127

0.164

0.229

6.214

6.590

-2.048

금속․자동차․운송

-6.569

8.486

1.992

1.379

전기․전자․정밀

-1.448

2.806

2.735

0.942 ***

0.056

0.050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1

[기준 : 경공업]
화학공업

0.724 ***

[기준 : 2007년]
2009년=1
2011년=1

0.105

0.059

2013년=1

0.027

0.062

상수항
N

4.225

2.255
329

*

*

-0.049

0.052

-0.038

0.056

0.032

0.062

0.231

0.791
497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t-1은 전기변수를 의미함.
3) ‘중소규모’는 단일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대규모’는 단일 사업
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복수사업체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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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관심변수인 해외 진출 여부와 작업장혁신 지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
다. 해외 진출과 총 고용량은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작업장혁신 지수와 총 고용량은 정(+)의 관계를 보였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업체의 규모별 총 고용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3-11>과 같다.
규모에 상관없이 해외 진출과 총 고용량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작업
장혁신 지수와 총 고용량은 부(-)의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대규모 사업체에서 작업장혁신 지수와 총 고용량은 정(+)의 효과를 보였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 관리․전문․사무직 고용량
다음으로 직종별 고용량에 대해 분석하겠다. 관리․전문․사무직, 생
산․단순직, 서비스․판매직 세 가지로 나눠 해외진출과 각 직종별 고용
량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관리․전문․사무직 고용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3-12>와
같다. 해외 진출과 관리․전문․사무직의 고용량은 모형 2에서 정(+)의
관계, 모형 3에서 부(-)의 관계를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작업장혁신 지수와 관리․전문․사무직의 고용량은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변수를 살펴보면, 관리․전
문․사무직의 고용량은 매출액의 해외 시장 비율, 혁신 유형이 ‘선도형’인
경우, 무노조 사업체에 비해 유노조 사업체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
사업체 규모별 관리․전문․사무직 고용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3-13>과 같다.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해외 진출과 관리․전문․사무직의
고용량은 부(-)의 관계, 대규모 사업체에서 해외 진출과 관리․전문․사
무직의 고용량은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작업장혁신 지수와 관리․전문․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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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관리․전문․사무직 고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system GMM)
모형 1

모형 2

Coef.

Std.Err.

log(관리․전문․사무직 고용량 t-1)

0.356

0.144

**

log(유형자산)

0.043

0.035

-0.103

0.116

log(1인당 인건비)
log(부가가치)

0.017

0.008

**

모형 3

Coef.

Std.Err.

Coef.

Std.Err.

0.349

0.143

**

0.374

0.147 **

0.041

0.035

0.039

0.035

-0.106

0.116

-0.115

0.118

**

0.008

해외 진출=1

0.037

0.072

-0.007

0.074

작업장혁신 지수

0.005

0.017

0.001

0.017

외국인 지분율

0.001

0.002

해외 시장 비율

0.004

0.002 **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015

0.035

가격(1 : 저렴, 5 : 비쌈)

0.026

0.053

-0.036

0.046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1

0.012

0.058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082

0.036 **

유노조=1

0.394

0.198 **

3.349

2.196

품질(1 : 좋지않음, 5 : 좋음)

0.018

0.009 **

0.017

[기준 :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자동차․운송
전기․전자․정밀

2.831
-8.515
8.534

2.157

2.910
***

-8.514

2.187 ***

8.626

1.863

2.156
***

-8.150

1.859 **

2.182 ***

7.970

2.229 **

1.859

[기준 : 2007년]
2009년=1

-0.021

0.051

-0.015

0.052

-0.009

0.054

2011년=1

0.006

0.057

0.010

0.058

0.032

0.059

2013년=1

0.064

0.063

0.070

0.064

0.085

0.065

1.691

0.872 *

상수항
N

2.339

0.807
835

***

2.314

0.808
835

***

826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t-1은 전기변수를 의미함.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 (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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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변수를 살펴보면,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관리․전문․사무직의 고용량

제3장 제조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및 고용관계

81

은 매출액의 해외 시장 비율, 혁신유형이 ‘선도형’인 경우, 무노조에 비하
여 유노조에서 정(+)의 효과를 갖는다고 나타났다.
<표 3-13> 사업체 규모별 관리․전문․사무직 고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system
GMM)
중소규모
Coef.

대규모

Std.Err.
**

Coef.

Std.Err.

log(관리․전문․사무직 고용량 t-1)

0.449

0.208

0.282

0.174

log(유형자산)

0.039

0.047

0.058

0.052

-0.169

0.154

-0.065

0.170

log(부가가치)

0.009

0.013

0.028

0.011 **

해외 진출=1

-0.020

0.106

0.012

0.099

0.011

0.027

0.000

0.022

-0.003

0.004

0.002

0.003

0.003

0.002

log(1인당 인건비)

작업장혁신 지수
외국인 지분율

*

해외 시장 비율

0.004

0.002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036

0.056

-0.005

0.045

가격(1 : 저렴, 5 : 비쌈)

0.126

0.088

-0.021

0.066

-0.033

0.074

-0.042

0.059

0.005

0.083

0.009

0.077

*

품질(1 : 좋지않음, 5 : 좋음)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1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086

0.052

0.075

0.049

유노조=1

0.435

0.242 *

0.427

0.312

[기준 : 경공업]
화학공업
금속․자동차․운송
전기․전자․정밀

3.627

2.305

-4.919

3.056

-0.509

1.310

0.160

2.009

0.101

1.850

19.692

3.489 ***

0.096

0.086

-0.076

0.071

-0.046

0.076

0.038

0.085

[기준 : 2007년]
2009년=1
2011년=1

0.142

0.100

2013년=1

0.164

0.111

상수항
N

0.425

0.870
329

*

*

0.030

1.062
497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t-1은 전기변수를 의미함.
3) ‘중소규모’는 단일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대규모’는 단일 사업
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복수사업체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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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산․단순직 고용량
다음으로 생산․단순직 고용량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14>와 같다. 해외 진출과 생산․단순직의 고용량은 부(-)의 효과를 갖
<표 3-14> 생산․단순직 고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system GMM)
모형 1

모형 2

모형 3

Coef.

Std.Err.

Coef.

Std.Err.

Coef.

Std.Err.

0.225

0.099

**

0.244

0.100

**

0.235

0.101 **

*

0.099

0.061

0.106

0.062

-0.066

0.205

-0.059

0.209

0.020

0.015

0.020

0.015

-0.093

0.125

-0.107

0.129

0.076

0.031 **

외국인 지분율

0.002

0.004

해외 시장 비율

-0.001

0.003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050

0.061

가격(1 : 저렴, 5 : 비쌈)

0.015

0.093

품질(1 : 좋지않음, 5 : 좋음)

0.092

0.081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1

-0.064

0.102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015

0.063

유노조=1

0.154

0.348

log(생산․단순직 고용량 t-1)
log(유형자산)

0.109

0.061

log(1인당 인건비)

-0.130

0.203

log(부가가치)

0.022

0.014

해외 진출=1
작업장혁신 지수

0.083

0.030

***

*

[기준 : 경공업]
화학공업

87.949

15.945 *** 86.329

16.019 *** 84.139

17.723 ***

금속․자동차․운송

18.461

4.175 *** 17.735

4.222 *** 19.624

4.688 ***

전기․전자․정밀

103.055 19.550 *** 101.572 19.617 *** 85.423

18.998 ***

[기준 : 2007년]
2009년=1

-0.028

0.090

0.009

0.092

0.021

0.095

2011년=1

-0.136

0.098

-0.128

0.099

-0.124

0.102

0.016

0.108

0.026

0.109

0.011

0.113

2013년=1
상수항
N

-47.598

8.960 *** -47.100
835

8.984 *** -44.003
835

9.370 ***
826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t-1은 전기변수를 의미함.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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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사업체 규모별 생산․단순직 고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system GMM)
중소규모
log(생산․단순직 고용량 t-1)
log(유형자산)
log(1인당 인건비)

대규모

Coef.

Std.Err.

-0.160

0.193

0.243

0.109 **

0.012

0.062

0.250

0.098 **

-0.336

0.206 *

0.308

0.326

0.015

0.021
0.184

**

Coef.

Std.Err.

log(부가가치)

0.034

0.017

해외 진출=1

-0.163

0.147

-0.162

0.034

0.037

0.091

0.042 **

외국인 지분율

-0.002

0.006

0.004

0.005

해외 시장 비율

-0.004

0.003

0.000

0.004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069

0.073

0.114

0.084

가격(1 : 저렴, 5 : 비쌈)

-0.095

0.113

0.046

0.124

0.071

0.098

0.116

0.111

-0.120

0.115

-0.104

0.143

0.023

0.070

-0.009

0.091

-0.168

0.327

0.457

0.584

화학공업

11.672

7.634

-20.310

금속․자동차․운송

-1.850

6.032

-1.187

0.806

1.444

-12.155

2009년=1

0.090

0.121

-0.027

0.132

2011년=1

-0.038

0.136

-0.205

0.143

2013년=1

-0.043

0.157

-0.063

0.159

6.104

3.927

작업장혁신 지수

품질(1 : 좋지않음, 5 : 좋음)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1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유노조=1
[기준 : 경공업]

전기․전자․정밀

7.508 ***
2.007
3.853 ***

[기준 : 2007년]

상수항
N

3.213

1.459
329

**

497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t-1은 전기변수를 의미함.
3) ‘중소규모’는 단일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대규모’는 단일 사업
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복수사업체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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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작업장혁신 지수와 생
산․단순직의 고용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갖는다고 나
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생산․단순직 고용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3-15>
와 같다. 중소규모 사업체와 대규모 사업체 모두 해외 진출과 생산․단순
직 고용량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장혁신 지수와 생산․단순직 고용량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라. 서비스․판매직 고용량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 고용량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16>과 같다. 해외 진출과 서비스․판매직의 고용량은 정(+)의 효과를
갖는다고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작업장혁신 지수와 서비
스․판매직의 고용량은 모형 2에서 부(-)의 관계, 모형 3에서 정(+)의 관
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업체 규모별 서비스․판매직 고용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3-17>과 같다. 해외 진출과 서비스․판매직 고용량은 중소규모 사업체와
대규모 사업체 모두 정(+)의 효과를 갖는다고 나타났고, 대규모 사업체에
서 계수의 값이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작업장혁신 지수와 서비
스․판매직 고용량은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부(-)의 관계, 대규모 사업체
에서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그 외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대규모 사업체에서 서비스․판매직
고용량은 경쟁업체 대비 가격이 비싼 경우, 가격과 품질 외에 ‘기술적 능
력’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경우, 무노조 사업체에 비해 유노조 사업체
와 부(-)의 관계를 갖고, 경쟁업체 대비 품질이 좋은 경우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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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서비스․판매직 고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system GMM)
모형 1

모형 2

모형 3

Coef.

Std.Err.

Coef.

Std.Err.

Coef.

Std.Err.

log(서비스․판매직 고용량 t-1)

0.092

0.072

0.084

0.071

0.139

0.075 *

log(유형자산)

0.088

0.083

0.075

0.083

0.090

0.085

log(1인당 인건비)

-0.002

0.278

-0.033

0.277

-0.057

0.288

-0.030

0.021

log(부가가치)

-0.025

0.020

**

0.332

0.170

해외 진출=1

0.037

0.040

0.378

0.180 **

작업장혁신 지수

-0.026

0.020

0.039

0.042

외국인 지분율

-0.002

0.006

해외 시장 비율

0.001

0.004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049

0.084

가격(1 : 저렴, 5 : 비쌈)

-0.151

0.128

품질(1 : 좋지않음, 5 : 좋음)

0.135

0.112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1

-0.305

0.143 **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055

0.087

유노조=1

-0.580

0.483

***

-10.843

6.236 *

-13.267 8.058

*

-19.295 19.472

-8.891

3.820

**

-5.110

9.466

[기준 : 경공업]
2.201 *** -6.790

화학공업

-6.453

금속․자동차․운송

-11.939 8.105

전기․전자․정밀

**

2.181

-8.574

3.831

2009년=1

-0.069

0.123

-0.017

0.125

0.028

0.132

2011년=1

-0.004

0.136

0.031

0.135

0.038

0.143

2013년=1

-0.075

0.148

-0.024

0.148

-0.050

0.157

10.116

5.709

[기준 : 2007년]

상수항
N

7.577

2.828
835

***

8.041

2.819
835

***

826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t-1은 전기변수를 의미함.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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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사업체 규모별 서비스․판매직 고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system GMM)
중소규모

대규모

Coef.

Std.Err.

log(서비스․판매직 고용량 t-1)

0.209

0.149

0.095

0.092

log(유형자산)

0.024

0.104

0.164

0.131

log(1인당 인건비)

0.035

0.341

0.031

0.428

log(부가가치)

0.001

0.028

-0.049

0.028 *

해외 진출=1

0.005

0.241

0.593

0.248 **

-0.008

0.060

0.049

0.056

외국인 지분율

0.004

0.009

-0.002

0.007

해외 시장 비율

0.006

0.005

-0.001

0.005

시장 수요 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143

0.119

-0.005

0.113

가격(1 : 저렴, 5 : 비쌈)

0.136

0.185

-0.290

0.165 *

품질(1 : 좋지않음, 5 : 좋음)

-0.176

0.161

0.270

0.147 *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인=1

-0.068

0.186

-0.392

0.201 **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036

0.115

-0.103

0.123

0.078

0.537

-1.293

0.788 *

-1.632

5.826

-10.886

5.351 **

금속․자동차․운송

0.305

2.733

-16.449

8.463 **

전기․전자․정밀

4.517

2.218 **

3.874

7.865

작업장혁신 지수

유노조=1

Coef.

Std.Err.

[기준 : 경공업]
화학공업

[기준 : 2007년]
2009년=1

-0.115

0.188

0.132

0.177

2011년=1

0.114

0.221

0.028

0.191

2013년=1

-0.176

0.239

0.022

0.213

상수항

-1.023

2.558

8.003

4.165 *

N

329

497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t-1은 전기변수를 의미함.
3) ‘중소규모’는 단일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대규모’는 단일 사업
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복수사업체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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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외진출에 따른 직종구성 변화 분석

본절에서는 사업체의 직종구성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앞
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체패널 2007년, 2009년, 2011
년, 2013년 자료 중 해외 진출에 대해 응답한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1. 모형 설명
본 분석의 종속변수는 사업체의 총 고용량 중 직종별 비중이다. 총 고
용량 중 관리․사무․전문직 근로자의 비중, 생산․단순직 근로자의 비
중, 서비스․판매직 근로자의 비중에 대해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고용
및 재무현황, 시장상황, 제품품질, 혁신 등에 대한 전략, 작업장혁신 지수,
노사관계 등에 대한 변수이다. 기술통계에 대해서는 제3절의 <표 3-6>을
참조한다.
사업체의 직종구성과 해외진출 여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
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였다. 모형은 아래와 같다.

     log                  

(6)

식 (6)에서  는 개별 사업체( )와 시간( )에 따른 총 고용량 중 직종
별 근로자 수, 즉 직종별 구성비, log 는 개별 사업체( )와 시간( )에 따
른 총 고용량,   는 개별 사업체( )와 시간( )에 따른 해외 진출 여부,
   는 개별 사업체( )와 시간( )에 따른 작업장혁신 지수,   는 사업체

( )와 시간( )에 따른 재무현황, 시장수요상황, 작업장혁신 지수, 혁신 유
형 등과 같은 사업체 특성,  는 관측되지 않는 개별 사업체( )의 특성,
  는 개별 사업체( )와 시간( )에 따른 오차항이다.
  를 확률변수로 가정하면 식 (6)으로 임의효과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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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인  와 해외진출 여부 더미변수인
  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에도 이

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추정하게 되면 추정된  는 편의가 발생된다.
식 (6)에서 개별 사업체의 평균값을 빼면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는 속성인
  가 자연스럽게 제거된다. 따라서  의 고정효과 추정치는 오차항인   

와 상관없다면 일치추정량이 된다. 본절에서는 패널고정효과 분석을 통
해 사업체의 미관측된 특성을 통제하여 해외진출 여부와 직종구성의 변
화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실증분석
가. 관리․전문․사무직 근로자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해외 진출여부가 관리․전문․사무직 구성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18>과 같다.
해외 진출을 하는 사업체는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 사업체에 비하여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중이 1.4%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 작업장혁신 지수는 관리․전문․사무직 비중과 부(-)의 관계
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유의미한 변수에 대
해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수가 1% 증가하면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중
이 11.9% 감소.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1% 증가하면 관리․
전문․사무직 근로자는 0.2% 감소, 무노조 사업체에 비하여 유노조 사업
체의 관리․전문․사무직 근로자의 비중은 8.6%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3-19>와 같다. 중소규모 사업
체와 대규모 사업체 모두 관리․전문․사무직 근로자의 비중과 해외 진
출 여부는 정(+)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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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관리․전문․사무직 비율에 대한 패널고정효과 모형
모형 1
Coef.
log(총 고용량)

모형 2

Std. Err.
***

Coef.

Std. Err.

-11.928

1.810 ***

-14.619

1.596

0.557

0.631

0.092

0.641

-0.063

2.361

-0.109

2.381

log(부가가치)

0.014

0.172

-0.023

0.179

해외 진출=1

2.364

1.479

1.365

1.523

-0.509

0.355

-0.390

0.365

0.001

0.046

log(유형자산)
log(1인당 인건비)

작업장혁신 지수
외국인 지분율
해외 시장 비율

0.036

0.032

-0.053

0.693

가격(1 : 저렴, 5 : 비쌈)

0.132

1.037

품질(1 : 나쁨, 5 : 좋음)

-0.277

0.934

“기술적 능력”이 중요함=1

0.505

1.169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790

0.756

이직률

-0.001

0.032

직접고용 비율

-0.047

0.047

간접고용 비율

-0.228

0.058 ***

8.560

4.068 **

시장수요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유노조=1
[기준 : 2007년]
2009년=1

-0.177

1.261

-0.024

1.312

2011년=1

1.072

1.307

1.367

1.330

2013년=1

0.066

1.307

0.620

1.334

93.365

14.334

상수항

107.143

13.093

***

2

R

0.141

0.176

N

835

826

주 :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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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사업체 규모별 관리․전문․사무직 비율에 대한 패널고정효과 모형
중소규모

대규모

Coef.

Std. Err.

Coef.

Std. Err.

log(총 고용량)

-2.715

3.749

-12.478

2.407

log(유형자산)

0.323

1.075

-0.719

0.882

log(1인당 인건비)

1.660

3.518

-0.267

3.631

0.115

0.240

*

log(부가가치)

-0.550

0.309

해외 진출=1

1.010

2.435

2.629

2.124

-0.176

0.614

-0.175

0.488

외국인 지분율

0.075

0.088

-0.028

0.057

해외 시장 비율

0.085

0.053

0.008

0.042

시장수요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1.257

1.104

-1.195

0.992

가격(1 : 저렴, 5 : 비쌈)

-1.687

1.712

1.163

1.467

품질(1 : 나쁨, 5 : 좋음)

0.845

1.593

-0.870

1.306

“기술적 능력”이 중요함=1

2.659

1.861

-0.638

1.601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399

1.127

1.817

1.137

이직률

-0.004

0.045

0.030

0.051

직접고용 비율

-0.297

0.187

-0.018

0.054

-0.207

0.073

5.838

6.701

작업장혁신 지수

간접고용 비율

-0.359

0.110

***

유노조=1

10.129

5.326

*

2009년=1

-0.251

2.146

-0.157

1.832

2011년=1

2.260

2.299

0.311

1.858

2013년=1

3.429

2.270

-0.783

1.874

111.139

21.737

***

***

[기준 : 2007년]

상수항

35.763

21.445

*

R2

0.206

0.208

N

329

497

***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중소규모’는 단일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대규모’는 단일 사업
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복수사업체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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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단순직 근로자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해외진출 여부가 생산․단순직 비율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20>과 같다.
해외 진출을 하는 사업체는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 사업체에 비하여
전체 근로자 대비 생산․단순직의 비중이 3.6% 적다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작업장혁신 지수는 생산․단순직 비중과 정(+)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유의미한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수가 1% 증가하면 생산․단순직의 비중이 7.2%
증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1% 증가하면 생산․단순직 근
로자는 0.2%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3-21>과 같다. 중소규모 사업
체를 보면, 생산․단순직 비중과 해외진출 여부는 부(-)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생산․단순직 비중은 전체 근로자 수, 간
접고용 비정규직 비율과는 정(+)의 관계를, 매출액의 해외 시장 비율과
국내외 시장수요의 증가와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대규모 사업체를 보
면, 생산․단순직 비중과 해외진출 여부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생산․단순직 비중은 총 고용량,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
율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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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생산․단순직 비율에 대한 패널고정효과 모형
모형 1
Coef.

모형 2

Std. Err.
***

Coef.

Std. Err.

7.204

1.717

log(총 고용량)

9.621

1.508

log(유형자산)

-0.440

0.596

-0.061

0.608

log(1인당 인건비)

0.035

2.231

0.061

2.258

log(부가가치)

0.043

0.163

0.083

0.170

-3.592

1.444

0.252

0.346

외국인 지분율

-0.013

0.043

해외 시장 비율

-0.038

0.030

시장수요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385

0.658

가격(1 : 저렴, 5 : 비쌈)

0.235

0.984

품질(1 : 나쁨, 5 : 좋음)

1.087

0.886

“기술적 능력”이 중요함=1

0.830

1.109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681

0.717

0.015

0.031

직접고용 비율

-0.005

0.044

간접고용 비율

0.203

0.055

-1.340

3.858

해외 진출=1
작업장혁신 지수

-4.158

1.398

0.384

0.336

이직률

유노조=1

***

[기준 : 2007년]
2009년=1

0.814

1.192

0.700

1.245

2011년=1

-1.154

1.235

-1.519

1.261

2013년=1

0.232

1.235

-0.299

1.265

13.264

12.373

20.406

13.597

상수항
2

R

0.087

0.120

N

835

826

주 :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

**

***

제3장 제조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및 고용관계

93

<표 3-21> 생산․단순직 비율에 대한 패널고정효과 분석 결과
중소규모
Coef.

대규모

Std. Err.

log(총 고용량)

6.835

3.491

*

log(유형자산)

-1.726

1.001

*

log(1인당 인건비)

-0.546

3.276
*

Coef.

Std. Err.

5.724

2.277

0.833

0.835

-2.046

3.436

-0.059

0.227

log(부가가치)

0.517

0.288

해외 진출=1

-1.699

2.268

-4.261

2.009

0.561

0.572

-0.222

0.461

-0.062

0.082

0.010

0.054

-0.004

0.040

1.248

0.939

작업장혁신 지수
외국인 지분율
해외 시장 비율

-0.114

0.049

**

시장수요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3.119

1.028

***

가격(1 : 저렴, 5 : 비쌈)

0.322

1.594

-0.124

1.388

품질(1 : 나쁨, 5 : 좋음)

1.231

1.483

1.270

1.236

“기술적 능력”이 중요함=1

-1.063

1.733

1.827

1.515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189

1.049

-1.543

1.076

이직률

-0.013

0.042

0.015

0.048

0.024

0.174

-0.037

0.051

0.162

0.069

8.520

6.341

-0.365

1.734

-0.681

1.758

1.120

1.773

19.365

20.569

직접고용 비율
간접고용 비율
유노조=1

0.364

0.103

-7.817

4.959

2.268

1.998

***

**

**

**

[기준 : 2007년]
2009년=1
2011년=1

-4.329

2.141

2013년=1

-2.133

2.114

상수항

48.850

19.969

**

**

2

R

0.271

0.131

N

329

497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중소규모’는 단일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대규모’는 단일 사업
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복수사업체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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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판매직 근로자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해외진출 여부가 서비스․판매직 비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22>와 같다.
해외 진출을 하는 사업체는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 사업체에 비하여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1.9% 많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그 외 다른 유의미한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총 고용량이 1% 증
가하면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3.1% 증가,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의 비중이 1% 증가하면 서비스․판매직 근로자가 0.05% 증가, 무노조 사
업체에 비하여 유노조 사업체는 서비스․판매직 근로자의 비중이 6.2%
적다고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3-23>과 같다. 중소규모 사업
체를 보면,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해외진출 여부와 정(+)의 관계를 보
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국내외 시
장수요상황의 증가,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과 정(+)의 관계, 총 고용량,
경쟁업체 대비 좋은 품질과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대규모 사업체를
보면,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해외진출 여부와 정(+)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총 고용량, 직접고
용 비정규직 비율과 정(+)의 관계를, 유노조 사업체와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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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서비스․판매직 비율에 대한 패널고정효과 모형
모형 1
Coef.

모형 2

Std. Err.
**

Coef.

Std. Err.

3.070

1.099 ***

log(총 고용량)

2.463

0.968

log(유형자산)

0.260

0.383

0.209

0.389

log(1인당 인건비)

-1.072

1.432

-1.031

1.445

log(부가가치)

-0.064

0.104

-0.080

0.109

1.946

0.924 **

0.034

0.221

외국인 지분율

0.018

0.028

해외 시장 비율

0.004

0.019

시장수요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631

0.421

가격(1 : 저렴, 5 : 비쌈)

-0.349

0.630

품질(1 : 나쁨, 5 : 좋음)

-0.851

0.567

“기술적 능력”이 중요함=1

-1.229

0.709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073

0.459

이직률

-0.015

0.020

직접고용 비율

0.052

0.028 *

간접고용 비율

-0.050

0.035

유노조=1

-6.207

2.469 **

해외 진출=1
작업장혁신 지수

1.737

0.897

-0.016

0.216

*

[기준 : 2007년]
2009년=1

-0.648

0.765

-0.665

0.797

2011년=1

0.222

0.793

0.339

0.807

2013년=1

-0.693

0.793

-0.563

0.810

상수항

-6.103

7.944

-3.411

8.701

2

R

0.028

0.061

N

835

826

주 :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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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사업체 규모별 서비스․판매직 비율에 대한 패널고정효과 분석 결과
중소규모
Coef.

대규모

Std. Err.

Coef.

Std. Err.

log(총 고용량)

-4.786

2.705

*

log(유형자산)

1.327

0.775

*

-0.912

2.538

0.526

1.896

log(부가가치)

0.016

0.223

-0.106

0.125

해외 진출=1

0.762

1.757

1.176

1.109

작업장혁신 지수

-0.428

0.443

0.250

0.255

외국인 지분율

-0.014

0.063

0.028

0.030

해외 시장 비율

0.028

0.038

-0.004

0.022

시장수요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1.952

0.796

0.319

0.518

가격(1 : 저렴, 5 : 비쌈)

1.810

1.235

-1.140

0.766

-0.366

0.682

log(1인당 인건비)

**

*

4.317

1.257

0.171

0.461

품질(1 : 나쁨, 5 : 좋음)

-2.020

1.150

"기술적 능력"이 중요함=1

-1.751

1.343

-0.873

0.836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158

0.813

-0.299

0.594

0.000

0.033

-0.032

0.027

0.053

0.028

이직률

*

직접고용 비율

0.263

0.135

간접고용 비율

0.001

0.080

-0.059

0.038

-0.921

3.843

-12.773

3.499

2009년=1

-2.226

1.549

0.543

0.957

2011년=1

1.686

1.659

0.471

0.970

2013년=1

-1.706

1.638

-0.540

0.978

상수항

16.827

15.474

-12.232

11.351

유노조=1

***

*

***

[기준 : 2007년]

2

R

0.129

0.105

N

329

497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중소규모’는 단일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대규모’는 단일 사업
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복수사업체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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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외진출과 작업장 혁신

본절에서는 앞의 절들과는 달리 해외진출이 작업장 혁신에 미친 영향
에 대해 분석한다. 제1절과 제3절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작업장 혁신을 잘
하는 기업일수록 생산관리와 조직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진출에서
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수요 측 이외에 공급 측 요
인도 중요하다는 것인데, 거꾸로 해외진출이 이루어질 경우 지속적인 혁
신 기법과 모멘텀이 유지되고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의 인과관계
역시 성립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장 혁신 과정을
통하여 모공장의 역할을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생산기능직에서도 고용의
양과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절 분석의 종속변수는 작업장혁신 지수이다. 설명변수는 우리의
주요 관심인 해외진출 여부를 비롯하여 고용 및 재무현황, 시장상황, 제품품
질, 혁신 등에 대한 전략, 노사관계, 경영전략 등에 대한 변수이다. 사업체의
작업장혁신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 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식 (7)에서   는 개별 사업체( )와 시간( )에 따른 작업장혁신 지수,
  는 개별 사업체( )와 시간( )에 따른 해외진출 여부,   는 사업체( )와

시간( )에 따른 전체 근로자 수, 재무현황, 시장수요상황, 혁신 유형 등과
같은 사업체 특성, 는 관측되지 않는 개별 사업체( )의 특성,  는 개별
사업체( )와 시간( )에 따른 오차항이다.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3-6>과 같고, 거기서 누락된 인사관리의 특성(1은 통제형, 5는 몰입형)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수행 정도(사업전략과 인사관리의 정합성 정도에
대한 5개 질문에 대한 응답의 산술평균)의 평균은 3.61(표준편차 0.56)과
3.60(0.60)이며, 해외에 진출한 591개 사업체의 평균은 각각 3.65 (0.56)와
3.69(0.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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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작업장혁신 지수에 대한 패널분석 모형
임의효과모형
Coef.
해외진출=1

고정효과모형

Std. Err.

0.541

Coef.

Std. Err.

0.130

***

0.527

0.165

0.093

***

-0.154

0.197

-0.057

0.083

log(총 고용량 t-1)

-0.238

log(유형자산 t-1)

0.155

0.054 ***

log(1인당 인건비 t-1)

1.676

1.847

1.000

2.589

log(1인당 인건비 t-1)2

-0.181

0.250

-0.082

0.350

0.010

0.023

0.016

0.028

log(부가가치)
외국인 지분율(%)

*

***

0.006

0.003

0.005

0.005

해외 시장 비율

-0.002

0.002

0.002

0.003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1 : 약함, 5 : 심함)

-0.045

0.067

-0.012

0.080

시장수요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006

0.064

0.036

0.076

가격(1 : 저렴, 5 : 비쌈)

0.153

0.094

0.049

0.118

0.229

0.104

**
*

***

품질(1 : 나쁨, 5 : 좋음)

0.223

0.085

“기술적 능력”이 중요함=1

0.096

0.111

0.235

0.129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039

0.068

0.028

0.083

이직률 t-1

-0.004

0.003

-0.001

0.004

직접고용 비율 t-1

0.003

0.004

0.007

0.004

간접고용 비율 t-1

-0.001

0.004

-0.012

0.006

0.103

0.438

-0.025

0.110

0.849

0.115

***

***

***

유노조=1

0.681

0.167

인사관리 특성(1 : 통제형, 5 : 몰입형)

0.040

0.096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0.907

0.099 ***

*

[기준 : 경공업]
화학공업=1

-0.134

0.206

금속자동차운송=1

0.205

0.194

전기전자정밀=1

0.111

0.209

[기준 : 2007년]
2009년=1

-0.399

0.137 ***

-0.378

0.143

2011년=1

-0.145

0.138

-0.063

0.143

-0.369

0.155

-2.424

4.903

***

2013년=1

-0.398

0.144

상수항

-5.830

3.420 *

2

R

N
Hausman Test

0.317

0.196
798
41.67***

주 :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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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해외진출 여부가 작업장혁신 지
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24>와 같다. 임의
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 대해 Hausman 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추정 결과가 체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을 기준으로 추정결과를 기술하겠다.
해외 진출을 하는 사업체는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 사업체에 비하여
작업장혁신 지수가 0.53만큼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유의미한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작업장혁신 지수는 경쟁업체
대비 품질이 좋음, 품질과 가격 외에 ‘기술적 능력’이 중요함,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 평균과 정(+)의 관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과 부(-)의 관계
를 보였다. 2007년 대비 2009년과 2013년에 작업장혁신 지수가 감소한다
고 나타났다. 이는 작업장 혁신이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조성재(2012)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제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자. <표 3-25>를 보면 중소규모 사업체
와 대규모 사업체 모두 해외 진출을 하는 사업체는 해외 진출을 하지 않
는 사업체에 비하여 작업장혁신 지수가 각각 0.53, 0.54만큼 높게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체에서 작업장혁신 지수는 경쟁업
체 대비 품질 좋음,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정
(+)의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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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규모별 작업장혁신 지수에 대한 패널고정효과 분석 결과
중소규모
Coef.

대규모

Std. Err.
*

Coef.

Std. Err.

0.541

0.231

해외진출=1

0.529

0.279

log(총 고용량 t-1)

0.230

0.470

-0.202

0.243

log(유형자산 t-1)

-0.004

0.138

-0.030

0.125

log(1인당 인건비 t-1)

2.285

4.515

3.217

4.738

log(1인당 인건비 t-1)2

-0.217

0.634

-0.358

0.616

log(부가가치)

0.018

0.049

0.009

0.038

외국인 지분율(%)

0.003

0.011

0.005

0.006

해외 시장 비율

0.008

0.006

-0.003

0.005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1 : 약함, 5 : 심함)

0.034

0.139

-0.078

0.110

시장수요상황(1 : 줄어듦, 5 : 늘어남)

0.085

0.130

0.011

0.107

가격(1 : 저렴, 5 : 비쌈)

0.199

0.210

-0.041

0.164

품질(1 : 나쁨, 5 : 좋음)

-0.177

0.196

0.471

0.143

“기술적 능력”이 중요함=1

0.262

0.226

0.270

0.180

혁신유형(1 : 추종, 4 : 선도)

-0.047

0.138

0.006

0.120

0.003

0.006

0.001

0.005

직접고용 비율 t-1

-0.002

0.020

0.008

0.005

간접고용 비율 t-1

-0.012

0.017

-0.008

0.008

유노조=1

0.068

0.641

0.179

0.661

인사관리 특성(1 : 통제형, 5 : 몰입형)

0.139

0.204

-0.193

0.148

1.153

0.163

-0.246

0.200

이직률 t-1

0.693

0.205

***

2009년=1

-0.565

0.253

**

2011년=1

-0.089

0.281

-0.024

0.197

2013년=1

-0.326

0.316

-0.374

0.216

상수항

-7.156

8.277

-7.243

9.167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

*

***

[기준 : 2007년]

2

R

0.175

0.257

N

297

501

*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2) ‘중소규모’는 단일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대규모’는 단일 사업
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복수사업체임.
자료 : 사업체패널조사(2007, 2009,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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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 결

이상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제조
업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해외진출이 고
용량 전체와 직종별 고용량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해외진출이
직종구성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통계적 엄밀성
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기대와 다른 계수값이 나오기도 하
였으나, 대체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진출 결정요인은 예상대로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클수록, 해외
시장 비율이 높고 혁신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유형자산이 작아서 투자비
가 적게 소요될수록 해외로 나가려는 유인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
로운 것은 작업장혁신 지수가 클수록 해외진출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로써, 작업장 혁신을 통하여 생산관리와 조직역량을 탄탄히 구
축한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해외로 나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해외진출이 고용량과 직종구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26>과 같이 요약된다. 대체로 해외진출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다른
요인을 엄밀하게 통제하고 나면 해외진출이 그 자체로 고용량을 줄이는
효과는 검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2)
흥미로운 것은 서비스판매직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 점이다.
해외진출에 따라 해외영업 비중이 높아지거나, 사후 서비스 업무가 많아
질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이하 사례 연구에서 의류산업이 이와 같은 양상
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생산은 해외에서 하지만 국내에서 판
매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내수 중심 업종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22) 다만, 본장에서는 시스템 GMM 방식을 이용하여 고용량을 추정하였으나, 패널분
석의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해외진출이 모두 유의하게 고용량에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해외진출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향
후 꾸준히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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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해외진출이 고용량과 직종 구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
전체
전체
고용량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직종
구성

관리․사무․전문직 생산․단순직 판매․서비스직

-0.026

-0.007

-0.107

0.378 **

-0.052

0.012

-0.613

0.593 **

-0.014

-0.020

-0.612

0.005
**

1.946 **

1.365

-3.592

대기업

2.629

-4.261 **

1.176

중소기업

1.010

-1.699

0.762

주 :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의 국제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Lee & Jung(2015)에서도 마케팅 인원의 글로벌 생산
량 대비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23)
한편 직종별 고용비율에 미친 영향에서도 서비스판매직에 대해서는 유
의한 양의 수치를 나타냈다. 이로써 해외진출이 서비스판매직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는 좀 더 논의
를 확장하면 제조 관련 사업서비스업 등이 해외진출에 의하여 더욱 발전
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해외진출은 사무관리직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나,24) 적어도 생산단순직의 직종 구성비는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로써 해외진출이 생산단순직의 고용량에 대해서는 유의하지는 않
지만 음의 부호를 보인 것과 일관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해외진출이 생산단순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
인가? <표 3-10>의 총 고용량에 미치는 작업장혁신 지수의 유의미한 양
의 영향, 그리고 해외진출이 작업장 혁신에 미친 영향과 앞서 그 반대 방
향의 영향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생산단순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리
23)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6장 휴대폰 사례를 참조하시오.
24) 제Ⅰ장에서 논의한 대로 엘지전자 사례는 물론이고, 생산직 규모가 소폭 감소에
그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사무관리전문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장
의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을 합쳐서 분석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업종별, 기업별로 양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제3장 제조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및 고용관계 103

기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하여 작업장 혁신에 나서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참고로 본장의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유노조 사업체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진출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대규모 사업체에
서, 그리고 금속자동차업종에서 노조가 있을 경우 해외진출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량에 대한 유노조의 전반적 영향은 유
의하지 않은 가운데, 관리전문사무직 고용량 전체에 대해서는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대규모 사업체의 서비스판매직 고용량에 대해서는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을 경우 생산직 고용량과
고용비중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관리전문사무직 비율에
대해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그리고 서비스판매직 비율에 대해서는 유
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제조업 사업체들에서 노조의 영향은 일
부 사업체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로 조직되어 있는 생산직 고
용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사무전문직의 고용량
과 고용비율을 늘리고, 특히 대규모 사업체 서비스판매직의 고용량과 고
용비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소 예상과 달리 나타났다.
본장에서는 해외진출 결정요인, 고용량과 직종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때, 조사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제조업 사업체를 대
상으로 구축한 균형패널 자료를 분석 시 활용하였다. 이 경우 해외진출
후 국내생산을 중단한 사업체는 표본에서 완전 배제되어 해외진출이 국
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과소 추정되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제3절의 해외진출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해외진출 여부)는
기업 수준 자료, 설명변수는 사업장 단위 자료이고, 제4절의 고용량 혹은
직종구성 분석에서는 종속변수(고용량, 구성비)는 사업장 단위 자료, 설
명변수(해외진출 여부)는 기업 단위 자료이다. 이처럼 종속변수와 설명변
수 간의 범위가 다른 경우 분석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각 기업별 더미 변수를 추가하거나 기업 수준의 clustered S.E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지
는 못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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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의 특성과 조사 개요

전자산업 중에서도 휴대폰산업은 작은 기구 안에 첨단기술을 가장 많
이 적용하고, 소비와 문화 생활은 물론, 사회적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꾸
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프런티어
영역이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에 따라 개도국이 생산기지로 부
상할 뿐 아니라, 시장으로서도 중요성이 더해가면서 소비와 유통 측면에
서도 개도국에서 다양한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다(Lee & Gereffi, 2013).
따라서 휴대폰의 개발, 생산, 판매 관련 서비스를 둘러싼 여러 층위 업체
들끼리의 경쟁은 매우 치열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소비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쟁지형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해 왔다.
예를 들어 과거 휴대폰 부문의 강자였던 모토로라와 노키아는 한순간
에 경쟁력을 잃고 몰락하였다. 반면 스마트폰을 선도한 애플은 엄청난 이
윤을 향유하고 있으며,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삼성은 물량 측면
에서 세계 1위 업체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Lee & Gereffi(2013)은 이러한
휴대폰산업의 양상을 집중화(concentration) 개념을 활용하여 잘 설명하
고 있다.
그러나 경쟁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화웨이를 비롯하여 샤오미,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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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부상해 왔기 때문이다.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말 기준 세계 시장 1위인 삼성전자는 중국 내수시장에
서 6위에 불과하며, 2016년에는 순위가 더욱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
계 시장에서 아직은 애플과 삼성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화웨이는 중국 내
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샤오미를 제치고 오포와 비
보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이렇듯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이 급부상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애플이
생산을 아웃소싱하면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가 빠르게 발달해 왔기 때
문이다26). 애플은 생산기술 연구소는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생산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폭스콘이라는 대만계 전자 전문 생산회사
(EMS)에 생산을 위탁해 왔다. 폭스콘을 비롯하여 많은 중국 내 휴대폰 생
산업체들은 대만계 부품 및 설비회사, 그리고 설계회사와의 협력을 통하
여 빠르게 휴대폰 생산 역량을 구축해 왔다(조성재․장영석, 2013 참조).
아울러 소재와 핵심부품 조달에서는 일본 업체와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
였다. 모듈화의 진척을 토대로 일본계 소재 공급과 한국의 디자인하우
[그림 4-1] 글로벌 전체와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자료 : Gartner 2015. 12.

자료 : Counterpoint Research 2016.

25) 2016년 7월 현재 중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화웨이 20.8%, 오포 12.7%, 비보
10.6%, 레노버 10.3%, 샤오미 10.0% 등이다. 즉, 2015년 말에 판도가 크게 변화했
으며, 삼성과 애플은 5위권에서 밀려났다. Trend Force 2016. 7.
26) 동아시아 내에서 한국, 대만, 일본, 중국의 휴대폰산업 발전 경로가 어떻게 분화
하고 비교되는가에 대해서는 Lee, Kim & Lim(2016)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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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설계 도움, 그리고 대만계 기업 MTK의 베이스밴드 IC 공급 등에
의하여 중국 업체들도 쉽게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은
종학 외, 2010 : 75～89). 따라서 최근에는 화웨이 등 여러 중국계 기업들
이 애플과 마찬가지로 생산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인터넷과 지불 서비스
등 비제조 영역 중심으로 가치사슬을 구축하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국내 생산공장을 보유할
뿐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중국 공장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근에는 베트
남으로도 진출하여 대량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LG전자 역시 국내
와 중국 내 휴대폰 생산공장들을 운영해 왔을 뿐 아니라,27) 최근 베트남
에서도 휴대폰 생산을 시작한 바 있다. 또한 삼성과 LG 모두 관련 부품협
력업체군을 거느리고 있으며, 해외사업에서 이들과 동반 진출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함장기업(flagship)이자 선도기
업인 이들의 투자와 생산, 판매 동향은 국내 일자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애플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구분되는 한국 업
체들의 폐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
폭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국내 A사의 사례를 들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
고 GPN의 전개과정에서 국내외 일자리와 고용관계는 어떻게 변화해 왔
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A사는 휴대폰 이외에도 반도체와 백색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
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업에 따른 국내 고용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그림 4-2]와 같이 생산직의 비
중이 빠르게 하락해 왔다. 앞서 제1장의 [그림 1-1] 및 [그림 1-2]와 비교
해보면 이 그림에서 기타로 분류된 것의 상당수는 연구개발직일 것으로
풀이되는데, 결국 A사에서도 국내 사업은 제품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직
접 생산 기능은 해외공장으로 많이 이관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정확한 보고는 Lee & Jung(2015)에 제시되어 있는데,
본장은 이하에서 설명하듯이 이 논문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27) 이에 대해서는 조성재(2010)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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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A사의 직종별 인원 구성 추이

주 : 2009년 이후는 이 직종 구분에 의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자료 : A사 영업보고서, 각 연도.

A사는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 관세 등 무역장벽이 워낙 높아서, 현지
생산, 현지 판매의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한
국의 구미공장과 중국 톈진, 후이저우 공장, 그리고 최근 확장한 베트남
공장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A사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와 중국, 베트남 공장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쉽게도 국내 구미공
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과거
약 1억 대에 이르던 생산량은 2012년 3,800만 대, 2015년 2,600만 대로 떨
어지고, 2016년에는 다시 절반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고용도 빠르게 줄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두고, 본장에서는 2013년 초 구미공장과 베트남 1공장을 비교한 Lee &
Jung(2015)의 논문을 통해 간접적인 비교와 해석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표 4-1>과 같이 A사의 중국과 베트남 공
장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방문 기회를 가졌는데, 이를 통하여 국내 구미공
장에 대한 정보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A사 전체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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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A사 휴대폰 사업장 방문일시와 피면담자
국가

중국

베트남

지역

방문일시

피면담자

톈진

2011. 9. 28

P상무 외 3명

톈진

2013. 7. 24

S차장

후이저우

2015. 11. 18

L상무 외 3명

광저우

2015. 12. 1

K부장

타이응위엔

2015. 7. 24

Y법인장 외 5명

타이응위엔

2016. 6. 7

S부장

비고

기술연구소

자료 : 필자 작성.

시스템과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A사의 중국과 베트남 공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소
개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어떻게 발달하고 변모해 왔는지, 그에
따라 국내외 고용량의 변화는 어떠하고,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었는지 등
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해외ㅋ 공장에서
는 경제적 고도화(economic upgrade)와 사회적 고도화(social upgrade)가
동시에 달성되었는지, 국내 사업에서는 고용량과 직종 구성의 변화가 있
었는지에 분석의 초점이 두어질 것이다.
제2～4절에서 중국 톈진공장, 후이저우 공장 사례와 베트남 타이응위
엔공장 사례를 소개하고 제5절에서는 부품협력업체들에 대한 조사 내용
을 일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 Lee & Jung(2015)
의 국내 공장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서 본장을 마무리한다.

제2절 중국 톈진공장 사례

1. 사업 개요와 생산 시스템
A사의 톈진 휴대폰 공장은 2001년 3월 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다른 품목의 경우 종종 중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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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후 2005년 현재의 부지로 이전하였으며,
2013년 2월까지 누계 5억 대의 휴대폰을 생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한 바
있다. 연간 생산량은 2006년 3,000만 대 정도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
여 2010년 7,600만 대, 2013년 9,600만 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베트남
이 주력 공장으로 등장하고, 휴대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생산량
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6,200만 대로 줄어들고, 2016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A사의 톈진공장은 월
950만 대, 연간 1억 1,000만 대 이상의 최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휴대폰 생
산을 위한 주요한 생산기지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 특히 피처폰 생
산에서 스마트폰 생산기지로 신속히 전환해 왔는데, 2011년에는 스마트폰
비중이 45%였으나, 2년 후인 2013년 방문 당시는 60%에 이르기도 하였다.
A사 관계자들은 A사가 애플에 비해 제조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생산
공장을 사내에 보유함으로써 제품개발과 긴밀한 연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자랑한다. 폭스콘에 전적으로 생산을 의존하는 애플과 달리 이같이
생산 기능을 내부에 유지하는 것은 모델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
요한 밑받침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조 역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다양한 모
델을 시험해볼 수 있고, 개발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조용이성
을 점검할 수 있으며, 디자인이 어렵게 나와도 생산 부문에서 커버가 가
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열거하였다.
또한 생산방식의 측면에서 A사는 전통적인 라인 생산방식 이외에 셀
생산방식을 혼용해 왔는데, 톈진공장에서는 2010년부터 컨베이어 라인을
걷어내고 셀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였다. A사의 모공장인 구미에서는 1인
셀을 기본으로 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톈진에서도 2010년 전환 시
에는 1인 셀 80개 라인과 블록 셀 46개 라인을 혼용하였다. 이후 한국 구
미공장만큼의 숙련도를 가질 수 없는 중국 사정에 맞추어 2013년 방문 시
에는 블록 셀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생산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1인 셀은 밭田 字 모양으로 4명이 한
군데 모여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이 설계되었으며, 이 셀로
AGV(Auto Guided Vehicle)가 부품을 날라다준다. 조립과 검사 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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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친 후 구미공장에서는 작업자가 포장까지도 스스로 해결하지만, 톈
진공장에서는 작업자의 숙련이 부족하여 포장은 뒤쪽 라인에서 일괄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톈진공장은 이러한 1인 셀의 비중을 크게 줄이면서 주로 16명이 한 단
위로 일하는 블록 셀을 확대하였다. 그런데, 16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조립을 하는 인원은 6명에 불과하고, 주로 검사를 하는 인원과 제일 뒤의
포장 인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조립의 모듈화가 진행
되면서 일상적인 부품조립은 협력업체로 이관하였기 때문이다. 톈진공장
의 경우 협력사 숫자가 130여 개에 이르는데, 그중 핵심은 20～30개 정도
라고 한다.
블록 셀은 말하자면, 작은 컨베이어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그의
교체를 통하여 다양한 모델을 생산할 수 있다. 물론 모델의 다양성에 대응
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시스템은 구미공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1인 셀 방
식이지만, 중국은 그 정도의 숙련 수준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블록 셀
방식을 기본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블록 셀 방
식하에서 매우 치열한 혁신을 추진하여 택 타임을 단축하는 성과들을 거
둬 왔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블록 셀이라는 곳에서는 택 타임을 13초에서
11초로 낮추어 공장 입구 게시판에 그 개선 사례가 올라 있었다.28) 그밖
에 작업자들의 다기능화를 위하여 작업장 내 게시판에 다기능화 진행 정
도를 개인별로 표시해 두고 있었다. 기본소양, 조립작업, 조정작업 등 세
가지 항목 모두 일정한 숙련 수준에 도달하여 4개의 스타를 얻을 수 있는
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휴대폰 공장에는 조립 라인 이외에 SMD(Surface Mount Device)
라는 회로 기판 제작 공정이 있다. 고도의 설비를 이용하여29) 가로 세로
2～6mm의 미세한 칩을 기판 위에 얹는 작업으로 피처폰은 한 판 위에
200～300점을 올렸으나, 스마트폰이 되면서 1,000점 이상의 납땜을 거쳐
올려야 한다. 이 생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톈진공장은 체계적인
28) tact time이 11초면 1분에 휴대폰이 5.5대가량 생산된다는 의미이다.
29) 이러한 고기술, 고가의 설비 중 다수는 일본제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 수년간 A사
가 자체 개발한 설비도 생산현장에 다수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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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기종 변경 시간을 24
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물론 주요하게는 한국에서 파견이
나 출장 온 엔지니어의 도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비싼 기계
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현지인 설비사들을 육성하고 있었다.

2. 고용량의 변화
톈진 휴대폰 공장은 생산량의 증가세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다가, 최근
생산량 축소로 고용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2011
년과 2013년 조사 내용에 기초하여 고용량이 증가했던 양상을 살펴보고
자 한다.
2011년 9월 방문 당시 인원은 총원 6,500명이었는데, 그것도 그 직전에
500여 명을 채용하여 직종별 구성도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았다. 가용
한 통계로 직접 생산직은 5,027명, 간접 생산직 556명, 사무관리 등 지원
직은 405명으로, 역시 생산공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직의 비중이 90%
를 넘고 있었다. 2013년 방문 때에는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
문에 총원이 10,500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중 사무관리직은 870명으로
2011년보다 크게 늘었으나, 역시 생산직 비중이 90% 이상임을 알 수 있
다. 중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 숫자
도 2011년 13명에서 2013년에는 16명으로 3명 늘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이 증가한 이유는 단순히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선 피
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력 품목이 바뀌면서 제품의 복잡성 증대로 인
해 작업자가 추가로 소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은 2013년 4월부터 3조 2교대제가 도입되었
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는 주야간 2조 맞교대를 실시하였는데, 2조 2교
대제하에서 일상적인 잔업이 이루어짐으로써, CLW(China Labor Watch)
등 국제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온 바 있었다. 중국의 초과근로시간 허용
한도는 월 36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이 규정을 로
컬업체들은 물론 다수의 외자계 기업들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A사
역시 주문이 밀릴 때는 일상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행해온 바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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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전자산업시민연대(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
EICC)의 규정에 대한 준수 요구 점증, 그리고 CLW 등의 비판에 의해 결
국 1개 작업조를 더 투입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4일 일하고 이틀 쉬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며, 고용이 늘어
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동 측면에서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설비의 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24시간 기계
가동이 가능해지고, 결국 생산량을 15% 더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식
당이나 기숙사 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한
편 교대조 전환을 전후한 시기에 고용량은 최대 11,500명까지 올라갔지
만, 자동화 투자를 늘림에 따라 1,000여 명의 인력소요를 줄인 바 있었다.
여하튼 이렇게 시민단체의 압력에 의한 추가 고용 결정은 주로 미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지만, 준법경영
을 강조해온 A사의 경영방침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가 하
나 더 있는데, 그것은 2011년에는 전체 생산인력의 6%에 이르던 실습생
을 2013년에는 쓰지 않게 된 것이다. 톈진공장에서는 중국의 인력난이 심
화되면서 생산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허베이성, 산둥성, 지린성
등의 30여 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실습생을 공급받아 왔다. 고3 실습
생들은 정규직 임금의 80% 정도를 받으며, 실습이 끝나는 시점에 평가하
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실습
생도 실제 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때로 잔업과 야근의 필요가 생길 수
있는데,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잔업과 야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
다. 따라서 준법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실습생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제
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피면담자는 톈진공장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
니라, 어느 부품협력업체에서 사촌언니의 신분증으로 들어온 여성 인력
이 적발되어 CLW로부터 하청업체 CSR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한 비난을
받는 등, 아동노동과 관련한 조항들 때문에 결국 톈진공장도 실습생을 없
애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 대신에 교대조 증편에 즈음하여 파견공을 쓰게 되었으며, 3,000명
규모의 파견공은 3개월 후 심사를 거쳐 정식공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
였다. 중국은 2013년을 전후하여 파견공 비율을 10%로 제한하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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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중이었기 때문에 역시 준법경영을 위하여 톈진공장은 파견공 비율을
연말까지 6%로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인터뷰 당시는 20%). 파견
공을 정식공으로 전환할 경우 기본급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사회보험료
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된다.

3. 보상, 집단적 이해대변 등 고용관계의 특성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계 제조 기업들이 2조 2교대를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따라서 근로자들은 잔업수당을 벌기 위하여 장시간 노동
에 동의하는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A사 역시 이러한 특성을 지
녀왔었지만, 대기업으로서 기본급 수준은 낮지 않게 설정되어 있었다. 예
를 들어, 2011년의 톈진시 최저임금 1,160위안보다 훨씬 높은 1,950위안을
기본급으로 책정하였다.
중국의 다른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톈진시의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
라 2013년에는 1,500위안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A사의 경우도 생산직 기
본급을 2,100위안에서 2013년 2,500위안으로 크게 인상하였다. 여기에 춘
절과 중추절에 지급하는 200%의 상여금과 잔업수당 등을 합치면 약
3,200위안의 생산직 임금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대체로 이직률이 높고30)
2013년의 경우 새로 뽑은 인력들이 많아서 평균연령은 21세에 불과하였
기 때문에 그에 비해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었다. 그 밖에 기숙사는
2011년 3,400명 수용에서 2013년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으
며, 다양한 기업복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인력이 80%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작업은 거의 서서 이
루어지고,31) 1주일마다 교대시간이 바뀌며, 작업은 복잡하고, 작업속도는
30) 중국은 전반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유동적 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톈진공장의
2011년 이직률은 월 3%였으며, 2013년 방문 시는 8% 전후인데, 이는 새로 들어
온 파견공이 작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거 그만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8%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피면담자는 2013년 연말까지 5%
이하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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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초에 한 대씩 생산품이 나올 정도로 빠른 편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이직률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복지는 양호하고
작업장의 환경도 쾌적한 편이지만, 여러 불만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A사는 한편으로 작업 우수자를 포상하는 시스템과, 의견과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고 있었다.
인센티브 제도로서 현장 사원들에 대해서도 MBO(Management by
Object) 제도를 도입하여 미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생산량과 품질 개
선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최대 기본급의 25%, 보통은 5% 정도의 장려
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적을 초과하여 달성
한 우수자 이외에 실적에 미달한 자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았
다32). 따라서 현장의 개선 활동을 위한 도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기본목
적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고 있었
다. 우선 법적으로 규정된 공회를 결성하고 있으며, 두 차례 방문 당시 모
두 부총경리 겸 당지부 서기가 공회 주석을 맡고 있었다. 그 산하에 4개
의 분과를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원협의회 조직이다. 이는 현
장에서 인원 비례로 10명의 사원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2년 임기 동안 근
로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사측의 인사부
서 담당자들과 사원협의회 대표들은 한 달 단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불만이나 고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국 진출 다른 한국
계 기업에서는 발달하지 않은, A사에 고유한 의견수렴 기제인 것으로 보
인다. 이 밖에 조직활성화라는 명칭하에 다양한 체육활동과 봉사활동, 동
아리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직원 간의 단
합을 도모하고 있었다.

31) 라인의 중간과 끝에 의자는 비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앉아서 쉴 수 있는지
는 불분명하다. 여하튼 작업에 임하는 기본 자세는 서서하는 것이다.
32) 인센티브 임금체계에서 상대평가로 실적 부진자의 임금을 깎는 것은 EICC에서
금지하는 조항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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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와 미래 전망
휴대폰을 생산하는 A사 톈진공장은 이와 같이 지난 6년여의 시간 동안
적지 않은 변화들을 겪어 왔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제품구성이 훨
씬 복잡해짐으로써 필요 공수와 작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한편으로 자동
화 투자를 늘려 인원 증가 요인을 흡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을 늘
려 대응하였다. 인원 증가가 가능한 것은 스마트폰 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톈진공장에서 인원이 2010년대 초반에 크게 증가했던 것은
교대제를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이 증대하는 가운데, 준법 경영의 방침을 실현하
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작업자들 입장에서 기본급 이외에 잔업수당
의 획득 기회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A사는 기본급을 더욱 높여서 대응
하였다. 한편 인원 구성 측면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활용하던 고3 실습
생 제도가 2013년 방문 당시는 없어졌으며, 파견공을 활용하면서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높은 생산성만큼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직률이
높은 가운데, 고용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도 MBO
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하고, 사원협의회라는 A사에 고유한 의견
수렴 메커니즘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공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1인 셀 방식은 중국의
숙련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블록 셀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작업자들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를 통하여 톈진공장의 기본 미션인 생산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서 부족함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중국의 톈진공장과 후이저우 공장 등은 한국에서 개발된 휴대
폰을 고품질과 저코스트로 차질 없이 생산하는 것이 기본 미션이지만, 그
렇다고 하여 중국에 연구개발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국
시장에 맞추어 중국어 버전을 개발해야 하고, 상응하는 소프트웨어와 애
플리케이션의 조응 관계도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베이징, 난징, 광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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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에 3,000여 명의 기술연구소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그 인력들
중 일부는 생산공장의 양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하는데, 광저우 연구소는 후이저우 공장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톈진공장은 공장 내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었다. 이 연구소에는 개발인력 180명을 포함하여 290명이 근무하고 있
어서, 일부 고부가가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중국 후이저우공장 사례

1. 사업 개요와 생산시스템
A사는 톈진뿐 아니라 중국 내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광둥성 지역
에서도 휴대폰 생산공장을 운영해 왔다. 그중 CDMA 폰을 생산하던 선
전 공장은 통신기기 공장으로 전환하고 후이저우 공장으로 통합하였다.
후이저우 공장은 1992년 이후 오디오 기기를 생산하던 공장이었으나,
2007년부터 휴대폰 생산을 개시하여 톈진을 제치고 중국 내 최대 생산 공
장으로 기능해온 바 있다. 그러나 역시 베트남 공장의 가동으로 최대 생
산공장의 지위를 내준 데 이어, 최근 휴대폰 시장의 포화로 인하여 생산
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후이저우 공장의 생산량은
2013년 최대 1억 8,000만 대를 넘었었으나, 2015년 1억 1,000만 대로 줄어
들고, 2016년에는 더욱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이저우에서 생산된 휴대폰은 북미 30%, 유럽 21%, 중국 내수 17% 등
으로 공급되는데(2014년 기준), 최대 생산능력 월 1,500만대 중 직접 제조
는 500만 대이며, 나머지 1,000만 대는 주로 저가폰으로서 외주로 생산된
다. 또한 협력업체는 200여 개인데, 그중 중점 관리대상은 60개 정도이다.
내제로 생산되는 제품은 중고가 품목들인데, 톈진공장과 마찬가지로
조립 공정은 주로 블록 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 최대 61개 라인이
48개 라인으로 줄어들었는데, 그중 15개 블록 셀에서는 10초 내에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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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씩을 산출해낼 수 있다. 48개 라인의 평균 택 타임이 13초 미만일 정
도로 생산성이 높은 수준인데, 톈진공장과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서 생산
성 향상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현장을 안내한 공장 간부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설명해 주었다.
낭비를 제거한다는 도요타 생산방식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였는데, 대기 시간 등을 줄이기 위하여 간이 자동화 수단을 대거
채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여러 단계에 걸친 주파수 테스트, 인체 유해여
부 검사, 수차례의 품질검사 등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검사 공정이 다
단계에 이르는 것이 중국 로컬업체들과의 차이이며, 브랜드 가치를 유지
하기 위한 투자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조립 공정의 블록 셀 방식과 달리 PBA(Printed Board Assembly)
공정에서는 1인 셀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모든 공정에서는 사원들의 숙련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경진대회
를 개최하여 1등 500위안 등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 내 트레이닝
센터를 두어 신입자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재직자의 경우도 스
마트 아카데미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무직과 기술직에 대해서는 후이저우 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사내대학을 운영하여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 고용량의 변화
후이저우 공장의 총원은 2015년 11월 방문 당시 7,260명으로서, 과거
최대인 2013년의 12,000명에 비해서 이미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다. 7,260
명 가운데 사무직은 1,200여 명, 생산직은 6,000여 명이었는데, 톈진공장
에 비해 사무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은 오디오를 포함한
음향기기 개발자와 품질관리자들이 400명 가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 밖에 용역 근로자가 400～500명 정도이며, 주재원은 25명, 조선족
이 140명 정도로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후이저우 역시 광둥성 내 많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외지로부터 온 농
민공의 비중이 상당수에 이르며, 따라서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사무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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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은 월 2.2%이며, 생산직의 경우 연간 이직률이 50%를 넘는다. 이
에 따라 인원을 축소 조정하는 데 큰 애로는 없었는데, 2015년 당시 평균
근속은 생산직 2.3년, 사무직 3.3년에 불과했다. 휴대폰 조립과 품질검사
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생산 현장의 남녀비중은 50:50으로
서 다른 공장에 비해 남성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톈진공장과 마찬가지
로 고3 실습생을 과거에 활용하였으나, 야근과 잔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생산공장에서 2조 2교대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톈진공
장과 더불어 3조 2교대제를 도입했다가 물량이 감소하고 설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결국 톈진공장과 더불어 2조 2교대제로 환원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중국 공장 내 두 공정 간의 조정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여하튼 2조 2교대로 환원되었지만, 중국 노동법상의 월
36시간 잔업규제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고용이 과거 최대에 비해 4,000명 이상 줄어들 이유 중의 하나가 물량 감
소 이외에 교대제 개편에 따른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3. 보상, 훈련 등 고용관계의 특성
후이저우 공장에서 준법경영에 따라 잔업을 적게 하면서 인력을 유지
하려면 기본급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인구 500만이 안 되는, 광둥성 내에서
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인 후이저우는 최저임금이 1,350위안에 불과
하다. A사는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높은 2,040위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
고 있으며, 야간 수당33) 230위안과 상여금 325%, 잔업수당을 포함하여
3,500～4,000위안 정도의 임금수준을 나타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톈진
의 2013년 임금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하반기 100%씩의 상여금을 지급할 때 A, B 등급의 고과 우수자들에게
는 기본급의 10～20% 임금을 더 주는 제도도 톈진과 유사했다.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와 현장 노무관리 역시 중앙의 방침하에서 톈진
33)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심야 할증률 150% 제도가 없이, 약간의 야간 수당을 지
급하면 된다.

12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공장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형식적인 공회 조직보다는 사원
대표회의(사원협의회)가 200명으로 구성되어 활성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여기서 임금인상 결과를 추인받아야 한다. 2015년의 경우 4.1%를 인상했
는데, 간신히 과반수를 넘길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4. 평가와 광저우 기술연구소
후이저우 공장은 한때 연간 1억 8,000만 대 이상의 휴대폰을 생산하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물량을 공급하는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베트남 공장의 대두 이후 추가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투
자 없이 고효율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
국에서 파견된 생산관리자와 생산기술자들이 중심이 되어 도요타 생산방
식의 원리 대로 저비용 자동화(low cost automation)에 주력하는 한편,
낭비의 제거를 위한 현장 혁신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교대조를 다시 2조 2교대로 환원하
고 물량 감소에 따라 인원은 과거 최대 12,000명에서 1/3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물량이 더욱 감소하여 고용도 추가 감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노동시장은 이직률이 워낙 높은 특성을 보이
기 때문에 인원 감축과 관련한 갈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톈진
공장에서와 마찬가지로 A사 특유의 현장 의견수렴 메커니즘이 발달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산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기술자 및 개발자들과의 협업은,
공장 내에 기술연구소가 소재한 톈진공장과는 달리, 후이저우 공장은 광
저우 시내의 기술연구소와 연계 관계를 갖고 있었다. 2008년 설립된 이
연구소는 중국 시장용 피처폰을 개발하기 위하여 출범하였으며, 2010년
독립법인화되었다. 한때 1,180명에 이르던 직원 수는 해외 연구소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라 2015년 말에는 900명 이하로 줄어든 상태였다. 그렇
지만, 기능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 중국 시장용 모델뿐 아니라, 북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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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 모델을 한국 연구소와 협업을 통하여 개발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
연구인력 700명을 포함한 전체 인력을 지휘하기 위하여 주재원 9명이 근
무하고 있는데, 개발 엔지니어 680여 명 이외에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
원 160여 명이 함께 근무하여 원스톱 연구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상대적
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냈으며, 플렉스타임제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종 조직활성화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제4절 베트남 타이응위엔 공장 사례

1. 사업 개요와 생산시스템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로 많은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
치해 왔지만, A사의 휴대폰 공장을 유치한 것은 그동안의 섬유의류와 농
수산물 가공 위주의 산업 수준을 한꺼번에 뛰어넘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렇다면 A사 입장에서 베트남을 입지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앞서 톈진 공장과 후이저우 공장 사례에서 보았듯이, 생산기지로서의 중
국의 비중을 하락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에 따라 글로벌 생
산네트워크의 성격 변화가 발생한 것일까?
A사 휴대폰 공장은 전 세계에 10개가 존재하는데, 그중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박닌성 제1공장과 타이응위엔성 제2공장 생산 비중이 40%로서 가
장 크다. 연간 4억 대의 생산량 가운데 1억 6,000만 대 이상을 생산하여 대
부분의 물량을 수출한다. 베트남 내수시장은 아직 스마트폰 시장이 제대
로 형성되지 않아 피처폰이 공급되는데, A사가 직접 생산하는 피처폰이
전체 물량의 1～2% 정도이며, 관계사인 H사를 통하여 위탁 생산하는 물량
이 2～3% 정도이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 매출액 263억 달러(2015년) 가운
데 내수는 3억 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유럽(49%), 중동(18%), 동남아
(13.2%), 미주(7.3%), 러시아(5%), 아프리카(4.6%) 등으로 수출된다. 참고
로 모공장인 구미공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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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용 제품을 생산하며, 그 밖에 미국과 유럽으로도 일부 수출된다.
미국 수출용은 중국에서도 생산되며, 브라질과 인도는 관세 장벽이 높아
그 나라 소비를 위해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A사가 하노이 인근 박닌성 옌퐁에 제1공장을 짓고 진출한 것은 2008년
으로, 당시 노키아 등에 대항하기 위하여 저가용 폰을 생산하는 기지로
설정되었다. 2009년부터 저가폰 이외에 카메라와 청소기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미중 무역마찰이 심
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 등에 영향을 받아 타이응위엔성 옌빈에 제2공장
건설을 결정하고 2014년부터 스마트폰을 생산하게 되었다.
2공장은 1공장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점에서 A사 휴대폰 사업에서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에 진출함으로써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인건비 수준은 한국의 1/5, 중국의 절반 이하
에 불과하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A사의 연간 휴대폰 생산량이
4억 대 이상이므로 대당 인건비가 1달러만 차이나도 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저임의 인력을 풍부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
이었다. 2016년 현재 베트남 1, 2공장의 총원은 11만 명이며, 한때 1주간
의 채용인원이 2,500명에 이를 정도로 인력 확보가 중요하였다. 인원 증
가가 멈춘 현재에도 이직률이 월 2%만 되어도 한 주에 500명 이상을 대
체 채용해야 할 정도로 인력 소요는 엄청나다. 국가 전체의 평균연령이
29세에 불과하여 풍부한 청년 인력을 보유한 베트남은 대단위 공장 건설
과 유지에 매력적인 입지처라고 할 것이다.
셋째, 물류가 양호하였다. 1, 2공장은 하이퐁 항구으로부터 5시간 이내
거리에 있으며, 하노이 공항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휴대폰은
주로 항공편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공항에 대한 근접성은 대단히 중요하
다. 또한 중국 광둥성의 발달된 부품산업기지들로부터 트럭으로 하루 이
내에 하노이에 도달할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 공장들은 광둥성에서 상당
량의 부품을 조달한다.
넷째, 저발전 국가이기 때문에 대단위 부지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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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종 혜택이 풍성하게 주어졌다. 1공장 34만 평, 2공장 48만 평 등 드넓
은 공장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세제 혜택 등이 주어졌다고 한다.
Binh & Linh(2013)에 의하면 A사의 베트남 입지 선정에서 정부의 인센티
브는 베트남 내 다른 외자기업의 투자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베
트남 정부로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전자산업의 발전을 도모
해 보고자 하였으나, 산업 발달 단계가 아직 낮아 실제로 A사가 현지조
달할 수 있는 부품품목은 몇 개 되지 않는다. 2016년 현재 89개 부품업체
가운데 한국계는 71개이며, 나머지 중에서도 베트남 업체보다는 일본계,
대만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국계 부품업체를 포함한 현지 조달률
은 가치 기준으로 15% 정도이며, 내제 부품을 포함할 경우 30～35% 정
도가 베트남에서 조달되고, 나머지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되어
조립되는 양태이다.
베트남 공장이 톈진이나 후이저우 공장에 비해 고용 인원이 많고, 많은
부지가 필요했던 이유는 세트 조립량이 많아서뿐만이 아니라 각종 소재를
대단위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A사는 메탈 프레임이 유행하게 됨에 따라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메탈 소재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전 세계에서 공작기
계를 사들였다. 무려 1만 8,000여 대의 공작기계가 베트남 공장에서 가동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만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생산조차도 베트남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즉, 구미공장은 실험실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생산기획과 시험, 양산까지 베트남에서 모
두 책임지고 진행하여 후이저우 공장을 제외한 전 세계 A사 휴대폰 공장
으로 공급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2공장 1층의 CNC 공작기계 공
장에 1만 명 이상의 작업자가 일을 하는 것 이외에도 끝부분이 굽은 엣지
생산을 위한 (강화)유리공장에서 2만 명이 근무하며, 기타 사출 공정과 아
노다이징(특수염색) 공정에서도 소재 생산이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부지와 인력 등의 요인에 의하여 베트남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소재 생산의 핵심 기지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전자업체로서 금속
가공의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구미와 베트남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는데, 따라서 모공장으로서 구미공장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마지막 세트 조립 공정에서는 1만 7,00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2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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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생산인원은 5,300명이다. 2공장에서는 톈진
공장과 마찬가지로 블록 셀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앞
부분의 조립 작업은 톈진의 6명보다 줄어든 4명으로 완결되고 있었다. 나
머지 검사와 포장 공정은 중국 공장들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공간이 비
좁아서 설치하지 못했던 에어샤워 시설까지 갖춤으로써, 작업자들이 청
결한 상태로 공장에 들어가고, 그만큼 먼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게 되
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1층에 SMD 85개 라인이 있으며, 최종 조립
이전에 PBA 라인이 90개 존재한다.

2. 고용량의 변화
2016년 현재 약 11만 명의 고용은 2015년에 비해 더 늘어난 수치이다.
2015년 방문 당시 1공장은 4만 3,000명이었는데, 2016년 4만 6,000명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 5만 7,500명이었던 2공장 인원은 2016년 6만 4,000명
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만큼 생산량의 증대에 인원 조달을 적시에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베트남도 이직률이 높아서 2015년 연 25%,
2016년에는 연 24%(월 2%)에 이르기 때문에 대체 채용 인원만 해도 월
2,000명이 넘는다.
또한 베트남은 다른 나라보다 모성보호 조치들이 강해서 임신 7개월이
넘어서면 출산휴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출산휴가는 6개월까지 쓸 수 있
고, 육아기에는 하루 1시간 모유 수유 시간을 주거나, 조기 퇴근시켜야 하
는 등 다양한 보호 조항들이 있다. 이에 따른 해당자가 한 시점에 4,500명
에 이르기 때문에 이의 대체 인원도 채용해야 한다. 조립 공정 인력 중 여
성은 75%를 차지하며, 평균연령이 20대 초반이고, 결혼을 일찍 하는 편이
어서 그만큼 유동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작기계와 유리 공정 등
에서도 주로 작업대상의 로딩, 언로딩 작업을 수행하며, 기계의 작동 상
태를 모니터링하는 인원도 한국의 많은 기계금속 사업장들과는 달리 다
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많은 인원을 지휘하기 위하여 2016년 현재 주재원 110명(15년 현재
103명, 그중 엔지니어가 80%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밖에 파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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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된 신분을 갖는 한국인 간부가 150명(15년 100
여 명)에 달한다. 이 밖에 워낙 공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
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장단기 출장자들이
어느 한 시점에 400～700명에 달한다. 한편 통역 업무를 하는 인원이 300
여 명인데, 이들 중 다수는 한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인들이다.
베트남 인력은 중국 공장들에 비하여 학력수준이 매우 높다. 가장 우수
한 대학을 졸업한 사무직 인원들을 채용하여 양성 중이며, 생산 현장에서
도 아직 숙련수준이 높지 않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 공장들에 비하여 현장의 조직역량은 떨어진다고 평가되
는데, 향후 시간이 흐르면서 숙련수준이 향상되면 현장의 제조역량도 크
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베트남 인력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가
에 기반한 것이다. 일부 피면담자는 베트남인의 학습능력이 중국인은 물
론 한국인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3. 보상, 근로자 이해대변 등 고용관계의 특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인건비 수준은 중국에 비해서도 현저
히 낮은 편이다. 조립공정 작업자의 기본급은 미화 219달러인데, 이는 최
저임금 155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잔업 등에 따라 수당이 추가
되면 350～400달러가량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공장은 조립공정은 2조 2
교대, 사출, 유리, 금속가공 등의 설비 공정에서는 3조 2교대제를 실시하
고 있다. 월 평균 30시간의 잔업시간을 지키려 하나, 물량에 따라 드물게
최대 80시간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잔업시간에 대한 규제는 베트
남 정부나 시민단체가 그다지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생산직의 경우 총임금 최대 400달러에 사회보험료가 100달러 정도가 추
가되는데, 기술직과 대졸 초임은 기본급이 500달러(2015년은 450달러) 정
도이다. 기술직의 경우도 잔업시간을 계산하여 최대 700～800달러까지 받
을 수 있다. 중국 공장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현장에서 목표관리제
(MBO)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인력의 35%(A 10%, B 25%)
정도가 목표 초과달성 혹은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을 때 성과급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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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성과급은 최대 기본급의 20%로서 역시 중국 공장들과 유사한 수준
이다. 기본급 임금은 조립공이나 설비가동 업무를 하는 근로자나 호봉테이
블 상의 차이가 없어서, 자유로운 배치전환이 가능하다. 잔업수당 이외에
상여금이 주어지는데,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전사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8
0～150%의 상여금이 팀별로 차등화되어 주어진다. 기타 베트남 최대의 명
절인 설날에 추가로 100%의 상여금이 지급된다. 임금수준이 낮기는 하지
만,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임금인상률도 높은 편이
다. 2015년 8% 임금인상에 이어 2016년에도 10%를 인상하였다. 기타 다양
한 기업복지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숙사 수용 인원이
2015년 24개동 1만 8,500명에서 2016년에는 27개동 2만 3,000명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통근버스가 500대 운영되며, 각종 편의시설
과 오락시설이 제공된다. 또한 체육활동을 포함한 Great Workplace 활동
을 위하여 현장에 중심 요원이 600～700명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체육, 문화, 오락 활동을 통한 조직활성화 이외에 공식적인 의
견수렴과 협의 메커니즘은 중국 공장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중국의
공회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노동조합도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는데, 제2
공장에 노조위원은 1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의 대의원들에 의
해 선출되며, 다시 이 노조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1공장과 2공장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위원장을 선출하며, 2공장의 경우 현재 교육
담당 과장이 맡고 있다. 형식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만, 사회주의
사회의 노조로서의 협력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분기별로 노사
협의회도 개최되는데, 임금인상안 등에 대해서는 노조 위원 17명 전원의
서명을 받는다. 나아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A사는 직접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4. 평가와 미래 전망
베트남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본 설계는 한국에서 가져오지만,
일부 현지 언어용 수정과 생산공장 지원을 위하여 기술연구소를 운영하
고 있다. 이 연구소의 인원은 1,300명, 주재원 5명으로서 낮은 수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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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다.
요컨대 A사의 베트남 1, 2공장은 낮은 수준의 연구소 이외에는 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생산 기능에 특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
고 시간이 갈수록 숙련, 생산성과 품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더욱이 메탈, 유리, 플라스틱 사출 등에서 양산은 물론 구미공장
이 갖지 못하는 시험생산 기능까지 갖고 있어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
다고 할 것이다.
물류의 용이성, 풍부한 인력과 저임금, 정부의 지원 정책까지 곁들여져
중국의 물량이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한 해석은 글로벌 생산네
트워크의 동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긴요한 작업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변화하는 한국 구미공장과 중국의 두 공장, 그리고 베트남 공장 간의 역
할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5절 부품협력업체 사례

1. 사업개요과 고용 현황
휴대폰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이 조달, 조립되어
야 한다. A사는 부품들의 기본 설계를 직접 하고, 부품업체들은 개발 과
정에서 상세설계를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수많은 부품들이 조달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휴대폰 부품은 기구물과 회로물로 구분된다.
필자는 완성품 업체인 A사를 방문하면서 부품업체 방문도 주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 4-2>와 같이 지난 6년 동안 기구물 업체와
회로물 업체, 중국 소재 업체와 베트남 소재 업체를 고루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다만, 후이저우에서는 부품업체를 소개받지 못했다.
톈진에 입지한 V사는 F-PCB, 즉 전자산업의 기본인 Printed Circuit
Board 중에서 Flexible 품목을 생산하는 나름대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이
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방문 당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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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A사 휴대폰 부품협력사 방문일시와 피면담자
사례
V사
W사
X사
Y사
Z사

국가
중국
베트남

지역
톈진
톈진
하노이 인근
하노이 인근
하노이 인근

방문일시
2011. 9. 29
2013. 7. 24
2015. 7. 24
2016. 6. 7
2016. 6. 8

피면담자
B부사장, C팀장
C차장
L법인장 외 2명
P법인장, W차장
P법인장, L차장

자료 : 필자 작성.

액 증가율이 전사 기준으로 20～30%에 달하였다. W사 역시 톈진 A사에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로서 휴대폰 케이스를 플라스틱 사출성형과 표면처
리 등을 통하여 납품하며, 아울러 최종 조립 직전 단계까지 조립 업무를
사전적으로 수행하는 EMS 업체이기도 하다. 즉, A사의 휴대폰 라인은
점차 단순화되면서 검사 위주 공정으로 편재되고, 실제 각종 부품 조립은
협력업체가 하는 경향인데, W사가 그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이 영역은 거의 임가공에 가깝다.
한편 베트남에 A사 공장이 대단위로 건설되면서 부품업체들도 대거 진
출하였다. 2015년 면접 당시 X사 관계자는 전체 협력업체 수가 60여 개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2016년 Z사에서는 80여 개라고 응답하였다.34) 그
중 X사는 A사가 2공장을 지으면서 대거 도입한 수만 대의 공작기계용 절
삭가공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울러 카메라용 구동모터도 생산하는 탄
탄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이다. Y사는 회로물업체로서 휴대폰용 카메라모
듈과 안테나 관련 부품을 생산한다. Z사는 기구물 업체로서 심트레이와 각
종 테이프류 등을 생산한다.
이상 5개 부품업체의 고용 현황은 <표 4-3>과 같다. 전반적으로 한국
고용에 비하여 중국이나 베트남 고용 인원이 월등히 많은 편이다. 특히
물량이 많고, 인건비 수준이 낮은 베트남의 고용 인원이 많은 것이 두드
러진다. 이 인원들을 주재원 14～29명이 통할하면서 생산 활동을 진행하
게 된다. 이 법인들의 기본 미션은 생산기능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 중 생
산직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V사의 경우 한국 본사의 개발 인력이 50～100명 정도이며, 중국 엔지
3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사는 2016년에 협력사 수를 89개라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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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조사대상 휴대폰 부품협력사들의 한국과 중국, 베트남 고용 실태
조사
시점

한국 고용
(명)

주재원
(명)

중국 V

2011

1,100

15

1,750

1,400

약 52만 원

중국 W

2013

1,400

21

2,600

2,380

약 60만 원

베트남 X

2015

312

14

3,025

2,832

약 22만 원

베트남 Y

2016

482

29

5,220

5,020

약 21만 원

베트남 Z

2016

500

17

2,280

2,050

약 26만 원

업체명

현지 총고용 현지 생산직 생산직 월평균
(명)
(명)
총임금(한화)

자료 : 필자 작성.

니어 30여 명이 생산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안산 본사 공장은 기계
화율이 높아서, 적은 인원으로도 대응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W사는 안
양 본사에 기술연구소를 갖고 있었는데, 2013년 직전에 공장이 있는 구미
인근에 기술연구소를 추가로 설립했다고 한다.
베트남에 2007년에 일찌감치 진출한 X사는 그 이전에 톈진과 후이저
우에도 현지생산공장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고용규모는 600명과
280명 정도로 베트남의 고용규모 3,025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Y
사는 A사의 계열사 중 하나인 A전기의 카메라 사업부가 독립하면서 설
립된 회사이다. 휴대폰용 카메라와 카메라용 진동모터 이외에도 휴대폰
용 안테나 등 정밀전자 부품을 다양하게 개발, 생산하고 있다. Z사는 개
발과정에서 한국이 70%, 베트남이 30% 정도의 업무 분담을 하고 있는데,
한국 내 개발 인력은 100명 정도이며, 같이 일하는 베트남 현지 엔지니어
는 10명에 불과하다. 또한 방문대상업체 중 유일하게 2차 협력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5개 2차 협력사의 총고용인원은 1,142명에 달한다.
한편 전자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베트남 내 3개 부품사의 여성 인력 비
율은 모두 90% 내외에 달한다.
이렇듯 전형적으로 한국 본사 개발, 본사공장의 시험 생산과 A사 한국
공장용 부품 생산, 중국이나 베트남에 주재원을 통한 생산기능 이식, 대규
모 고용에 의한 생산과 현지 A사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다
만, A사는 최근 Z사에 대해 베트남 현지 개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고 하여 현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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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 등 고용관계와 CSR
앞서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 베트남은 생산직 위주의 고
용 구성 속에서 이들의 임금수준이 한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임금수준이 베트남의 2～3배에 이르는 것
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 쪽이 조사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
클 수도 있다.
이들 부품업체의 기본급 수준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 일부 수당과 상여금 등이 주어지는데,
월 소득에서 잔업수당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즉, 장시간노동에
대한 유인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2011년에 조사한 V사에는 주야 맞교대로 2주간씩 일을 하며,
한 달에 쉬는 날은 주야교대가 바뀌는 이틀뿐이라고 하였다. 결국 당시
지역 최저임금이 1,160위안인데, 총 임금은 3,000위안 대에 달하여 상여금
과 몇 가지 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잔업특근 수당이 매우 많을 것임을 짐작
케 하였다. 2013년 W사를 방문했을 때에도 잔업시간은 월 40～62시간 정
도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는 노동시간이 이보다 짧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2013년 이후 A사가 부품업체들에 대해서도 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실제로
EICC 기준에 따른 노동 감사(audit)를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베트남 노
동법에서는 잔업시간 한도가 월 30시간, 연 200시간인데, X사는 이를 지
키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설비가 고가여서 24시간 가동하
기 위한 3조 2교대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Y사의 경우도 역시 법정 규정
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Z사의 경우는 미국계 의류업체들이
베트남 노동법의 상한인 월 3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허용하듯이 A사
역시 베트남 노동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월 52시간
기준을 적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느 경우이든 베트남 소재 부품협력사들에서는 A사에 의한 강력한
사회 감사(social audit)가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EICC 기준에 따
라 베트남 A사 인력이 와서 3개월에 한 번 주기적으로 노동부문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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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부문으로 나누어 오디트를 할 뿐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울
의 A사 본사 인력이 직접 나와서 노동 관련 오디트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된 것은 2013년 이후인데, 체크리스트가 환경안전부
문은 100여 개, 인사노무부문은 48개라고 한다.
2013년은 이렇듯 A사의 글로벌 CSR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 톈진의 V사와 W사의 파견공
활용이다. 2011년 방문 당시 V사의 생산직 중 파견직 비율은 96%였다.
즉, 기본적으로 생산은 파견직에게 맡겨서 진행했다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 정규직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3년 W사 방문 당시, 이 회사도 과거 98%였던 파
견공 비율을 7월 시점에 75%까지 줄였으며, A사의 방침에 따라 8월까지
30% 미만, 연말까지 10% 이하로 줄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 내에서 파견공 비율을 10%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는 정책 방침이 계
속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준법경영을 강조하는 A사로서 부품
협력사들에게도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던 것이다.
다섯 개 회사 중 W, X, Y, Z사에는 노조(공회)가 결성되어 있었지만,
2011년 V사는 노조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노조 결성을 강력히 요
구하고, 종업원 1인당 2%의 공회비 납부를 요구하여 공회 결성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공회 결
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법 적용이 강조되고, A사의 방침에 따라 준법경영이 이루어지게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협력사 5개와 거래하고 있는 Z사와의 면담에 따르면, A사는
2차 협력사들도 모두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 대하여 최초 1회는 직접 노
동 오디트를 진행한다. 이후 이들 2차 협력사에 대한 오디트는 1차 협력
사의 책임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EICC 등 같은 체크리스트를 갖고 노동
기준을 준수할 것을 협력사들에게 요구한다고 한다.
기타 사항으로, 이들 회사는 모두 Great Workplace 활동이라고 해서,
종업원들의 단결과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 및 오락활동, 동아리활동, 지역
사회 내 봉사활동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건의함 운영과 소원수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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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계적 통제를 위하여 조반장 수당을 한국
보다 높은 비율로 지급하고 있는 W사와 Y사 사례가 있었으며, W사는
근무우수자에 대한 200～300위안의 인센티브 제도를 갖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4～5년 전까지 옆의 회사와 임금을 비교하여 한푼이라도
적으면 더 달라는 자연발생적 파업이 빈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계와
중국계 등도 포함하여 업체 간에 임금을 조율하게 되면서 최근 파업이 크
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제6절 생산의 국제화가 국내외 고용에 미친 영향

이상에서 A사와 부품협력업체들의 중국 톈진, 후이저우, 그리고 베트
남 하노이 인근 공장들에 대한 현지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휴대폰 생산네
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고 발전해 왔는지, 그에 따른 경제적 업그레이드
와 사회적 업그레이드는 어느 정도나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
았다.
A사의 동아시아 내 생산네트워크는 [그림 4-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수원의 연구개발단지, 그리고 구미의 모공장에서 신모델이 개발되고,
시험 생산되며, 주로 한국과 일본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이 생산, 공급된
다. 그렇지만, 관세율이 높아서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와 브
라질을 제외한 미국 등 전 세계 여러 나라로는 중국 2개 공장과 베트남 2
개 공장에서 주로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톈진, 후이저우, 베트남 1, 2공장은 생산기능을 보조하는 엔지니어링과
현지 시장용 수정 모델을 위하여 내부에 혹은 인근에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한 기능은 역시 차질 없는 대량생산이다. 최대 생산능력이
각각 1억 대씩을 넘고 있으나, 톈진과 후이저우 공장은 2014년 베트남 2
공장의 본격 가동 이후 최근 2년간 급속히 생산량을 줄여 왔다. 그것은
중국 당국의 빠른 임금인상 정책에 따라 비용절감의 이점이 급속히 사라
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아울러 베트남으로의 유인 요인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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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였는데, 베트남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인력 요인이 대단히 중요한데, 중국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임
금수준과 풍부한 청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매력적인 입지요인이
었다.
게다가 저발전국으로서, 방대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도 베트남
생산기지가 커질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A사는 베트남 공장
에서 전 세계 공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알루미늄 가공 프레임(메탈 부품)과
강화유리 소재(엣지), 플라스틱 사출품 등을 대량 생산하는 전략을 채택
하였다. 이러한 소재 중 일부는 한국 구미공장에서 시험생산 라인조차 갖
추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구미공장의 모공장으로서의 위상은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으며, 인건비 요인 등까지 겹쳐서 베트남 공장들이 새로운
중심적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숙련 수준이 높아서 중국이나 베
트남에서는 잘 채택하고 있지 않은 1인 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그림 4-3] A사 휴대폰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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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 공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블록 셀 방식에 비하여 모델의 다
양성을 더 잘 확보할 수 있고, 숙련 수준의 향상에 따라 더 높은 생산성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렇지만, 구미공장의 생산량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
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여전히 연구개발은 수원을 기지로 전개되고, 해
외공장들에 대한 생산 엔지니어 공급도 수원과 구미공장을 토대로 이루
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생산량이 유지되어야 부단한 작업장 혁신도 가
능하고, 모공장의 선도를 통해 전 세계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미공장의 상대적 위상 하락과 중국에 이은 베트남 공장의 부
상으로 일자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2016년에 A사 국내 공
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13년에 이루어진 조사를 토대
로 한 Lee & Jung(2015)은 다행히 이와 관련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4-4>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A사 휴대폰 사업부
의 국내매출은 2.2배 늘어나는 동안 해외매출은 9.3배나 늘어났다. 당시까
지는 베트남은 물론 중국 공장들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었으므로 해외
고용은 2002년에 비해 50배 이상 증가한 5만여 명으로 나타난다. 반면 국
내고용은 같은 기간 중 5,950명에서 20,491명으로 2.4배 늘어나는 데 머물
렀다.
그런데, Lee & Jung(2015)이 주목하는 것은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구
미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고용이 2배 이
상 늘어난 점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조립 작업자들은 생산량의
변동을 반영하여 늘었다가 줄어든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테크니션과 엔
지니어, R&D 인력과 디자인, 마케팅 인원은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
다는 점이다. 조립공을 제외한 다른 직종들은 매출액 증가율만큼은 아니
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용이 늘어났다.
A사 휴대폰 사업부의 직종별 고용량 변화가 생산량 변동과 어떤 비례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4-5>와 같이 전 세계 공장에서 휴대
폰 1,000만 대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고용량은 2008년의 724명에서 2012년
53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분모는 세계 생산량이고, 분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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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립공이기 때문에 1,000만 대당 조립공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어 9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다른 직종들은 지원 부문을 제외하고 나면 그
다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글로벌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연
구개발과 디자인 인력은 물론, 생산을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는 테크니션,
그리고 마케팅 인력도 생산량(판매량)에 비례하여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
는 글로벌로 최적의 입지에서 생산을 전개하기는 하지만, 관련된 기능은
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만큼 국내 고용이 늘어나고, 더욱이
고숙련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Lee & Jung(2015)은 특히 테크니션의 비중이 다소 늘어난 것에 주목하
는데, 국내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중국, 베트남 등으로 출장을 가거나 주
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 세계 공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꾸준히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4> A사 휴대폰 사업부의 직종별 고용 변화(2002～12년)
(단위 : 명, %)

전체
판매액
내수
(조 원)
해외
전체

국내
고용

2004

2008

2012

11

18

24

93

715

3

11

221

8

83

934

5,950

10,165

14,435

20,491

244

지원

492

728

1,197

1,879

282

마케팅

234

357

586

1,289

451

디자인

59

147

311

522

785

1,497

3,309

6,895

9,627

543

570

1,004

1,845

3,730

554

비조립 합계

2,852

5,545

10,834

17,047

498

조립

3,098

4,620

3,601

3,444

11

983

3,010

13,831

50,704

5,058

237

26,115

13,594

24,589

R&D
테크니션/엔지니어

전체
해외
고용

02대비
증가율

2002

베트남
비베트남

983

자료 : Lee & Jung(2015)을 일부 단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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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은 최근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베트남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1,000
만대 생산에 필요한 각 직종 인원의 숫자는 다소 하락했을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국내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조립 인원은 더 많
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반면 2012년 당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인
무려 11만 명이 베트남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생산기능
직이다.
한편 본장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생산물량이 한국에서 중국으
로, 다시 베트남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국의 고용은 2010년대 초반 톈진공
장에서 늘어나고(2011년 6,500명 → 2013년 10,500명), 201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후이저우공장에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2013년 12,000명 →
2015년 7,260명). 고용량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물론 생산물량의
변동 때문이다. 베트남이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중국 고용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톈진과 후이저우 공장에서 2010년대 초반에 고용이 크게 증
가했던 것은 과도한 잔업시간에 대한 국제 시민단체들의 비판으로 인하
여 3조 2교대 작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시간노동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잔업수당 상실로 임금이 하락하는 것에 대응하여 기본급
을 높여서 대응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사회적 고도화가 자연스럽게 이
루어졌는데, 이는 고3 실습생 제도 폐지, 파견공 비율을 중국 정부의 정책
에 부응하여 10%로 낮추기 등에서도 나타나는 바이다.
<표 4-5> A사 휴대폰 사업부의 생산량 천만 대당 고용량 추이
생산량
(만 대)

총고용

지원

마케팅

디자인

R&D

테크니션

조립

2008

19,932

724.2

60.1

29.4

15.6

345.9

92.6

180.7

2009

23,577

632.6

51.5

30.6

15.7

320.1

92.0

122.8

2010

28,107

562.5

43.7

29.5

14.6

288.4

92.5

93.7

2011

31,505

552.1

44.0

30.5

14.2

272.4

101.0

90.0

2012

38,463

532.7

48.9

33.5

13.6

250.3

97.0

89.5

자료 : Lee & Jung(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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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파견공 비율은 부품협력업체에서 95% 이상에 달했던 점을 떠올
리면 정부의 정책변화와 시민단체의 감시에 의하여 10% 이하로 줄이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A사와 협력업체
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한 것은 2013년 전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감시와 A사의 준법경영 방침에 의하여 노동조건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은 베트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산업시민
연대(EICC)나 CLW(China Labor Watch) 등 국제 시민단체의 비판과 감
시에 의하여 A사 자체의 노동 감사(audit)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에
따라 A사 해외 공장은 물론,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협력사까지 체크리스
트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경제적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각국의 법과 제도, 정책,
그리고 시민단체의 감시 등에 의하여 사회적 고도화가 병행적으로 이루
어졌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고도화는 일방적으로 비용을 올리는 작용만
한 것은 아니었으며, 3조 2교대제 도입 등에 의해 설비가동률을 높이는
경제적 효과도 지니는 것이었다. 또한 임금상승과 장시간노동 억제 등에
의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보이지 않는 효과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제7절 소 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휴대폰 A사의 경우 국내 생산의 축소와 해외 생
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
어나게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선도기업 모국에
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Lee & Jung(2015)이 주장하는 대로
생산 입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일 수 있다. 반면 주로 생산기
능을 수행해 오던 중국 공장들에서는 생산량이 베트남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빠르게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이와 반대
로 휴대폰 세트뿐 아니라 각종 소재 생산의 중심기지로 부상하면서 무려
11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더욱이 EICC와 CLW 등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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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감시와 A사의 준법경영 방침하에서 중국과 베트남 근로자들
의 근로조건도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내 구미공장의 모공장으로서의 지
위가 계속 하락하여, 테크니션과 엔지니어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
을까 우려되며, 중국 공장들은 물량 감소 속에서 경제적 고도화(upgrading)
가 아니라 저위화(downgrading)가 일어나 사회적 고도화는 더 이상 기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함장기업의 전략과 지배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제5장 TV 및 디스플레이산업 사례 141

제5장

TV 및 디스플레이산업 사례

제1절 서 론

본장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TV 제조 기업의 GPN 확산에 따른 고용
의 양과 질의 변동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5-6>에서 볼 수
있듯이 필자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이 기업의 본사와 중국 및 베트남
의 생산법인을 방문하여 획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초로
GPN의 확대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의 변동 추세를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제시하는 이 추세 역시 GPN에 참여하는 각 ‘위계들
(hierarchical layers)’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한국의 TV 제조 기업의 사례를 분석할 때 TV 제조와 관련된
‘가치사슬(value chain)’의 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TV 제조의 글로벌
선도 기업은 TV 제조의 핵심 기술과 인력은 본국에 남겨두고 TV 제조
에 필요한 그 밖의 다양한 제조 활동은 공간적으로 재배치시키고 있다.
공간적 재배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제품의 표준화와 모듈화가 촉진되어
있기 때문이다(Steinfield, 2004). TV산업은 제품의 표준화와 모듈화의 수
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GPN의 확산이 용이하며, 후발 주자가 선발 주
자를 추격하기 쉬운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이근, 2007; 이근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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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한국의 한 TV 제조 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얼마
나 유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이다.
한편 TV산업은 성숙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life cycle)’을 초기, 성장, 성숙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로 하
는 노동의 성격과 종류가 다르다는 기존 연구의 성과도 사례 연구를 통해
재검토될 것이다. 즉, 제품 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은 초기 단계에는
과학과 엔지니어링이고, 성장 단계에서는 관리 노동이며, 성숙 단계에서
는 비숙련 및 반숙련 노동이라는 기존 연구의 도식적인 접근법(Vernon,
1966; Freeman & Soete, 1997)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본문에
서 검토하겠지만, TV산업은 성숙산업이지만 TV제품의 핵심 부품인 디
스플레이의 제품 혁신이 부단히 발생하고, 정보기술산업이 TV산업과 접
목되어 새로운 TV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기
존 연구의 주장은 수정․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한국의 한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사례를 분석할 때 GPN의
지역적 맥락, 특히 GPN이 집중되어 있는 중국적 맥락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글로벌 TV 제조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한
때 글로벌 강자였던 일본의 TV 제조 기업들은 쇠퇴했으며, 중국의 TV
제조 기업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등 후발 주자의 선발 주자에 대한 ‘추격
활동(catch-up)’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때문에 TV 제조 기업들
사이에 기술적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용의 양과 질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제2절 TV산업의 가치사슬 구조35)와 경쟁 구도

TV산업의 가치사슬의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림 5-1]과
같다. 디스플레이 제조는 고부가가치 산업, TV 완성품 제조는 저부가가
35) 이 내용은 필자가 2012년에 썼던 한 보고서(조성재․홍성범 외, 2012 : 90～93)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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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평면 디스플레이 기술 함량 피라미드 구조

자료 : 羅淸啓․孫廣春(2009), 中國彩電戰略密碼, 廣東經濟出版社, p.22.

치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림 5-2]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 평면
디스플레이의 시장 규모는 약 1,200억 달러에 달하는데, 2020년까지 시장
의 규모는 완만하지만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IHS, 2016d). 디스플
레이 산업은 반도체산업과 더불어 전자산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에
속한다. 보통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은 평면 패널을 생산하고 평면 패널의
모듈을 평면 TV 세트 제조 기업에 공급한다.
[그림 5-1]에서 패널사업이 기술적 함량이 높고 고부가가치사업인 이
유는 <표 5-1>의 LCD TV의 비용 구성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TV
완성품에서 TV 부재의 총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달한다. 결국
TV 완성품 제조 기업들은 20% 내외의 범위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구도
이다. 그런데 TV 완성품 제조 기업들의 수는 대단히 많고, 이들 기업 사
이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TV 완성품 제
조 기업의 이윤율은 실제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패널 모듈 부재 총 비용이 패널 모듈의 상
정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TV 완성품과 동일하게 78%를 점한다. 그
러나 패널 제조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경쟁의 양상과 TV 제조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경쟁의 양상은 아주 다르다. 패널 제조의 영역에서는 선도 기업
과 후발 기업 간의 기술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하이 엔드 시장에서는 몇
개의 선도 기업이 과․독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 데 반해, TV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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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액정 TV의 비용 구성(2000년대 전반기에서 현재까지)
개요

패널 모듈 부재
비용

2010년 2/4분기

39.1

5

컬러 필터

55.5

6

편광판

37.1

4

액정재료

14.5

2

배광선, 실 및 기타 재료

26

3

9.2

1

206.9

24

37.2

4

425.5

50

인건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78

9

패널 메이커 수익

42.2

5

패널 모듈 상정 출하 가격

545.7

64

액정 모듈

545.7

64

TV 튜너

10.2

1

화상처리, 음원 IC

20.4

2

파워 스플라이

15.7

2

기타 기구 부품, 전자 부품

80

9

672

78

LED BLU
회로기판, 샤시, 기타 부재
패널 모듈 부재 총 비용

TV세트 부품
비용

TV세트 부재 총 비용
TV세트 출하
가격

%

유리기판

드라이버 IC

패널 모듈 상정
출하 가격

달러($)

인건비, 판매비 등

43.2

5

TV 메이커 수익

142.1

17

TV 세트 출하 가격

857.8

100

자료 : 富士キメラ(2010), 46인치 TV, LED BLU, 8세대 생산라인을 상정한 경우의
가격; Nakagawa, Song, and Katsuma(2011), p.20.

품 제조 기업들 사이에는 기술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 쟁탈의 경
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패널 제조
사업은 TV 완성품 제조 사업보다 이윤율이 훨씬 더 높다. 결국 TV 제조
사업에서 핵심 사업은 패널 제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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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디스플레이(FPD) 수요 예측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IHS(2016d).

한편 [그림 5-5]에서 볼 수 있듯이, 디스플레이는 전 공정과 후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데, 전 공정이 후 공정보다 훨씬 더 장비 의존적이고 기술
적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TV 제조 기업은 동일 그룹
의 자회사를 통해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TV 조립
업체는 TV 사업에서 수직 통합형 가치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대만의 경우 TV 제조와 디스플레이 제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
에 수평적 가치사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패널 제조에는 소재와 부품을 결합․종합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
고, 또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의 장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탁월한 R&D 능력과 막대한 자본이 없으면 도전하기가 힘든 비즈니스에
속한다. 패널 제조에서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쉽게 추격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때 패널 제조의 선도 기업이었던 일
본계 기업은 한국의 패널 제조 기업에 밀려서 지금은 패널 사업에서 손을
떼었고, 지금 패널 사업은 한국, 대만, 중국업체의 경쟁 구도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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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AUO(友達)36), Innolux(群創)37) 등 대만계 패널 제조 기업은 한국의
패널 제조 기업 바로 뒤에서 추격하는 ‘이등(second mover)’ 전략을 취해
왔지만(新宅純二郞․許經明․蘇世庭, 2006: 19), BOE(京東方), CSOT(華
星光電) 등 중국계 패널 제조 기업은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의 패
널 제조 기업을 추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림 5-3]과 <표 5-2>는 각각 기업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과 생산
능력을 보여준다. [그림 5-3]과 <표 5-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계 기업
의 쇠퇴가 두드러지고, 한국계, 중국계, 대만계 기업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그림 5-3]과 <표 5-2>에서 한국계 기업
은 삼성과 LG, 중국계 기업은 BOE(京東方)과 CSOT(華星光電), 대만계
기업은 Innolux(群創)과 AUO(友達), CPT(中華映管)이다. 2018년 순위에
올라와 있는 일본계 기업은 샤프 한 기업밖에 없는데, 샤프는 대만계 기
업인 혼하이(Hon Hai, 鴻海)에 매각되었다. 중국계 기업의 글로벌 디스플
[그림 5-3] 2016년 기업별 대형 디스플레이 글로벌 출하 점유율

자료 : IHS(2016c).

36) AUO는 대만 최대의 TFT LCD 제조 기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성재․홍성범
외(2012 : 103～104)를 참조하시오.
37) Chimei Innolux가 Innolux로 개명되었다. Chimei(奇美, 치메이, CMO)는 대만 최
대의 ABC 수지 제조 기업인 치메이실업의 자회사로 1997년에 설립되었다. 자세
한 내용은 조성재․홍성범 외(2012 : 105～106)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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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2010～18년 각 기업별 FPD 생산 능력
순위

2010

점유율(%)

2018년

점유율(%)

1

삼성 디스플레이

24

삼성 디스플레이

19

2

LG 디스플레이

22

LG 디스플레이

18

3

Innolux

17

BOE

14

4

AUO

15

Innolux

13

5

샤프

8

AUO

11

6

CPT

3

CSOT

7

7

파나소닉LCD

3

샤프

5

8

기타

8

기타

12

자료 : IHS(2016a).

레이 시장 점유율은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4%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림 5-3]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에는 21%, 2018년에는 35%로 확대될
전망이다(IHS, 2016a).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생산 능력이 제고
됨에 따라 중국 TV산업의 LCD 자급률은 2011년 6.9%, 2012년 19.9%,
2013년 29.7%, 2014년 36.7%, 2015년 45.6%로 점차 증가되었고, 2016년에
는 53.8%로 증가될 전망이다(中國電子報, 2016년 4월 27일). 중국계 디
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제고되면서 중국계 디스
플레이 제조 기업의 글로벌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이들 중국계 디스플레
이 제조 기업의 급성장 이유는 무엇인가?
<표 5-3>은 BOE, CSOT의 현황과 향후 투자 계획이다. <표 5-3>에
서 알 수 있듯이 BOE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
을 세워놓고 있다. BOE는 2016년 10월 28일 몐양(綿陽) 시 인민정부와
6G AMOLED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BOE는 약 465억 위안(元)을 투자
할 예정인데, 핸드폰용 디스플레이 등 모바일 제품의 디스플레이를 생산
할 계획이다(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 2016b). 또한 BOE는 총 300억 위안
을 투자하여 푸저우(福州)에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 공장은 2017년
2월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 2016a).
BOE, CSOT 등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놀라운 성장은 두 가
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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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BOE, CSOT의 현황과 투자 계획
2015

2016

2017

2018

BOE

충칭(重京), 8.5G,
15만 개/월

허페이(合肥),
푸저우(福州),
10.5G, 9만 개/월
8.5G, 15만 개/월 몐양(綿陽), 8.5G,
9만 개/월

CSOT

선전(深圳), 8.5G,
11만 개/월

-

-

자료 : 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主編(2016: 60)에서 필자가 작성.

우선, 정부의 기업 육성 정책이다. 가령 BOE의 경우 2011～15년 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과학연구 프로젝트 보조’라는 명목으로 각각 6.66억 위
안, 9.26억 위안, 8.38억 위안, 8.3억 위안, 10.45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았
다. 게다가 BOE는 몐양(綿陽) 시 정부와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시 정부
로부터 세제 및 공장부지 사용 등의 면에서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정부
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BOE는 2008～11년 동안 적자를 보았지만,
R&D에 30억 위안을 투자할 수 있었다. BOE는 영업수익의 7% 정도를
R&D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R&D 투자를 바탕으로
BOE의 생산능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3/4분기 BOE의 영업
수익은 19.3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 2016b).
한편,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은 중국 TV 시장의 급성장의 혜택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글로벌 TV 출하량은 2.3억 대로 전
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중국 국내시장의 TV 판매량은 4,674만 대로
전년 대비 4.8% 성장했다(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主編, 2016 : 42).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생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1/4분기 디스
플레이의 공급은 수요보다 20% 정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의 가격이 대폭 하락했고(IHS, 2016a), 디스플레이 가격의 하락은 연쇄적
으로 TV 가격을 대폭 하락시키고 있다. 일부 공세적인 중국 TV 완성품
제조 기업은 64인치 4K TV의 가격을 글로벌 평균 가격인 1,700달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900달러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다(IHS, 2016b).
<표 5-4>와 [그림 5-4]는 중국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중국 국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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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4>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TV 시
장에서는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Top 6에 올라와 있고, 외자기업은 찾아
볼 수 없다. IH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2/4 분기 중국 TV 완
성품 제조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스카이워스 14.6%, 하이센스 13.7%,
TCL 12.3%, 창훙 11.9%, 러에코(LeTV, 樂視)38) 11.7%, 하이얼 10.4%,
콘카 8.7%이다(디지털타임스, 2016년 8월 29일에서 재인용).
한편 [그림 5-4]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TV 시장에서 한국의 삼성과
LG는 2008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줄곧 1, 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
다. 중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 가운데 TCL과 하이센스는 2008년부터,
스카이워스, 콘카 등은 2013년 이후부터 점차 글로벌 TV 시장에서 큰 존
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015년 글로벌 TV 시장 Top 5에 들어간 중국 기
업은 TCL과 하이센스이다. 도시바, 샤프, 파나소닉, 소니 등 한때 글로벌
TV 시장에서 강자였던 일본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영향력은 사라졌
거나 거의 미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일본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TV 및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퇴각했기 때문이다.
<표 5-4>와 [그림 5-4]로부터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과 TV 완
성품 제조 기업의 급부상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BOE, CSOT 등이 제조하는 디스플레이는 한국계 기업이 제조하는 디스
<표 5-4> 2015년 중국 국내 시장 TV 완성품 제조 기업 Top 6의 내수 및 수출
(단위 : 만 대)
기업

내수(예측)

수출(예측)

TCL

880

830

하이센스(Hisense, 海信)

888

543

스카이워스(Skyworth, 創維)

913

461

창훙(長虹)

622

262

하이얼(Hier,海爾)

521

253

콘카(KonKa, 康佳)

480

233

자료 : 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主編(2016 : 72)에서 필자가 작성.

38) 러에코(LeTV, 樂視)는 미국의 Vizio를 인수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이다(디
지털타임스 2016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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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보다 품질이 떨어지지만 가격은 더 저렴하고, 중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은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으로부터 디스플레이를 공급받
아 TV를 제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의 TV를 출시할 수 있다. 그 결과 중
국의 TV 완성품 제조 기업들은 중국의 TV 시장을 지배해 나가고 있고,
점차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최대 TV 완
성품 제조 기업인 TCL이 CSOT의 주식의 3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을 고려한다면, 중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과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 사이에 형성되는 이 같은 선순환 구조의 발전 상황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반면 한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은 한국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으
로부터 고품질의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아 TV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
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보다는 더 좋은 품질의 TV를 제조하지만 그
[그림 5-4] 2008～15년 TV 완성품 제조 기업별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자료 : Statist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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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가격은 중국계 TV보다는 더 비싸다. 그 결과 중국 TV 시장에서는
중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과 가격 경쟁에 밀려서 낮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하이엔드 TV 시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TV 시장과 글로벌 TV 시장에서의 점유율의 차이는
향후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제조 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점차 해
소될 전망이다.

제3절 아키텍처로 본 TV산업의 경쟁 구도39)

TV 제품은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따라서 CRT(브라운관)→PDP→LCD
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는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혹은 Quancom dot
(양자점) TV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TV는 화질의 차이에 따라서
SD(standard definition) →HD(high definition) →FHD(full-high definition)
→ UHD(ultra-high definition) TV로 발전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 TV 시
장에서는 CRT, PDP TV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고, LCD TV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2014년 중국 TV 완성품 제조 기업이 출하한 전체 TV
제품 가운데 LCD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92.9%이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LCD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98.52%에 달한다(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主
編, 2016 : 5).
한편, 대형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은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
점하고 있고, 모바일용 소형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은 삼성 디스플
레이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삼성은 OLED TV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LG
와 달리 양자점 TV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OLED TV와 양자점
TV의 시장의 규모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그것은 고화질의 LCD TV
가 계속 출시되고 있고, OLED TV와 양자점 TV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중국의 OLED TV 시장 규모는 15만 대 정
39) 이 내용은 필자가 2012년에 썼던 한 보고서(조성재․홍성범 외, 2012 : 94～96)의
내용을 기초로 자료를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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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고, 2018년에는 50만 대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中國産業
信息網, 2016년 8월 9일). 따라서 한국, 중국, 대만계 기업의 디스플레이
및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경쟁구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LCD TV의
시장을 근거로 하고, 그 이후 규모의 경제를 갖춘 OLED TV와 양자점
TV의 시장을 근거로 하여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중국, 대만계 기업의 향후 LCD 패널 사업의 경쟁 구도를 가늠하
기 위해서는 LCD 패널 제조 공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LCD 패널 제조
공정은 크게 세 가지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전(前)공정에 해당하는 어레
이(array, 배열) 공정과 셀 공정, 후(後)공정에 해당하는 모듈 공정이 그것
이다. [그림 5-5]에서 상단으로부터 세 번째 이하에 해당하는 공정이 바
로 전 공정에 해당된다.
[그림 5-5] LCD 패널의 부품 및 소재산업의 수직적 구조

자료 : Nakagawa, Song, & Katsuma(20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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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공정의 과정을 살펴보자. 어레이 공정(array process)은 유리기
판 위에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s)’와 회로/화소를 형성하는
공정이다. 셀 공정(cell process)은 유리기판과 컬러 필터 사이에 LC
(liquid crystal)를 주입하여 이를 합착하는 공정이다. [그림 5-5]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정은 여러 소재들이 결합하는 대단히 복잡한 공정들로 구
성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장비와 소재를 갖추고 있으면 후
발 주자도 선발 주자를 모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Tomita, 2009 :
8～10), 전공정의 기술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기
업은 소재의 발굴과 최적의 소재 결합을 위해 막대한 R&D 투자를 하고
있고, 장비 제조 기업과 최적의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은 전공정은 주로 국내에 두고,
후공정은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재배치해 나가고 있다.
후공정인 모듈 조립 공정(module assembly process)은 액정 판넬에 드
라이버 IC를 부착하고, 액정에 빛을 공급해 주는 광원 장치인 BLU(back
light unit)를 부착하는 공정을 말한다. 이 후공정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
장비가 수행하지만, 자동화가 힘든 공정도 있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공정
과 노동집약적인 공정이 결합되어 있다.
[그림 5-5]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정에는 수많은 소재와 부품이 들어가
는데, 이 부품과 소재산업에서는 일본계 기업이 아주 강하다. <표 5-5>
는 그 현황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소재와 부품은 몇 개의 기업이 과점하
고 있고, 그 대다수는 일본계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소재를 디자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
은 생략되거나 혹은 지극히 단순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 결과 기능 소재
영역의 디자인은 곧바로 공정 디자인으로 전환된다(Tomita, 2009 : 1). 이
소재의 공정 디자인은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추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
어 LCD 디스플레이의 주요 소재인 유리기판은 1990년대 초반기부터 4～5
개 공급자가 과점하고 있는데, 가장 큰 공급자는 미국의 코닝(Corning)이
고, 그다음이 AGC(Ashahi Glass Corporation), NEG(Nippon Electric
Glass), NHT(NH Techno Glass) 순이다. LCD용 유리기판을 몇 개의 기
업이 과점하고 있는 것은 자본과 기술의 장벽 때문인데, 자본보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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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각 소재의 상위 3사 시장 점유율 합계와 일본계 기업의 수
상위 3사 점유율

상위 3사 안에
일본계 기업의 수

경쟁 기업 수

포트 레지스터

80%

2사

6사

컬러 필터

56%

0사

21사

컬러 레지스터

60%

3사

8사

배광막 재료

96%

3사

3사

액정 재료

93%

2사

3사

편광판

77%

2사

8사

100%

2(독점)

2사

위상차 보상 TAC

97%

3사

5사

반사 방지 필름

77%

3사

9사

드라이버 IC

43%

0사

9사

BLU

34%

0사

18사

확산판

63%

1사

9사

프리즘 시트

36%

0사

13사

부재명

프레인TAC

자료 : 富士キメラ(2010); Nakagawa et al.(2011 : 15).

술적 요인의 장벽이 더 크다. TFT-LCD용 유리기판의 두께는 0.7mm의
초박판이기 때문에 생산하기가 쉽지 않고, 혹시 생산하더라도 높은 수율
을 내기가 쉽지 않다. 필자가 인터뷰했던 A 그룹 한국 디스플레이의 경
우 초기에는 NEG로부터 유리기판을 공급받아 사용했으나, 지금은 삼성,
LG화학 글라스 공장, PEG(NEG와 LG 디스플레이의 합자기업)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40) 이처럼 한국의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제조 능력은 소
재의 영역에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도 차이훙(彩虹)
등 일부 기업이 유리기판 영역에 참여하고 있으나, 수율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디스플레이의 제조 능력이 TV의 품질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TV
산업의 발전에서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이 TV 완성품 제조 기업을 리드하
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핵심 부품 공급 기업,

40) <표 5-6> ⑤ 2016년 7월 16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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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완성품 제조 기업,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 사이에서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다방향의 다양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후지필름은 편광 보호 필름 시장의 약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기
업인데, LG TV 완성품 제조 기업, LG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과 긴밀한
협력하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후지필름 매출의 60%는 해외에서 발
생하는데, 그 가운데 LG화학이 최대의 고객이다. 후지필름은 LG화학 등
편광판 제조 기업과 한 짝이 되어 LG 디스플레이의 요구에 맞게 보호 필
름, 위상 차이 필름을 사용한 편광판을 제조하여 LG 디스플레이에 공급하
고 있다(Nakagawa et al., 2011: 30).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LG전자의
DD(Digital Display) 사업부의 요구를 받아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요구가 LG 디스플레이에 전달되고, 그 요구가 다시 후
지필름에 전달되어 새로운 제품의 편광 보호 필름이 생산되는 구조이다.
일본계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업이 이처럼 한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
과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
는 것은 한국계 TV 완성품 제조업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계 TV 완성품 제
조 기업과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은 ‘이등 기업’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등 기업의 이점’을 갖는다. 그 이점은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빨리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품 및 소재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일등의
이점’ 현상은 장치 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본의 LCD
패널 제조 장치 메이커인 CanonTokki는 삼성전자와 함께 제7세대 장치
를 개발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7세대 생산 장비
를 설치할 수 있었다. CanonTokki의 경우 글로벌 LCD 시장에서 점유율
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일본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보다도 더 중요한
고객이었다(新宅純二郞․許經明․蘇世庭, 2009: 13). 삼성은 앞으로 대폭
확대될 OLED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 OLED 생산의 장비를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CanonTokki에 이미 대량의 장비를 주문해 놓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 2016d). 이 같은 ‘일등 기업의 이점’
을 누리고 있는 한국계 TV 완성품 제조 및 디스플레이 제조사업의 우위
체계는 중국계, 대만계 기업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쉽게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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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일등 기업’ 추월 노력은 간과되
어서는 안 된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 스마트 TV 칩 시장의
90% 이상은 대만계 기업인 Mstar(晨星)와 MTK(聯發科)가 과점하고 있
었으나 점차 중국 대륙계 기업이 그 과점 상황에 균열을 내고 있다. 중국
의 하이실리콘(HiSilicon, 海思)이 개발한 TV 칩, 스카이워스가 개발한 구
동 칩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큰 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
카이워스는 하이실리콘이 개발한 칩으로 2014년 스마트 TV를 출시했고,
TCL은 터치 칩을 개발하고 있는 쿤타이(昆泰)와 TV 모듈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하고 있는 Amlogic(晶晨半導體)에 투자한 바 있다. TV에 들어
가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로 중국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영업 이윤율은 한국계
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가령, 하이센스의 영업 이윤율은 7%, 스카
이워스는 5～6%에 달하는 데 반해 한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영업
이윤율은 고가의 TV 제품을 제외한다면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中國電子報, 2016년 4월 27일).
앞으로 TV 시장의 주류가 LCD TV로부터 OLED TV 혹은 양자점
TV로 전환될 경우 한국의 TV 완성품 제조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이
누리고 있는 ‘일등의 이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
다. 중국전자영시산업협회(中國電子視像行業協會) 부비서장은 <2016년
1-9월 중국 컬러 TV 운영 상황>을 발표하면서 중국 TV 완성품 제조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신기술의 발전으로 대형화, 초경박화, OLED 등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이 점차 성숙되고 있다고 밝혔다(中國電子視像行
業協會, 2016c). 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IFA에서 중국 대륙
의 스카이워스, 창훙은 OLED TV를 선보였고, 스카이워스는 2016년에 20
만 대의 OLED TV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中國電子視像行
業協會, 2016e).
OLED TV 시장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기업 가운데 대만계 기
업 혼하이(Hon Hai, 鴻海)를 간과할 수 없다. 혼하이는 중국 대륙에 세계
최대의 OEM 공장인 폭스콘(Foxconn)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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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형 LCD TV 패널을 생산하는 샤프의 G10 TFT LCD 공장의 절반
을 인수했다. 샤프는 LTPS(low temperature polysilicon) 스마트폰 디스
플레이, low-power oxide LCD 패널, 초대형 TV 패널 디스플레이 제조
의 기술이 강하고, 터치 패널 기술도 보유하고 있으며, 중요한 디스플레
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혼하이는 샤프 인수를 통해 앞으로 스마
트폰, TV,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과 기술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
다. 혼하이는 Innolux의 TFT LCD 공장도 소유하고 있다. 혼하이는 대만
가오슝(高雄)과 중국 정저우(鄭州), 구이저우(貴州)에 G6 LTPS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혼하이는 OLED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IHS, 2016e).
[그림 5-3]과 <표 5-2>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계 기업의 2010년 디스
플레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8%로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수준이다.
향후 혼하이의 샤프 인수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어떠한 변동이 나타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계 기업의 디스플레이 글로벌 시장 점유
율은 2018년 21%로 현저하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한국계
기업의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2010년 46%에서 2018년 37%
로 저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4]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계 TV 완
성품 제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과거 TV산
업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쟁패를 겨루었지만, 점차 한국, 중국, 대만이
쟁패를 겨루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계 기업의 추격이 무서운 것은
디스플레이산업이 다만 TV산업에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등 모바
일 기기 및 자동차에도 광범위하게 응용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모바일 및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이미 글로벌 넘버원이 된 지 오래다. 중국계 기업
들은 국내 시장의 점유율 제고를 통한 자본 축적, 그 축적된 자본을 기초
로 한 R&D 투자의 확대, 이를 기초로 한 값싼 제품 출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도 제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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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례분석

1. 조사 기업 개요
필자가 조사했던 한국의 한 TV 완성품 제조 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A 그룹의 산하에 있는 TV 완성품 제조법인과 디스플레이 제조법인 및
해외 생산법인과 부품 공급 기업이다. <표 5-6>에서 알 수 있듯이, 필자
<표 5-6> TV 및 디스플레이 산업 현지 조사 기업
기업

인터뷰 대상

① A 그룹 한국 TV HR 담당자
총경리 등 경영진, HR 담당자
총경리 등 경영진, HR 담당자
② A 그룹 난징 TV 총경리 등 경영진, HR 담당자
부총경리 등 경영진, HR 담당자
TV
지원그룹장, 생산담당 부총경리
완성품
제조 ③ A 그룹 베트남 법인장, 총무 및 인사 담당 부장,
부문
하이퐁 TV
HR팀 리더

일시
2016년 7월 6일
2016년 8월 10일
2012년 10월 16일
2011년 8월 11일
2010년 7월 8일
2005년 4월 22일
2016년 10월 17, 18일

④ 난징 TV, 하이퐁
난징: CFO, 총경리
TV 부품 공급
하이퐁: 법인장
기업

난징: 2015년 7월 10일;
2016년 8월 11일
하이퐁 : 2016년 10월
18일

⑤ A 그룹 한국
디스플레이

HR 담당자
대리, 계장

2016년 7월 6일
2008년 10월 21일

⑥ A 그룹 난징
디스플레이

총경리 등 경영진, HR 담당자
부장, 생산기술 팀장

2016년 8월 10일
2012년 10월 17일

⑦ A 그룹 광저우
부사장 등 경영진, HR 담당자
디스
디스플레이
플레이
제조 ⑧ A 그룹 옌타이 총경리, HR팀 부장, 노무 주관
디스플레이
부문
⑨ A 그룹 베트남
HR 담당 부장
하이퐁 디스플레이
⑩ A 그룹 난징
디스플레이 부품 지원팀장
공급기업
자료 : 필자 작성.

2015년 11월 30일
2016년 7월 15일
2016년 10월 18일
2011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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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 그룹의 산하에 있는 한국의 TV 완성품 제조법인, 난징(南京)과 베
트남 하이퐁의 TV 완성품 제조법인, 난징의 주요한 부품 공급 기업을 조
사했다. 필자는 또한 A 그룹 산하에 있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제조법인,
난징, 광저우(廣州), 옌타이(烟臺)의 디스플레이 제조법인, 베트남 하이퐁
의 디스플레이 제조법인, 부품 공급 기업을 조사했다. 조사 기간은 2005
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필자가 조사했던 A 그룹의 TV 완성품 제조 및 디스플레이 기업을
GPN의 관점에서 분류해 보면 크게 3층의 위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소위
GPN의 ‘선도 기업’이다. <표 5-6>의 ①과 ⑤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선
도 기업’은 TV 완성품 제조와 디스플레이 제조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장
악하고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제조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을
공간적으로 배치하고 조절한다. 둘째, TV 완성품 제조 기업과 디스플레
이 제조 기업의 해외 생산법인이다. <표 5-6>의 ②, ③, ⑥, ⑦, ⑧, ⑨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부품 공급 기업이다. <표 5-6>의 ④와 ⑩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TV 완성품 제조 선도 기업, TV 완성품 제조 해외법인,
TV 완성품 제조 해외법인의 부품 공급 기업을 검토한 후 그다음 디스플
레이 제조 선도 기업, 디스플레이 제조 해외법인, 디스플레이 제조 해외
법인의 부품 공급 기업의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자.
가. TV 완성품 제조 부문
1) TV 완성품 제조 선도 기업 : 한국 본사 ①
1958년에 흑백 TV 공장을 준공한 이후 1977년에는 컬러 TV를 생산했
고, 1999년에는 PDP, LCD TV를 생산했으며, 2013년에는 OLED TV를
생산했다. 2014년 PDP 생산을 중단했다. 2016년 7월 6일 방문 현재, 생산
제품은 컨슈머 제품(일반 LED TV 32～35인치, 스마트 TV(3D) 43～65
인치, 4K UHD TV 43～65인치, 초대형 UHD TV 84, 98, 105인치, OLED
TV UHD 55, 77, Curved TV 55, 65인치, Signature), B2B 제품(커머셜
TV, 학교, 병원, 관공서, 호텔 등), 모니터/Signage(소형 모니터, 전문가용
모니터, Digital Signage/Vedio Wall, 기타 프로젝트), 기타(미니 빔,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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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플레이어) 등이다. 전 세계에 15개의 TV 생산법인을 두고 있고, 글로
벌 생산라인의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 생산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새로운 표준을 적용했으나 지금은 한국에서 먼저 표준을 확정․
적용한 뒤 해외로 확산하고 있다. ①의 TV 사업 부문의 규모는 점차 작
아지고 있는 반면, 솔라 사업 부문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2) TV 완성품 제조 난징 생산법인 : ②
1997년에 중국의 국유기업과 70:30 비율의 합자기업의 형태로 설립되
었고 1998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2005년 4월 22일 방문 당시 중국 진출
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의 인건비는 한국이나 영국의 1/10 수
준이다. LCD 패널이 전체 원가의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TV 완성품 제
조 기업은 15%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이윤
율이 0.5～1% 내외에 불과한 한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박한 마진에
도 불구하고 생산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워낙 물량이 많아
아직까지는 이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2005년 4월 22일 방문 당시 A 그룹 내 ②의 위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즉 내수 완제품의 경우는 프리미엄 제품 출하기지, 수출 제품의 경우는
글로벌 생산기지, 부품 사업의 경우는 적극적인 육성 기지로 설정하고 있
었다. CRT와 LCD 모니터, LCD TV를 생산하고 있었고, SKD(semiknockdown) 방식으로도 LCD TV가 생산되었다. ②가 생산하고 있는
CRT TV의 경우 한국의 모기업인 ①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었다. ②
가 생산하는 모니터는 한국의 모기업, IBM, 소니, Dell 등 글로벌 수요자
에게 공급되고 있었고, TV 제품은 주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2010년 7월 8일 방문 당시 CRT, LCD, LED 모니터와 LCD, LED TV
를 생산하고 있었다. CRT TV는 2007년에 생산이 중단되었고, 그 해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던 PDP TV는 방문 당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다. 모니
터 생산의 경우 A 그룹 전사 차원에서 ②가 글로벌 생산의 중심이 되었
다. 2010년 A 그룹의 모니터 글로벌 매출액은 3.3조 원인데, ②가 개발한
제품의 매출액이 2조여 원이었다. 다만 모니터 가운데 A급은 한국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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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소가 개발하고 ②는 B-D급 모니터를 개발하고 있었다.
2011년 8월 11일 방문 당시 2010년부터 스마트 TV를 생산하기 시작했
다고 밝혔고, 스마트 TV 시장에서 중국 기업 가운데 주목해야 할 기업은
하이센스와 하이얼이라고 밝혔다. 중국 TV 시장에서 외자기업의 시장 점
유율은 30% 정도이지만 스마트 TV 시장의 경우 40%로 약간 높았는데,
스마트 TV 시장에서 외자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삼성, LG, 샤프, 필립스
순으로 높았다.
2012년 10월 16일 방문 당시 외자기업의 중국 TV 시장 점유율은 저하
되고 있었고, 모니터는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②의 모니터 생
산성이 좋기 때문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공장의 모니터 생산라인의
일부가 난징으로 재배치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TV 시장에서는 스마
트 TV가 대세이고, ②가 생산하는 스마트 TV는 3D 필름을 부착하기 때
문에 가격이 50～100달러에 달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3D 안경을 별도로
쓸 필요가 없어 시장의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노트북 조립 라인이
증설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TV 수요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
혔다.
2016년 8월 10일 방문했을 때 A 그룹 내 ②의 위상은 2005년 4월 22일
방문 당시의 위상과 크게 달라져 있었다. 즉, ②의 위상은 프리미엄 TV
출하 및 글로벌 생산기지로부터 글로벌 모니터/PC 공급기지로 전환되었
다. ②의 TV 생산라인은 폐쇄되어 있었다. ②의 TV 생산라인은 2014년
9월에 광저우(廣州)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매각되었고, ②는 그
기업에 OEM 방식으로 TV를 위탁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빠져나간 TV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 6월에 도입되었던 노트북 PC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생산량을 더욱 늘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3) TV 완성품 제조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 ③
2013년 부지 선정 및 계약을 마쳤고, 생산법인이 설립되었다. 2014년 7
월부터 IVI(in-vehicle information)를 시험 생산하기 시작했고, 동년 TV,
청소기, 에어컨, 세탁기, 핸드폰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준공식
을 마쳤고, 동년 5월부터 IVI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한국 본사의 경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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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세탁기․청소기․에어컨 제조, IVI 제조, 핸드폰 제조는 각각 별도
의 사업부로 편성되어 있으나 ③의 경우 이 4개의 사업부가 하나의 사업
부로 통합되어 있었다.
TV 제품은 LED TV, OLED TV가 제조되고 있었는데, 내수와 수출의
비중은 각각 57%, 43%였다. TV 생산라인의 경우 인도네시아 생산법인
과 병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③의 생산라인은 한국 본사인 ①의 생산라인보다 더 선진적인 라인이
라고 평가받고 있다. ①의 생산라인은 ③의 생산라인 모델로 바뀌고 있다
고 밝혔다.
4) TV 완성품 제조 난징 및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의 부품 공급 기업: ④
④의 한국 본사는 1989년에 설립되었는데 한국 A 그룹의 협력사로 출
발한 사출 전문 기업이다. ④의 난징 생산법인은 2000년 설립되었고, 하
이퐁 생산법인은 2014년에 설립되었다. ④는 한국 A 그룹의 TV 제조 해
외법인이 설립되면 그 해외법인과 동반 진출을 하고 있다. ④는 ④의 한
국 본사의 첫 번째 해외 생산법인이다.
④는 ②와 동반 진출하여 ②에 TV, 모니터용 사출 부품을 납품하다가
②가 2014년 TV 생산라인을 광저우에 있는 한국 기업에 매각하는 바람
에 TV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A 그룹의 난징 세탁기 생산법인에 세탁기
판넬용 사출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16일 방문 당시에는 A
그룹의 난징 세탁기 생산법인이 물량의 상당수를 베트남 생산법인으로
넘겼기 때문에 ②에 모니터용 사출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④의 하이퐁 생산법인은 ③과 동반 진출했다. ③의 경우, TV 제조, 세
탁기․청소기․에어컨 제조, IVI 제조, 핸드폰 제조를 통합하고 있기 때
문에 ④도 각 부문의 제조에 필요한 사출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③이
제조하고 있는 IVI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 기업으로 납품되는데,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요구 수준이 높아 ④는 ③에 공급되는 부품의 사출과 도장
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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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스플레이 제조 부문
1) 디스플레이 제조 선도 기업 : 한국 본사 ⑤
⑤의 전신은 A 그룹 산하의 전자 기업이다. 이 전자 기업이 1987년 처
음으로 TFT-LCD를 개발했다. ⑤는 그 전자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1999년 유럽계 외자기업과 함께 합자법인을 설립하여 LCD를 생산하다가
외자기업과 결별한 뒤 독립법인으로 되었다. ⑤는 2004년 세계 최초로 4
세대 생산라인을 설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최첨단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지금은 10G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2011
년에는 세계 최초로 55인치 TV용 OLED를 개발했고,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55인치 TV용 OLED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패널별 매출액의 비중
은 TV용은 36%, 모바일용은 23%, 태블릿 PC용은 19%, 모니터용 패널은
14%, 노트북 PC용은 8%이다. ⑤가 생산하는 패널은 국내에서는 오직 ①
에게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모두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의 비중은 5～10%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중국, 폴란드 3개국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고 6개
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생산라인은 한국에 2개, 중국에 3개, 폴란
드에 1개가 있다. 2016년 5월 베트남 하이퐁에 생산법인을 설립했고,
2017년에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2) 디스플레이 제조 난징 생산법인 : ⑥
⑥은 2002년부터 조업을 시작했는데, 한국의 본사 ⑤의 후 공정 생산라
인이다. 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는 노트북과 태블릿 수요가 많기 때문
에 주로 이들 수요에 대응하고, TV용 패널은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서 제
조한다. 2012년 10월 17일 방문 당시는 디스플레이의 공급이 과잉되었기
때문에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료비의 비중은 70～80%
이고, 인건비 비중은 반도체산업의 5% 정도보다 더 높은 9～10% 정도라고
밝혔다. 장비가 수율을 결정하는데, 장비의 국산화는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일본의 히타치 등의 장비가 우수하다고 밝혔다. 대만계 AUO, Foxconn,
CMO(각주 36 참고)와 중국계 BOE가 경쟁 기업이고, 일본계 기업은 경
쟁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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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은 1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4년부터 태블릿용 디스플레이를 생산하
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한국의 본사 ⑤가 담당하고 있던 태블릿용 디스
플레이 제조의 전(前)공정의 일부, 즉 태블릿용 셀 후(後)공정이 ⑥으로
이전되었다. 2016년 8월 10일 방문 당시 ⑥이 제조한 태블릿용 디스플레
이는 100% 애플에 공급되고 있었고,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는 50여 개 전
장기업에 공급되고 있었으며, 노트북용 디스플레이는 HP, Dell, Lenovo
등 다양한 글로벌 PC 제조 기업에 공급되고 있었다. 경쟁 기업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 중국계인 BOE, CSOT라고 밝혔다.
3) 디스플레이 제조 광저우 생산법인 : ⑦
⑦의 광저우 공장은 2개가 있다. 2006년에 설립되었던 후공정 라인과
2012년에 설립되었던 8.5G 패널을 제조하는 전공정 라인이다. 한국 본사
의 패널 전공정 생산라인이 해외로 나온 것은 ⑦이 처음이다. ⑦은 합자
기업인데, 투자 비율은 한국 본사가 70%, 개발구 산하의 중국 국유기업이
20%, 전략 고객인 스카이워스가 10%이다. 2015년 11월 30일 방문 당시
⑦의 8.5G 생산라인은 월 9만 장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2016년 제
2공장의 건설이 완료되면 생산능력은 월 12만 장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FHD, UHD 패널을 제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UHD 패널을 제조하고 있
는 기업은 ⑦을 제외하고 없다고 밝혔다. ⑦은 한국에서 개발된 FHD,
UHD 패널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은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수와 수출의 비중은 80 : 20이다. 주요 고객은 A 그룹의 TV 제조
기업과 스카이워스, 창훙, 콘카 등이다. BOE, CSOT 등 중국계 디스플레
이 제조 기업도 UHD 패널의 경우 기술적 격차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
러나 UHD 패널의 경우 수율이 대단히 중요한데 중국계 기업은 수율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은 저가품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⑦은 고가품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이 8G 생산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이
되면 생산능력은 중국이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는 공
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고, 중국 로컬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
문에 ⑦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결과 물량은 유지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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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결국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4) 디스플레이 제조 옌타이 생산법인 : ⑧
생산법인은 2010년에 설립되었는데,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단일 제품을
제조한다. ⑧은 한국 본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유리기판을 자르는 셀
공정과 PCB를 부착하는 모듈 작업을 하는데, 모듈 작업은 위탁가공 되기
도 한다. 위탁가공은 3개의 기업(한국계 및 중국계)이 담당한다. ⑧의 납
품처는 A 그룹의 모바일 사업부, 애플, 화웨이, 샤오미, 소니 등 다양하다.
2016년 납품 목표는 애플 73%, A 그룹 모바일 사업부 11%, 화웨이 18%,
소니, 샤오미 등 기타는 9%이다. 애플향 디스플레이는 정저우(鄭州)에 있
는 폭스콘으로 공급된다. 디스플레이의 품질에 대한 요구는 애플이 가장
높은데, 최근에는 화웨이(華爲)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⑧은
저가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오포/비보에는 디스플레이를 공급하지 않
는다고 밝혔다.
5) 디스플레이 제조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 ⑨
2016년 5월에 설립된 생산법인이다. 2016년 10월 18일 방문 당시 ⑨는
아직 공장을 건설 중이었고, 조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2017년 7
월을 양산 시점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향후 생산될 주력 제품은 TV용
OLED이다. LCD 제조 기술의 경우 BOE가 거의 다 추격했다고 밝혔다.
6) 디스플레이 제조 난징 생산법인의 부품 공급 기업 : ⑩
⑩은 [그림 5-5]의 BLU(back light unit)의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기업
으로서 2003년에 설립되었다. BLU 사업은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부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⑤가 해외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면 이 사업
도 동반 진출하게 된다. ⑩의 본사는 3개국에 해외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데, 브라질에 1개, 폴란드에 1개, 중국에는 ⑩을 포함하여 4개를 두고 있
다. ⑩은 ⑥에 대부분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1년 8월 12일 방문 당
시 ⑩은 향후 TV산업이 OLED로 발전하게 되면, BLU 사업은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터치 패널, 조명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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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기업의 고용 변동
가. TV 완성품 제조 부문
1) TV 완성품 제조 선도 기업 : ①
①의 종업원 수는 3만 6,000명이었다. 그중 7,800명이 생산직 노동자이
고 나머지는 모두 사무직, R&D 인력이다. ①은 구미와 평택에 각각 TV
관련 생산라인을 두고 있는데, 필자가 방문했던 구미공장의 종업원 수는
1,600명이고, 그중 생산직 노동자는 1,100명이다. ①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900명인데, 그중 400여 명은 청소, 경비 등 간접 부문에 배치되어 있
다. TV 생산라인에는 비정규직이 없으나, 솔라(solar) 생산 라인에는 비
정규직 노동자가 많다. 솔라 사업 부문에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부품 조
립을 사내도급 형태로 아웃소싱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라 부문의 경우 정
규직은 450명, 비정규직(사내도급)은 500명이다.
한편 구미와 평택 생산라인 사이에는 인원이 조정․재배치되기도 한
다. 2009년의 경우 구미로부터 약 2,500명 정도가 평택으로 재배치되었고,
2016년 7월 6일 방문 당시에는 평택의 인원을 구미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다. A 그룹 산하의 핸드폰 사업 부문의 경영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 사업 부문의 일부 인원들을 구미의 생산법인으로 재
배치하는 문제였다.
①의 HR 담당자는 A 그룹 TV 사업 전사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HR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봉 테이블을 없애
고, 성과에 따라서 임금의 인상률을 정하며,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리는 제도이다.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문제, 노동조합의 동의를 획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같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
혔다. 첫째, 고직급화의 문제이다. 고직급화에 따라 직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직급․직책 체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둘째, 직급 정체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3년마다 진급해 왔는데, 진급률
은 50% 미만이다. 셋째, 평가의 문제이다. 그간 평가의 활용도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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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도 제대로 피드백 되지 않았다. 넷째, 보상의 문제이다. 그간에는
보상이 성과와 연동되지 않았다. 다섯째, 인재 육성의 문제이다. 그간에는
승진 후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
다. ①이 도입하려고 하는 새로운 HR 제도는 향후 ①의 해외 생산법인으
로까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진전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2) TV 완성품 제조 난징 생산법인 : ②
아래의 <표 5-7>은 ②의 고용 변동을 보여준다. 2005년 4월 22일 방문
당시 총 고용자 수는 1,350명이던 것이 2016년에는 542명(목표치)으로 감
소했다. 2006년 4월 22일 방문 당시 ‘*’는 생산직 1,000명 가운데 550명 정
도이고 소위 ‘노무공’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450명이라고
밝혔는데, 그중에는 실습생도 포함되어 있다. 2010년 8월 11일 방문 당시
‘**’는 생산직 750명 가운데 400명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350명인데
그중에는 실습생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중국의 노동계약법이 발효되
었기 때문에 그해부터 노동계약기간은 기존의 2, 2년에서 4, 4년으로 바
뀌었다고 밝혔다. 다만 노무공은 파견회사와 2, 2년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2011년 8월 11일 방문 당시 생산직 노동자는 보통공 → 기능공 →
기사 → 고급기사로 구분되는데, 보통공(普通工)이 기능공으로 되는 데는
2년, 기능공이 기사로 되는 데는 2～3년, 기사가 고급 기사로 되는 데는
다시 2～3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당시 보통공은 100명, 기능공은 145명,
기사는 102명 있었다. 한편 2010년에 R&D 인력의 25%가 이직했기 때문
에 HR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CRT TV와 PDP TV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2010년 총 고용자 수가 크게 감소되지 않았던 것은 LCD,
<표 5-7> TV 완성품 제조 해외법인：②의 고용 변동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350

1,266

-

964

953

721

549

542

-

-

-

945

939

710

540

571

그중 정규직(명)

*

**

-

655

674

545

473

81

그중 R&D(명)

-

-

-

124

114

93

80

54

총고용자 수(명)
그중 현지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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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모니터와 LCD, LED TV 생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1～12년 사이에 총 고용자의 수가 비교적 크게 감소되었는데, 그 원
인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생산라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셀 생산라인이
모두 플로어 생산라인으로 변경된 이유를 수요의 감소로 들었던 것을 미
루어 보아 수요의 감소로 인한 고용 규모의 축소라고 짐작할 수 있다.
2012년 10월 16일 방문 당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의 모니터 생산라
인의 일부가 난징으로 재배치되었고, 노트북 조립 생산라인이 증설되었
다고 밝혔는데, TV 생산라인의 고용자 수는 감소되었더라도 모니터와 노
트북 생산라인의 고용자 수는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총 고용자 수가 2012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그해 TV 생산
라인이 광저우에 있는 한국의 기업에 매각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10일 방문 당시 ②의 HR 담당자는 TV 생산라인의 133명을 먼저 감원했
고, 그 후 더 감원하여 총 290명이 감원되었다고 밝혔다. 감원 당시 각 개
인을 평가하여 D급부터 감원했고, 감원에 따른 노사관계 문제는 중국 측
파트너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 고
용자 수가 감소되고 있다.
3) TV 완성품 제조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 ③
2016년 10월 17, 18일 방문 시 ③에는 총 1,205명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그중 사무직 노동자 수는 442명, 생산직 노동자 수는 763명이었다. 2016
년에 채용한 사무직 노동자 수는 285명이고, 2년 미만의 경력자가 85%를
점한다고 밝혔다.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439명이
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개의 파견회사가 파견한다. 엔지니어는 95명인데,
이들의 상당수는 IVI(in-vehicle information) 물량의 확대에 대처한다. 시
용 기간은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는 2개월, 생산직 노동자는 1개월이고,
노동계약기간은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 모두 1년+2년이다. 신생 법인이
기 때문에 한국의 본사는 많은 직원들을 파견하여 한국 본사가 개발한 사
무직과 생산직의 업무 수행 방법과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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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V 완성품 제조 해외 생산법인의 부품 공급 기업 : ④
④의 난징 생산법인은 TV 완성품 제조 난징 생산법인 ②와 동반으로
난징에 진출했으나, ②가 2014년 TV 생산라인을 매각하는 바람에 큰 타
격을 입고, 사출 기계 10여 대를 매각해야 했다. TV 사업 대신 A 그룹의
난징 세탁기 생산법인에 사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5년 7월 10일 방
문 당시 총 고용자 수는 400명(성수기일 때에는 440명, 비수기일 때에는
380명)이었다. 생산직 노동자는 340명인데, 그중 정규직은 200명, 비정규
직 노동자는 140명이었다.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계약기간은 1,
5년이다. 2016년 8월 11일 방문 당시 A 그룹의 난징 세탁기 생산법인의
생산라인이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총 고용자 수
는 170명으로 감소되었다. 170명 가운데 기능직 노동자는 71명이었고, 비
정규직 노동자는 18명이었다. 파견직 노동자의 비율은 총 고용자 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국의 법규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
동자 사용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 다만 ‘시간공(時間工)’은 이 법규의 제
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④는 36명의 시간공을 사용하고 있다.
④의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의 총 고용자 수는 820명인데, 그중 사무직
노동자는 120명이고, 생산직 노동자는 700명이다. 생산직 노동자는 전원
정규직이다. 노동계약기간은 수습 2개월을 거쳐, 두 번째 계약은 6개월, 1
년, 2년 가운데 선택한다. 노동계약을 연속 세 번 체결하면 무기한계약이
되나 신생 법인이기 때문에 아직 그 같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
나. 디스플레이 제조 부문
1) 디스플레이 제조 선도 기업 : 한국 본사 ⑤
2016년 7월 6일 방문 당시 총 고용자 수는 3만 1,500명이었다. 그중 사
무직 노동자는 1만 500명, 생산직 노동자는 2만 1,000명이었다. ⑤는 파주
와 구미에 각각 생산라인을 두고 있는데, 구미의 고용자 수는 1만 3,000
명, 파주의 고용자 수는 1만 9,000명이다. 2008년 10월 21일 방문 당시 구
미의 생산직 노동자는 754명, 사무직 노동자는 1,300명이었다. 매출액 증
가에 따라 총 고용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2016년 7월 6일 방문 당시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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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리서치 인력만 4,000명이 있고, 서울 본사에도 약 1,000명이 있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현재 ⑤에 고용된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사무직 노동
자는 34.7세, 생산직 노동자는 28.7세이다. 2008년 10월 21일 방문 당시 구
미의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36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평균 연령이 더 낮아
졌다. 한편 ⑤에 고용된 노동자의 학력은 엔지니어는 대부분이 대졸이고,
테크니션은 전문대졸이 99%이고, 오퍼레이터는 고졸이다.
한편 ⑤의 경우도 ①과 마찬가지로 사내 공장 간, A 그룹 내부에서 인
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10월 21일 방문 당시 PDP 공장
에서 LCD 공장으로, A 그룹 또 다른 계열로 1년에 서너 차례 150명을 재
배치하기도 했다.
2) 디스플레이 제조 난징 생산법인 : ⑥
2012년 10월 17일 방문 당시 총 고용자 수는 1만 9,400명이었고, 그중
생산직 노동자는 1만 2,200명, 사무직 노동자는 720명이었다. 생산직 노동
자 가운데 실습생은 1,600명 정도였다. 파견직 노동자는 없었다. 노동계약
기간은 사무직 노동자는 4, 4년, 생산직 노동자는 2, 4년이었다. 물량이 감
소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인재급은 한국으로 1～3개월 파견하여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후공정 작업에서는 4～8명이 한 공정을 담당하고 1주일 정도면 숙련된다
고 한다. 따라서 오퍼레이터의 경우 표준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밝혔다. 후공정 작업에서는 테크니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를 보전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테크니션이 그 역
할을 담당한다. 장비 기술은 요소 기술에 해당하는데, 모터 제조 및 보수,
<표 5-8> 디스플레이 제조 난징 생산법인：⑥의 고용 변동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7월
총 고용자 수(명)

13,154

8,999

7,782

8,618

8,441

그중 단기 실습생

942

18

301

198

484

그중 장기 실습생

-

-

-

2,242

1,194

그중 파견직

-

-

-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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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된다. 한국 본사의 경우 요소 기술에 대
한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축적된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테크니션을 양성한다. 테크니션의 학력은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다. ⑥의 장비 보전 인력은 약 350명 정도이다. 테크니션에 대한 교육은
테크니션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기할 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
는 파업이 2011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파업은 1.5～2일 지속되었다. 노
동자들 사이에 SNS를 통해 회사가 상여금을 100%만 준다는 소문이 전
파된 것이 화근이었다. 파업 발생의 원인에 대해 ⑥의 HR 담당자는 임금
체계를 구성할 때 상여금에 해당하는 성과분을 12개월 동안 나누어서 지
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임금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다.
2016년 8월 10일 방문 당시 HR 담당자는 상반기 총 고용자 수는 1만
명이었다가 8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5년 말에는 4천 명을 채용
하기도 했고, 인원 변동이 아주 심하다고 밝혔다. <표 5-8>에서 알 수 있
듯이 2016년 7월 말 현재 총 고용자 수는 8,441명인데, 그 가운데 사무직
노동자는 602명, 생산직 노동자는 5,116명, 단기 실습생은 484명, 장기 실
습생은 1194명, 파견직 노동자는 1,010명이다.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기정
은 97명, 기장은 305명, 기사는 1,952명, 기능공은 2,090명, 사원은 674명
이 있다. 장기 실습생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인데, 1년 동안 일하고 학점
을 인정받는다. 장기 실습생 가운데 일부는 졸업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도 한다. 단기 실습생은 3～6개월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이들은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는 아니다. 장, 단기 실습생이 이렇게 많은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물량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중국의 법규는 파견직 노동자의 수를 총 고용자 수의 10% 이상을 고용하
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있다. 장, 단기 실습생을 고용하는 것은 그 법적 규
제를 받지 않는다.
HR 담당자는 ‘고직급’ 이슈를 제기했다.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
동적으로 승진하면서 직원들이 점차 높은 직책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
에 상응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문제이다. 난징 생산법인에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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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승진제도는 사원 2년, 부주관 2년, 주관 2년, 대리 2년, 과장 5년,
차장 5년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진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진급
률이 80～90%에 달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팀을 조직하
여 직위와 직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관리 제도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부
장이라는 직위를 획득하려면 팀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진급률은 60%에서 40% 정도로 떨어졌고, 최
근 2년 동안 부장 진급자는 없었다. 이 제도는 기능공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사원이 기정이 되려면 7～8년
이 소요되었지만,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고 난 뒤에는 약 15년이 소요된다
고 밝혔다. ⑥의 평가와 진급제도, 평가와 연동된 보상제도는 중국의 다
른 디스플레이 제조 법인과 통일되어 있다.
3) 디스플레이 제조 광저우 생산법인 : ⑦
⑦은 8.5G(세대) 생산라인의 전공정과 후공정이 각각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다. 본문에서 ⑦-1은 전공정 생산라인을, ⑦-2는 후공정 생산
라인을 뜻한다.
⑦-1의 총 고용자 수는 1,842명인데, 그중 사무기술직 노동자는 360명,
생산직 노동자는 1,250명이다.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테크니션은 620명,
오퍼레이터는 460명이다. ⑦-1은 ⑦-2보다 늦게 설립되었는데, ⑦-1을
설립할 때 ⑦-2로부터 250명이 재배치되었다. 주로 고급 공정사와 반장
급 테크니션이 많이 왔다. ⑦-1은 고숙련자를 요구하고 있다. 엔지니어가
숙련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2년 소요된다. 테크니션은 최소 6개월 소
요된다. 오퍼레이터의 경우 2주면 숙련된다. 전공정 작업은 장비가 많기
때문에 테크니션과 엔지니어의 역할이 중요하고, 오퍼레이터의 경우 표
준화된 작업을 수행한다.
⑦-2의 총 고용자 수는 1,730명인데, 사무직 노동자는 357명, 생산직 노
동자는 1,362명이다.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테크니션은 109명, 그 나머지는
오퍼레이터이다. 파견직 노동자는 없고, 185명의 실습생을 고용하고 있다.
노동계약기간은 사무직 노동자는 4, 4년, 생산직 노동자는 3, 3년이다.
시용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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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플레이 제조 옌타이 생산법인 : ⑧
총 고용자 수는 1만 명 내외이다. 사무직은 470명이고, 나머지는 생산
직 노동자이다.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실습생이 30～40%를 점한다. 이 실
습생으로 물량 변동에 대처한다. 이 실습생은 2～6개월 노동계약을 체결
한다. 애플의 오디트에서는 실습생 규모를 20% 이내로 운영할 것을 요구
하기도 했다. 실습생 리스크가 커지면서 파견직 노동자를 늘렸는데, 중국
법규의 규제로 총 고용자 수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장비
산업이기 때문에 테크니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테크니션은 한국
기준으로 4년 이상의 숙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퍼레이터는 2주면 숙
련된다.
5) 디스플레이 제조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 ⑨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규모가 크지 않다. 현재 총 80명을
고용하고 있고, 연말에는 300명 정도를 고용할 예정이다. 2017년 조업이
개시되면 총 고용자 수는 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직 노동자
는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하이퐁 고등학고, 전문대, 직업학교에서 채용
할 예정이다. 난징이나 광저우 생산법인의 경우 ‘고직급’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퐁은 처음부터 직위와 직책을 통합하는 제도를 채택할
예정이다.
6) 디스플레이 제조 난징 생산법인의 부품 공급 기업 : ⑩
총 고용자 수는 3,350명인데, 그중 사무직 노동자는 240명이다. 정규직
노동자는 1,600명이고, 노무공은 1,000명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실
습생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3～6개월 고용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계
약기간은 3, 3년이다. 디스플레이 제조 난징 생산법인 ⑥의 물량 변동에
따라서 고용의 변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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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종합과 토론

본문에서는 TV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와 경쟁 구도를 아키텍처의 관점
에서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V산업의 핵심적인 부문은
디스플레이 제조 부문이다. 디스플레이 제조 부문의 경쟁력이 곧바로 TV
완성품 제조 부문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디스플레이 제조 부문은 한국,
중국, 대만계 기업의 경쟁 구도가 확연하다. 한국계 기업의 우위가 지속
되는 가운데 중국계의 BOE와 CSOT의 과감한 투자가 주목되고, 샤프를
인수한 혼하이의 규모 증대와 기술 확보가 괄목할 만하다.
특히 BOE의 급부상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
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중국계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계 기업의 디스플레이 제조 능력이 급속히 제고됨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공급 가격은 대폭 하락하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중
국의 TV 제조 기업들은 중국과 글로벌 TV 시장에서 TV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에 진출한 A 그룹의 TV 제조 기업은 2014년 생산라인을 매각하고
OEM 방식으로 중국의 TV 시장에 대응하고 있고, 해외의 다른 생산법인
의 모니터 생산라인의 일부를 중국에 재배치하고 있으며, 노트북 조립 사
업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TV 제조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중국
내 사업은 대폭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TV 제조 및 디스플레이 제조 부문의 일부가 베트남 하이퐁으로 이
전되고 있는 것이다. TV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국계 기업과 중국계
기업의 치열한 경쟁,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중
국계 기업, 대만계 기업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중국 진출 한국 TV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생산의 공간적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TV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그간 선도 기업이었던 한국계 기업은
LCD 영역에서는 후발 주자와 이미 기술 격차가 거의 해소되었다고 평가
하고 OLED 시장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계 기업은 OLED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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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독보적인 제조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 OLED 시장을 제외하고 TV용 대형 OLED 시장은 신속하게 확대되
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
OLED 시장이 완만하게 형성되고 있는 동안 OLED 기술을 확보하고 있
는 샤프를 인수한 대만계 기업 혼하이의 제조 능력 구축과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BOE의 추격 능력이 주목된다.
흔히 TV산업은 성숙산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본문에서 살펴보았듯
이 TV산업은 CRT → PDP → LCD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 OLED, 양자점
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성숙산업 속에서 지속적으
로 제품의 혁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혁신은 선도 기업의
끊임없는 R&D 투자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제품의 초기, 성장기, 성숙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관리, 과학과 엔지니어링의 노하우, 비숙련
노동, 외부경제, 자본)를 구분했던 제품의 생명주기 이론(Vernon, 1966;
Freeman & Soete, 1997 : 358～360)은 GPN의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필자는 GPN의 선도 기업은 본국에서는 끊임없이 제품의 혁신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제품 생명주기의 초기에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가 강화
되고 있고, 해외의 생산법인에는 단순한 조립 기능을 배치․재배치하기
때문에 성숙기 또는 성장기에 필요한 생산요소가 필요하다는 가설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이 점을 검토하고자 했으나 TV 완성품 제조 선
도 기업 ①과 디스플레이 제조 선도 기업 ⑤의 고용에 대한 정보가 축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도 기업의 본국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변동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다만, 본문의 사례 분석에서 보았듯이 디스플레
이 제조 선도 기업인 ⑤의 구미 생산라인의 총 고용자 수는 2008년 10월
21일 현재 2,054명에서 2016년 10월 21일 현재 1만 3,000명으로 약 6.33배
증가했다. 총 고용량의 양적 확대만큼 고용의 ‘사회적 고도화(social
upgrading)’41)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보완된 양․질적 자료를 바탕
41) 사회적 고도화는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노동자의 권리와 자격의 개선 과정이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고도화의 내용에는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의 개선, 노동자의 보호 및 권리 제고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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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일보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문의 사례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TV
제조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해외 생산법인에서의 고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비교적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이다.
노무공, 실습생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둘째, 고용의 대다수는 단순 숙련
직의 오퍼레이터이다. 셋째, 장비가 많은 디스플레이 제조의 경우 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테크니션이 육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고용
규모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넷째, R&D 기능을 가
진 인재는 거의 육성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해외 생산법인의 고용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고직급
화’ 이슈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책이 확립되고 있다는 점이
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대다수의 사례기업은 대체로 1990년대 후반기
또는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다. 따라서 중국 현지로 진출
한 지 약 20년 정도가 되었다. 기업 설립 초기에 입사한 사람들은 근무연
한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하게 되었지만, 직위에 상응하는 직책을 담당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직급화’의 이슈는 본문의 해외 생산법인
에서만 제기되고 있는 이슈가 아니라 TV 완성품 제조 선도 기업 ①의 사
례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결
국 본국에서 직면한 문제가 해외의 생산법인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셈이
다.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제도가 고용의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찰이 요구된다.
해외 생산법인의 고용 변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현지의 노동 환경
변화이다. 중국의 경우 2008년 노동계약법 발효와 2010년 난하이혼다(南
海本田)에서 발생했던 집단적인 노동쟁의로 노동환경이 급속하게 바뀌었
화의 개념은 ILO의 ‘좋은 일(decent work)’의 분석 틀로부터 형성되었다. 사회적
고도화는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대별된다. 측정 가능한
표준은 고용의 범주(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임금 수준, 사회적 보호, 노동 시간
등을 포함한다. 또한 여성 감독자의 비율, 노동조합원 비율 등과 같은 젠더와 노
동조합 조직화 정도와 관련된 자료도 포함한다. 측정 가능한 표준은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기반으로 협상을 거쳐 획득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노동
자에게 부여된 권리,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 권리, 비차별, 목소리와 권한 부여
(empowerment) 등은 쉽게 양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기 힘든 범주
에 포함된다(Barrientos, Gereffi, Rossi, 2011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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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 분석에서는 ⑥과 같이 2011년 파업을 겪은 기업도 있었다. 중국
당국의 임금 배증 정책, 파견직․임시직․보조직을 총 고용 인력의 10%
이내로 규제하는 법규의 제정, 노동쟁의의 확산,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이
제 중국에서는 ‘값싼 인건비’가 통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소위 ‘노동 리스
크’가 커지게 된 것이다. 본문의 분석에서는 제외했지만, 해외 생산법인은
이 노동 리스크를 잘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생
산성 제고’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었다. 생산라인의 개선과 혁신을 통해
고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GPN의 확산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의 변동 문제는 GPN 내부에서 발
생하는 동태성과 노동 정책 및 노동 환경의 변화, 글로벌 경기의 영향 등
과 같은 GPN 외부의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
히기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주요
산업․업종의 GPN 위계들의 위상을 구분하고, 각각의 위상에서 주요 기
업을 대상으로 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본장에서 접근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이고, 많은 연구자들의 집단
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진전될 수 있는 과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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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자동차산업 사례

제1절 머리말

자동차산업은 처음 발달한 19세기부터 당시의 최첨단기술의 발달에 의
존하면서도 매우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보여 왔다. 또한 포드에 의한 대량
생산방식이 20세기 초반에 성립한 이후로는 자본집약적인 특성 또한 지니
게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포드자동차가 1910년대부터, GM이 1920년
대에 이미 유럽에 현지생산공장을 건설하여 산업 발달의 초기부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왔다는 점이다. 자동차산업은 Gereffi(1994 : 97)
의 구분에 의하면 전형적인 생산자주도형 상품연쇄(Producer-Driven
Commodity Chain : PDCC)가 구축되어 있는 산업이다.
미국 빅3뿐 아니라 폴크스바겐과 피아트 등 유럽업체들도 1960년대 이
전에 이미 남미와 동유럽 지역에 진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추진
해온 바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도요타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
동차업계가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현지생산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켰다. 이는 해외에서도 일본식 생산방식의 이식이
가능하다는 신화를 만들어온 과정이기도 하였다(Kochan et al., 1997;
Elger & Smith, 1994).
한국 자동차산업은 1960년대 이후 기계산업의 불모지에서 태동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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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고유 모델과 독자엔진 개발에 이어, 200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산
업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해외생산이 전개되었다. GM, 르노
닛산, 인도의 마힌드라 등 해외업체들이 과거 대우, 삼성, 쌍용자동차를
인수하여 국내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것과 대비되면서, 국내 유일의 국
적업체로 남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은 미국, 중국, 인도, 체코,
슬로바키아, 터키, 브라질, 러시아 등지에 현지 생산공장을 건설하였으며,
2016년에는 기아자동차가 멕시코에서 현지 공장 가동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국내 업체의 해외생산 확장 속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어
떻게 전개되어 왔을까? 우리나라 자동차업체의 중국 진출과 그에 따른
생산네트워크 확장에 대해서는 조성재 외(2005, 2006, 2007)의 동북아 분
업구조에 대한 3개년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국 내 고용
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자동차산업의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외 고용의 양은 어
떻게 변화해 왔을까? 국내외 직종 구성과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
엇일까?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우선 홍장표(2012)의 연구가 흥미롭
다. 홍장표(2012)에서는 전자산업과 달리 자동차산업에서는 투자로 인한
고용감소의 직접 효과 이외에 간접적으로는 중간재의 수출로 인한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후 홍장표(2016)에서는 완성차 조립업체의 해외투자는 현지 시장개
척을 목적으로 국내 조립공정을 현지에 복제하는 복제형 FDI가 지배적이
며,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는 중간재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지점형 FDI가
많다고 보았다. 이럴 경우 앞서 홍장표(2012)에서 주장하듯이 해외진출에
따라 국내고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만, 이 연구들은 국내에서의 고용의 양에 대한 변동은 어느 정도 설명하
지만, 고용의 질에 대한 분석과 자본의 이동에 따른 해외에서의 고용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완성차업체의 해외진출 시
부품업체들이 대거 동반 진출하고, 이에 따라 국내의 부품조달체계가 해
외 생산기지에 거의 그대로 이식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조형제․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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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따라서 자동차산업의 국제화와 그것이 국내외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연
구도 함께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A사와 그와 동반 진출한 부품업체
들의 사례를 통하여 자동차산업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
되고 발전해 왔는지, 그에 따라 국내외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2009년 이후 세계 자동차산업에
서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 나라에서의 사업 동
향을 추적하는 것은 산업과 경제, 노동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의의를 갖
게 될 것이다.
사례 대상의 부품조달관계 등은 [그림 6-1]과 같다. 국내 대표기업 중
하나인 A사의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외 고용 변화를 중국과의 합작사 사
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아울러 부품업체와의 동반진출 관행을 감안하
여 1차 부품업체 두 곳의 사례를 함께 고찰하였다. 국내외 모두 2차 협력
사까지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시간과 지면의 제
[그림 6-1] 사례대상 기업들 간 관계도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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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친다. 부품업체들을 포함하여 사례대상 기업
들은 여러 연구를 계기로 한 반복 방문을 통하여 고용의 동태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선정되고 분석되었다. 이하 각 절에서 업체별 방문 이
력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한국 자동차산업의 국제화와 고용

유일한 국적업체로 남은 현대차그룹은 제1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잇따라 해외에 현지공장을 건설하면서 매우 빠르게 해외
생산을 늘려 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경우 2010년, 기아차의 경우 2015
년부터 국내 생산량을 추월하였는데, 현대차의 경우 해외생산량의 비중
이 2015년에 63%에 달하였으며, 그룹 전체로 보면 2015년의 경우 국내에
서 331만 대, 해외에서 462만 대가 생산되어 해외생산 비중은 58.3%에 도
달하게 되었다. 더욱이 기아차가 2016년부터 멕시코 공장을 신규 가동하
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현대차가 충칭에서 중국 내 다섯 번째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어서 향후 해외생산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
면 [그림 6-2]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국내 생산량은
2011년 이후 거의 정체상태이다. 이는 내수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가운데, 수출량도 해외생산분으로 대체되면서 더 이상의 증가가 어려워
졌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업체의 해외공장 건설 러시 속에서 부품업체들의 동반 진출도
잇따랐는데, 1차 부품업체뿐 아니라 2차 부품업체들의 진출도 적지 않다.
이들은 현지에서 소재와 부품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해외에 적합한 거래
선을 찾지 못할 경우,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공장에서 핵심부품이나 금형 등의 장비, 설비를 조달하게 된다. 이는 국
내 부품의 해외 수출 증가로 나타나는데, 경쟁력을 확보한 부품업체들의
현대자동차그룹 이외의 해외완성차업체에 대한 납품과 더불어 이러한 해
외 현지 생산 공장에 대한 핵심부품 수출로 인하여 [그림 6-3]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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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6-3]에 의하면 국내 생산 공장에 대한 납품을 의미하는 OEM 매
출은 완성차 생산 동향과 마찬가지로 2011년 이후 정체 상태이다. 그렇지
[그림 6-2] 현대차와 기아차의 국내외 생산 추이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통계DB｣, 각 연도

[그림 6-3] 자동차부품산업의 매출 구성 추이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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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부품수출은 이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성차와 동반 진출한 해외 생산기지로 핵심부품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2015년에는 완성차업체의 고전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었다.
부품산업의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고용이 늘어났을 것으로 짐작되
는데, [그림 6-4]와 [그림 6-5]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준다. [그림
6-4]에 의하면 국내 생산이 IMF 외환위기를 벗어나 빠르게 회복하고 성
장하던 2000년대 초반에 완성차 생산은 1998년 195만 대에서 2007년 409
만 대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나, 완성차부문의 고용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다시 자동차 생
산량이 줄었다가 2012년 이후 최근 4년간 450만 대 내외에서 횡보하고 있
는데, 완성차부문의 고용은 2008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 즉, 장
기 추세로 보았을 때 완성차부문의 고용은 그다지 늘지 않고 7만～9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림 6-4]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산업 고용추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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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자동차부품산업 내 기업규모별 고용 추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 각 연도.

그런데, 같은 기간 자동차부품산업의 고용은 약 9만 6천 명에서 23만
명까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완성차업체들의 모듈
화와 아웃소싱 확대 속에서, 생산량 증가의 효과가 부품업체들로 이전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동
차 경기가 회복된 이후 자동차 생산량이 450만 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도 부품 고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웃소싱 확대로만 설명되지 않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동반진출에 따른 핵심부품 수출 효과로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홍장표(2012, 2016)의 최근 연구 및 조성재 외
(2005, 2006, 2007)의 옛 연구와 동일한 해석이다.
다음 [그림 6-5]에 의하면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증
가하는 가운데, 규모별로는 20～49인, 50～99인, 100～199인의 중소규모
에서 가장 빠르게 고용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성재 외(2004)에
서 이미 규명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도급구조의 중층화가 전개되면
서 고용량이 규모별로 하강 침전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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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에서 1차 하청으로, 1차 하청에서 2차 하청으로, 연쇄적으로 아웃
소싱이 확대되고 단가인하가 진행되면서 고용의 질이 나쁜 중소규모 사
업체로 일자리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의 사례는 해외진출에 의한 영향이 이상의 통계 수
치에서 추론되는 대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중층적 하도급 구조의 발달이 고용의 질 악화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구기간의 제약상 2차 하
청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초점은 해외 사업에 따른 국내
외 분업구조 변동과 그에 따른 완성차업체와 2개 1차 부품업체들의 고용
의 양과 질 변화에 두어질 것이다.

제3절 A완성차회사 사례

1. 조사의 개요
A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업체로서 1990년대 중후반 터키와
인도에서부터 해외생산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42) 중국에는 2002
년에 진출하였다. 중국의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인은 50%를 초과하는 지
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 산하의 베이징자동차와 50 : 50의 합
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A사의 중국 사업에 대해서는 조성재․
장영석(2013)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
에서는 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변화, 특히 고용의 양과 질 변화
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42) 1980년대 후반 엑셀 신화를 토대로 캐나다 브루몽에 현지생산공장을 건설하였지
만, 생산관리 역량 부족과 품질 문제로 인한 미국시장에서의 판매 급감으로 결국
철수하고, 그 설비 중 일부를 인도로 보내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 이후 A사
의 생산관리와 생산기술 역량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의 경험으로 인
해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급속히 해외 확장 전략을 구사하
게 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성재(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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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사례대상 업체 방문일시
지역/공장

방문일시

피면담자

베이징 2공장

2013. 7. 25

J차장 외 1명

베이징 3공장

2015. 10. 23

R공장장 외 3명

베이징 2공장

2016. 10. 31

J부총경리 외 5명

비고

자료 : 필자 작성.

필자는 2004년 이후 거의 매년 A사 베이징 공장을 방문조사해 왔으며,
2013년 이후에도 세 차례 방문조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2012년 이전의
방문 기록과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재․장영석(2013)에서 충분히 설
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 6-1>과 같이 2013년 이후의 방문 조
사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A사 국내 공장과 사업 상
황에 대해서는 수차례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 등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수
십차례의 국내 공장 조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국내 공장 및
고용관계와의 비교를 시도한다.

2. 중국 내 생산 실태와 공장 현황
우선 [그림 6-6]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전체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
하는 것에 발맞추어 A사의 생산량도 급속히 증가해 왔다. 2007년경의 위
기 시기에 판매 순위가 7～8위권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줄곧 4～5위
권을 유지해 왔다. 더욱이 [그림 6-6]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이후에는
중국 전체 시장의 확장 속도를 넘어서는 판매 확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A
사의 한국 내수시장 판매량은 최근 10여 년간 60만～70만 대 수준에 머물
러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2010년에 중국
시장 판매대수(약 70만 대)는 한국 내수 판매대수(약 66만 대)를 훌쩍 넘
어서고, 2014년에는 생산능력 105만 대를 넘어서는 114만 대를 기록하기
도 하였다. 또한 중형차와 SUV(Sports Utility Vehicle)를 합친 고부가가
치 차종 비중도 2012년 34%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53%를 목표로
삼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A사는 다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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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중국 전체 및 A사의 생산량 추이 비교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통계DB.

SUV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저가 SUV를 앞세운 창안자동차와
창청자동차 등 로컬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결국 창안자동차에 5위
업체의 지위를 빼앗기게 되었다. 또한 2015년에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생
산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후퇴하였으며, 이러한 고전은 2016년에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부진을 예외로 하면 A사의 성장세는 눈부실 정도인데, 이 같은
A사 베이징공장의 빠른 성장세는 수요의 폭증에 대응한 공급능력의 확충
에 힘입은 것이다. 판매 측면에서 2004년 114개에 불과하던 딜러 수는
2013년 822개, 2016년에는 999개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보다 공장이 1개에
서 4개로 늘어났는데, 2016년 현재 충칭에 제5공장을 건설 중이기도 하다.
4개 공장의 현황은 <표 6-2>와 같다. 베이징자동차의 트럭공장을 개
조하여 만든 1공장43) 이외에 2008년 이후 약 4년 주기로 새로운 공장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에 지어진 제2공장은 중국 승용차 시
장의 폭증기에 완공되어 A사의 약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3공장은
31라인과 32라인(2014년 1월 준공)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산속도를
43) 따라서 공장들 가운데 1공장 부지가 가장 적어서 재고차량을 2공장에 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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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A사 중국합작사의 4개 공장 현황
공장

준공일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2002.
2008.
2012.
2016.

12
4
6
10

생산대수
(만 대)
30
30
45
20

차종수
(개)
4
5
4
1

UPH

부지면적/건물
(만 평)

68
68
97
38

20/7.7
35(연구소 5만평 포함)/6.7
44/7.9
58/8.5

자료 : 필자 작성.

나타내는 UPH(Unit Per Hour) 측면에서 67과 30으로 나누어져 전체적으
로 시간당 97대를 생산하고 있다.
2공장은 1공장에 인접하여 세워졌으나, 3공장은 동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4공장은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창저우에
건설되었다. 새로운 공장이 건설될 때마다 새로운 생산기술과 생산관리
기법이 도입되었다. A사는 1996년 건설된 한국의 아산공장을 모델로 하
여 30만 대 규모의 표준공장을 브라질, 체코, 미국, 인도, 터키, 중국, 러시
아 등 전 세계 공장에 적용해 왔는데, 표준공장 개념에 입각하면서도 나
름대로의 진화와 발전을 모색해 왔다. A사 베이징 3공장의 경우 전 세계
A사 공장에서 2010년 이전부터 적용되었던 모듈 직접연결 방식, 즉 모듈
공장을 완성차공장의 바로 옆에 지어 무겁고 부피가 큰 섀시 모듈, 콕핏
모듈, 프론트엔드 모듈 등을 컨베이어로 바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채택하
였다. 더욱이 창저우에서 최근 가동을 시작한 4공장의 경우 역시 부피가
큰 시트와 범퍼도 컨베이어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이 설계되
었다고 한다.
또한 브라질 공장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One-kit System을 A사 중국합
작사에서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이는 도장을 마친 차체가 흐르는
최종조립 공정의 컨베이어벨트 옆으로 부품을 실은 박스가 같이 움직이
도록 함으로써 작업자가 부품 선별에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고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도요타의 Set Parts System과 유사한
것으로서, 조립공장의 한켠에서는 부품을 모델별로 미리 상자에 담는 작
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직접 조립 라인에서는 차량 투입순서대로 바코
드에 따라 부품들이 담겨진 박스에서 해당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집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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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만 하면 되므로, 오조립과 미조립을 방지하면서 작업자 이동거리를 줄
이고, 공정 물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결국 부품 선작업(picking 공정) 때
문에 인력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작업자들의 만족도와 집중도가
높아지고, 품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One-kit System은 이렇듯 브라질공장 - 베이징 3공장(32라인) - 옌청 3
공장(A사의 형제사인 B사의 중국 합작사)의 경험을 거쳐서 다시 A사 중
국합작사 4공장에서는 더욱 진화된 형태로 적용되었다고 한다. A사는
2000년 이후 국내에 신규 공장을 건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기
술을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할 기회가 없었으나, A사의 생산엔
지니어들은 해외공장들을 잇따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스템과 기
법들을 실험하면서 자체 진화를 거듭해 왔다. 그렇지만, 인적 측면이 아
닌 공간적 측면에서는 이제 국내 공장의 중심성은 흔들리게 되었으며, 해
외 공장들에서 진화의 증거들을 찾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외공장의 진화와 발전은 공장 건설 단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2016년 방문에서 필자는 베이징 2공장에서 린 생산방식의 원리인
개선과 제안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들을 수 있었다. A사 베이징공장
은 이를 ‘풀뿌리(草根) 혁신활동’이라고 명명하고 공장마다 현황판을 게
시하고 있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활동은 혁신의식, 생산성, 품질, 안
전환경 네 가지 분야에서 이미 100건 이상의 개선 실적을 내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사무실 직원들도 현장에서 순환근무를 하기도 한다. 아울러
이하에서 설명하는 기사제도를 통하여 조반장 등 현장감독자들의 역량
강화와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피면담자에 의하
면 중국인 조반장들의 문제 발견 능력은 한국인 숙련자들에 못지않다고
한다.
이 같은 활동과 작업에 대한 몰입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중국 사
업장의 생산관련 지표는 한국 공장들보다 뛰어나다. 앞서 언급한 시간당
생산대수인 UPH는 자원 투입이 많아지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성 지표
는 아닌데, HPV(Hour Per Vehicle)는 차량 1대당 소요된 맨아워를 표시
하기 때문에 적을수록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HPV에서 베이징 공장은 15～16 정도의 수준으로 국내 공

190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장들의 28 내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고, A사의 전 세계 공장 중에
서는 중간 정도의 순위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와 관련된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관련된 편성효율 역시 1～3공장 모두 92% 내외를 보여, 국내 공
장들의 60% 미만 수준과 대비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높은 모듈화 때문
일 수 있는데, 베이징 1공장 36.6%, 2공장 43.5%, 3공장 43.6%로서 국내
공장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보다는 국내에서는 노조의
작업장 규제력에 의하여 수월치 않은 라인 간 전환배치, 공장 간 전환배
치, 수요량 변동에 따른 UPH 조정 등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 중국 내 고용의 변화와 고용관계
A사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생산시스템도 적용해 가면서 공
장 수를 4개까지 늘리고 중국의 빠른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량도 빠르게 증가해 왔다. <표 6-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4년의 총고용은 2,7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수
요 폭증기 직후인 2013년 그 수치는 무려 14,000명에 근접하게 되었다. 같
<표 6-3> A사 중국합작사의 고용관련 변화
방문연월
생산량(해당연도, 천 대)
총 원(명)

2004. 6

2013. 7

2015. 10

2016. 10

149.4

1,040.0

1,140.3

1,082.6

2,710

13,777

14,491

15,619

(사무직)

420

2,500

2,200

n.a.

(생산직)

2,290

11,277

12,291

n.a.

0

있음

150

100

실습생
노무공/외주

57

n.a.

960

517

사무직 이직률

4～5%

5%

5%

5%

생산직 이직률

n.a.

20% 이상

14.7%

11%

생산직 평균연령
주재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자료 : 필자 작성.

-

-

26.8세

27.3세

62

112

171

187

1% 미만

1.8%

2.4%

2.7%

제6장 자동차산업 사례 191

은 기간 생산량이 7배 늘어난 것에 비해 고용량은 5배 정도 늘어났다. 이
후에도 3공장 2라인이 2014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생산능력이 30만
대에서 45만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량은 2015년 14,000명을 넘어서
고, 4공장이 가동을 개시한 2016년 10월에는 다시 15,000명을 훌쩍 넘어
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종구성에서는 주요한 기능이 생산에 있기 때문에 사무직의 비
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2015년 15.2%). 베이징 시내에 있는 사무 빌
딩의 판매와 기획 인원 1,200명을 합치더라도 21% 내외에 불과하다. 이하
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한국 A사의 사무관리전문직의 고용 비중이 대
략 42%(2015년 현재)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A사의 베이징 합작사는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 내에서는 주로 생산기능에 주력하고, 중국 시장에서
의 내수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표 6-3>에서 A사의 중국 합작사가 실습생 약간과 노무공 및 사
내도급 일부를 쓰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인터뷰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실습생을 최대한 썼을 때도
600명을 넘은 적이 없다. 또한 설비보전의 보조 업무와 경비, 청소 등에
일부 파견과 사내도급을 쓰는 정도이며, 생산기능의 대부분은 정규직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높은 이직률로 특징지어지는데, A사의 사무직 이직
률은 연간 5% 내외에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직 이
직률은 연간 20%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최근에 들어올수록 빠르게 낮아
져 11%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 자동차산업의 평균 이직률 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2016. 10. 인터뷰 결과).
이렇듯 이직률이 낮아진 것은 최근 중국의 불황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A사의 근로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로 A사의 임금수준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생산직의 최근 총 임금수
준은 한 달에 약 8,000위안(한화 약 14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는 2013
년의 6,000위안 미만에서 빠르게 상승한 결과이다. 중국 당국의 높은 최
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라 A사의 경우도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 12%
내외의 임금인상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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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3%를 넘지 않
고 있다. 국내 A사의 인건비 비중이 15%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
문에 국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절대 임금 수준
에서는 2004년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1/10이 안 된다고 하였으나, 2016년
에는 한국의 1/6 정도라고 한다. 또한 중국 자동차업계의 선두주자인 폴
크스바겐이나 GM에 비해서 A사의 임금수준은 85% 정도라고 한다(2016
년 면담 결과).
이처럼 임금수준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아직 평균연령과 평균근속연
수가 낮기 때문이다. 생산직 전체의 평균연령은 2016년 27.3세에 불과하
며, 특히 간접직을 제외한 직접 생산공정의 생산직은 평균 23세에 불과하
다. 또한 생산직 평균근속연수도 아직 4.7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젊은 인력들은 장시간노동에 대한 내성이 강한 편이며, 회사의
방침에 순응적이다. A사는 중국의 지방정부 산하 기업과의 합작 법인이
어서 당국의 방침에 따라 출범부터 공회를 결성하고 있으며, 공산당 조직
도 강한 편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경제성장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강도나 장시간근로에 대한 규제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A사는 1인당 평균 연간 3,000시간을 넘는
작업을 시키기도 하며, 컨베이어벨트의 속도도 빠른 편이고, 이에 비해
투입인원은 적은 편이다. 결국 A사와 중국 합작선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공장 내에서 한편으로는 효율의 증진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노동
강도가 강한 것에 의해 높은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고용의 질과 사회적 고도화에 대한 판단
이렇듯 A사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경영에 의하여 노동시간이 긴 것으
로 나타나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
표적인 것이 6+1조의 순환근무제이다. A사에서는 과거에 매일 8+3, 즉 3
시간씩 잔업을 할 뿐 아니라, 토요일에도 11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젊은 인력이어도 초과노동이 부과하는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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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A사는 월～토 6일 중 하루를 돌아가면서 쉴 수 있도록 한 조를 더 뽑
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6+1조의 순환근무제하에서 작업자는 일요일을 포
함하여 일주일에 반드시 2일은 쉴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주당 노동시간
은 66시간에서 55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17%의 인력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A사 전 세계 공장
간 HPV 경쟁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5년 불황기를 전후
하여 2공장에서 순환근무제를 폐지하기도 하였으나, 1, 3공장은 여전히
시행되기도 하는 등 시장 수요에 따라 변화에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물
론 판매가 부진할 경우는 하루 8시간의 정규 근로만 하기 때문에 자연적
으로 근로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는 반대로 잔업수당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임금체계
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조사 결과 주간연속 2교대제로 재편하기
이전의 한국 상황과 유사하게 기본급 40%, 고정수당 20%, 상여금 20%,
잔업특근수당 20% 등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급의 경우 베이스업 방식을 다소 수정하여 근속연수별로 7개의 구
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A, B, C 세 개 등급의 평가를 통하여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노조의 규제력이 강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산직
인센티브 임금체계라고 할 것이다. 고정수당으로서는 월별로 주택 및 생
활보조금 750위안, 안전수당 200위안, 만근수당 150위안 등이 주어진다.
아울러 상여금은 성과에 연동하는데, 최근 수년간 600～700% 정도의 수
준을 나타냈다.
베이징은 상하이나 광저우 지역에 비해서는 산업이 덜 발달되었기 때
문에 그쪽 지역에 입지한 다국적기업에 비해서는 A사의 임금수준이 낮지
만, 베이징, 톈진과 허베이성 등 화북 지역에서는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
내고 있다. 아울러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을 전후로 하여 그 이전에 1년
씩 계약을 10년간 반복하던 것에서 3+5년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늘어나,
고용도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44) 6+1조 순환근무제를 통하여 장시간
44) 물론 그 이전에 1년씩 고용계약을 반복하던 때에도 계약 갱신율은 매우 높아서
거의 대부분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이것이 근
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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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부분적으로 개선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One-kit System
도 작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측면이 있으며, 3공장부터는 천정컨베이어
를 체인 구동 방식에서 EMS(Electric Mobile System)로 바꾸어 작업장
의 소음을 많이 줄였다. 결국 전반적으로 A사에서는 경제적 고도화와 더
불어 사회적 고도화도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구적 의미에서의 단결의 자유 등은 주어지고 있지 않다. 공산
당이 주도하는 공회가 임금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직공대표회의가 추인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중국의 체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A사만의 한계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한국 작업장의 경직성에
대한 반발로 지나치게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에 따라 거꾸로
작업자들은 지나친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5. 국내 사업과의 분업구조
A사 중국합작법인은 2002년 쏘나타, 2003년 아반떼를 투입한 이후 점
차 모델을 늘려와서 2016년 현재 11개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모델을 약간만 수정한 상태에서 투입하였으나, 2007년 위기 이후
중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중국향 모델을 별도로 개발하여 투입함으로
써, 크게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이후 쏘나타 기반의 미스트라 등 다수의
모델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완전히 중국화
된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반떼를 중국 시장에 맞게 크게 수정한 위에둥이나 쏘나타를
수정한 미스트라의 경우에도 개발은 철저히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이루어
졌다. 즉, 중국 법인은 주로 생산과 판매 기능에 국한되고, 연구개발 기능
은 한국 본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 부문
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중국 당국은 2공장 건설 허가의 사전 조건
으로 기술연구소 설립과 A 중국합작법인이 소유권을 갖는 고유모델 개발
을 요구하여 2공장 안에 기술연구소가 건립되었다.
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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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0년대 초반에도 기술연구소의 연구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
하며, A사의 기술연구소 주재원은 5명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A사는
한국보다 더 커진 중국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둥성 옌타이에 독자적
인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A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국 모델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옌타이 기술연구소를 제외한 A사 중국 합작법인의 주재원은 2016년
현재 187명이다. 이는 충칭에 건설되고 있는 제5공장의 준비 인원까지 포
함한 수치로서, 주재원 수 최소화의 원칙이 지속되고 있다. <표 6-3>에
서 볼 수 있었듯이 A사 중국 합작법인의 주재원은 2004년 62명에서 3배
정도밖에 늘지 않은 것이다. 이 기간 중 생산량이 7배 내외 증가한 데 비
하면 주재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정비되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A사 중국합작법인은 출범 이후 부단히 경영조직과 인사전략 등을 재점
검해 왔는데, 초기에 자동차산업 경영에 경험이 없는 중국 합작파트너를
A사가 많은 부분에서 리드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
후 중국 측의 경험이 쌓이면서 50 : 50 합작에 걸맞은 대등한 협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A사의 주도권은 약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A사 중국합작법인은 여러 본부와 실 등을 반반씩 나누어 책임을 맡거
나 일부 부서는 부서장과 부부서장을 엇갈리게 맡는 등의 방식으로 공동
경영의 취지를 살려가고 있다. 물론 최종적인 의사결정 역시 한국 측 총
경리와 중국 측 부총경리 등이 합의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동경영의 체제하에서 초기 부품조달도 한국계 업체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2012년 이후 중국 측 부품업체가 다수 진출하는 등의 변화
가 발생하였다. A사 중국합작법인의 부품협력사는 2004년 60개, 그중 한
국계가 47개였는데, 2016년에는 185개 중 105개로 그 비중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으로부터 KD 형태로 직수입하는 비율도 2004년
30%에서 2012년 8%, 2016년 3% 등으로 빠르게 감소해 왔다. 결국 이 기
간 동안 부품조달의 현지화가 여러 의미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쉽게 짐작
해볼 수 있다.
요컨대, 전반적인 가치사슬 구조로 보면 여전히 연구개발 기능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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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187명의 주재원을 통하여 생산기술과 품질관리 기법을 전수하고
있는 한국 측의 주도권이 인정되지만, 동태적으로 보면, 중국시장의 확대
와 중국 측 합작파트너의 입김 등이 작용하면서 현지화는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중국 당국의 파격적인 전기자동차 우대 조치
에 부응하여 A사 중국합작법인 역시 전기차 모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자동차에서 한국 측이 우위에 서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6. 평가와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사의 중국 사업은 최근 1～2년과 2007년
경의 고전을 예외로 하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글로벌
생산량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
며, 국내 생산량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고
용은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가?
A사의 영업보고서에 의하면 총고용은 2006년 54,711명에서 미소하게
증가하다가 2011년 57,105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에는 66,404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9년 만에 11,693명이 늘어난 것인데,
어느 직종에서 고용이 주로 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종
합한 결과 [그림 6-7]을 얻을 수 있었다.
정규 생산직의 경우 2006～15년 동안 17.8%가 늘어났으나, 이는 주로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에 따른 효과로서 정규 생산직과 사내하청 근로자의
숫자를 합친 인원의 추이를 보면 3.7%밖에 늘지 않았다. A사는 불법파견
문제로 인해 2004년 이후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오다 2012년 이후 단계적
으로 정규직화를 단행해 오고 있다.
또한 직종구분이 다소 이상하긴 하지만, 사무영업정비직을 합친 숫자
는 9년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직은 무려 64.4%가 늘어
났다. 내부적으로 영업직과 정비직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정보를 확보
하였기 때문에, 결국 A사 국내 고용의 빠른 증가는 연구직과 사무관리직
의 증가에 힘입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연구직의 증가폭은 2005
년 5,900명 수준에서 2015년 9,700명 수준으로 3,800명 정도밖에 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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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A사의 직종별 국내 고용 변화

자료 : A사 영업보고서와 내부자료 등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았다. 생산직 정규직화 효과가 5,300명 정도이므로 사무관리직 증가는 약
2,5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해외공장 확산에 따른 주재원 확대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A사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칠 경우 생산직은 고용규모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 10여 년간 연구직과
사무관리직 중심으로 고용을 늘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직의 고용은 유지되었지만, 종합적으로 보
았을 때 A사 국내 공장이 중국 공장에 대해 모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말할 수는 없다. 생산성이나 품질, 생산관리와 관련한 다수의 지표에
서 오히려 중국 공장들이 앞서고 있으며, 생산 엔지니어 등이 주재원으로
서 노하우를 중국공장에 적용하고, 자체 진화하는 양상일 뿐이지, 한국
공장과의 연계 속에서 생산기술과 생산관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경영진은 중국 공장에서 한국에서 구현할 수 없는 각종
유연한 방식을 실험해 보고, 한국에 전파시키고 싶어 한다.45) 이미 중국
45) 그러한 점에서 A사 경영진의 구상은 Edwards & Ferner(2004)의 역확산(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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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A사 단협 중 해외공장 관련 고용안정 조항
제42조(해외 현지공장)
회사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생략)
2. 회사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 및 종업원들의 고용보
장과 임금 및 통상적 노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공장의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2007년 수준으로 확대토록 노력하고, (후략)
3. (전략) 단, 회사는 신차종 투입 시 해외현지 시장 특수성이 반영된 전략차종을
제외한 신차종은 국내공장에 우선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생략)
5. 회사는 국내 당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및 부품(엔진, 변속기, 시트, 소
재)은 해외 현지공장 또는 합작사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략)
6. (생략)
7. 회사는 차세대 차종(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개발 후
생산 공장 배치는 시장 환경, 수익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내공
장에 최대한 우선배치, 생산하며, (후략)
8. 회사는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서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자료 : A사 노동조합.

공장에서 실현하고 있는 매우 유연하고 신속한 전환배치, 작업속도와 작
업시간 조정은 물론 최근에는 임금체계도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2016년 면담 결과).
이러한 A사의 중국 사업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
국 공장의 생산량과 고용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국과의
자동차 수출입은 아직은 적은 양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의
글로벌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국내 공장의
상대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부가가
치 산출과 고용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A사 노동조합은 A사의 해외진출에 대해 방어적 대응에 치중
diffusion) 개념에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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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표 6-4>는 이와 관련된 단협 조항 중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이러한 장치들이 아직까지는 기존 고용의 유지에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
만, 향후에도 그러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공장의 중심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사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W부품업체 사례

1. 회사 개요
국내 자동차부품회사 중 대형 업체에 속하는 W사는 국내 계열사 13개
법인과 해외에 다수의 공장과 연구센터를 보유한 중견 그룹으로, 그룹 내
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연결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 주요
생산 품목은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등 램프류가 60% 정도를 차지하며, 기
타 레버류, 미러 등 섀시 부품도 다수 생산하는데, 최근에는 램프 등의 전
자기술과의 접목에 따라 각종 전장품 개발과 융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필자는 <표 6-5>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와 중국 베이징 공장을 여러 차
례 방문하여 조사할 기회를 가졌다.
<표 6-5> W사 방문일시와 피면담자
국가

한국

중국

지역

방문일시

피면담자

비고

충청

2006. 10. 24

L과장

계열사 램프 공장

대구

2008. 9. 22

L부장 외 2명

램프 공장

경북

2016. 11. 23

J차장

본사 HR 담당

대구

2016. 11. 23

J부장 외 1명

램프 공장

베이징

2006. 8. 23

L총경리 외 2명

(중국인 부총경리 포함)

베이징

2010. 7. 13

K생산경리 외 2명

베이징

2016. 11. 3

K 총경리 외 1명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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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사는 1954년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창업되었으며, 이후
현대자동차가 설립되면서부터 램프류를 중심으로 납품해왔다. 이후 국내
외적으로 현대, 기아차 이외에 한국 GM과 미국 GM, 그리고 복수의 중국
업체들에도 납품하고 있는 등 납품선은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 또한 이러
한 다양한 고객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베이징, 상하이, 옌타이 등에 4개
사업장, 그리고 미국 테네시주와 앨라배마주, 인도와 폴란드 등에 현지공
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사업장의 고용을 모두 합치면 2016년 현재 10,100명에
달한다. 이 중 국내 고용은 4,500명, 해외 고용은 5,600명 정도이다. 즉, 해
외고용이 좀 더 많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고용 중에서 직접 방문
조사한 베이징 W사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국
내 사업장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2. 국내 사업장의 고용
[그림 6-8]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4,500여 명 근로자 가운데 생산직은
2,500명 정도로, 2012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고 한다. 다만, 생산량의 변동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로 도급, 용역, 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일부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무관리전문직은 약 2,000여 명에 달하는데,
그중 연구개발 인력이 800여 명에 달한다. 또한 각종 생산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들이 다시 800여 명이 근무하며, 회계, 총무, 인사, 기획 등 사무
관련 업무 종사자는 400여 명이다. 이로써, 사무관리전문직의 구성 중에
서 연구개발과 대졸 생산엔지니어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더욱이 사무관리전문직 숫자는 2012년에는 1,300여 명이었으므로 지
난 4년간 화이트칼라의 숫자가 무려 700명이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과 2008년 인터뷰 기록에 의하면 연구개발 인력이 400여 명이었으
므로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 인력은 거의 두 배로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사무관리직은 400여 명에서 미
미한 변동만을 나타냈다고 하므로 생산엔지니어의 증가폭도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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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W자동차부품사의 인원 구성과 변동

자료 : 필자 작성.

결국 W사는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국내외에서 그룹 매출액이 급
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직과 사무직의 숫자는 크게 변동하지 않고
연구개발 인력과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고용을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그만큼 연구개발과 생산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음을 의
미한다.
이렇듯 W사에서 연구개발 인력과 생산엔지니어가 다수 필요한 이유는
램프류의 개발과 생산이 보기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전
자 기술의 응용이 확대되면서, 기계와 전자의 융합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리어램프의 기술 함량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헤드램프는
매우 까다로운 품목이다. 광학에 대한 기초적인 학문적 배경이 필요한데,
이는 빛을 정확한 각도로 내보내면서도 상대편 차량이나 보행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좌우 양쪽의 헤드라이트가 전방에 명확한 상을
그리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헤드램프는 전구가 그냥 유리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빛을 쏴서 반사경을 통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성질들에 대한 국제 교통 규범을 다 지키면서도, 차량 앞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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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성능과 외관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디자인과 설계 능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른바 기능뿐만 아
니라, 미려한 외관도 갖추고 단 하나의 흠집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
산기술 역시 높은 수준을 보유해야만 한다. 결국 이 분야에서 독일의 H
사, 일본의 K사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데, W사는 독일 H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은 중국, 미국, 인도 공장 등에 설계도면이 넘겨
져 현지에서 생산되는 분업관계를 맺어 왔다. 최근 이러한 전통적 분업관
계에 일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절의 말미에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현단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체 고용 구성에서 해외 비중이
늘어나고 국내의 상대적인 비중이 떨어져 왔다는 것이며, 아울러 국내 고
용의 구성에서도 생산직은 절대 고용 규모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가운
데, 연구 개발직과 엔지니어의 숫자만 늘어났다는 점이다. 한편 이렇게
사무관리전문직 위주로 고용구성이 변화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해외공
장과 그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파견되는 주재원의 숫자가 늘어났
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룹 전체로 해외 주재원의 숫자는 2012년 80명 선
에서 2016년에는 17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들 해외 주재원의 90%는
생산과 품질 부문의 엔지니어들이므로 이 분야 고용증가의 요인 중 하나
가 해외 생산 증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W사는 다수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이러한 화이트칼라에 대
해서는 본사 HR팀이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사 내 연구소
에만 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소속은 각기 다른 계열사들로
분산되어 있다. 한편 W사는 10여 개의 계열사에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
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변화나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하나의 품목과 공장
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W사의 주력 품목은 램프류이기 때문에 램프 생
산의 모공장인 W-L사 대구공장의 사례를 살펴보자.
W-L사 대구공장의 고용량 변화는 <표 6-6>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주력 램프류를 생산하는 대구공장의 고용은 청소와 경비 등
의 용역을 제외하고 나면 지난 8년 동안 7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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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W자동차부품사의 국내외 고용 구성과 변화
(단위 : 명)
국내 W-L사(W그룹의 주력 공장)
베이징 W사
2008
2016
2006
2010
총원
479
859
총원
255
415
사무관리직
170
324(그중 R&D 211) 사무관리직
31
49
생산직
289
447(그중 계약직 50) 생산직
218
360
도급

40

88

용역

n.a.

(15)

주재원

6

6

2016
724
95
613
16
(11+5)

자료 : 필자 작성.

다. 이는 이 시기 동안 수출 증가 등 자동차산업의 전반적 발전과 특히 경
쟁력을 보유한 W사의 번창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빠른 고용증가는 사무
관리직과 생산직은 물론 도급직원 등 거의 모든 직종에서 나타났다. 이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안개등(포그 램프) 조립은 사내
도급으로 작업공간을 분리하여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나고자 했으며, 포
장 업무도 사내에서 외주화되어 있다. 한편 생산직에서는 2008년에 없던
직접고용 계약직 형태로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계약직을 포함하면 생산
직의 증가율은 54.7%인데, 사무관리직의 경우는 90.6%가 늘어나 생산직
증가율을 크게 앞섰다. 사무관리직 중 2008년 연구개발 인력의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2016년의 경우 그 비중이 65.1%에 달하여 연구개발 중심으
로 직종 구성이 바뀌고 있는 전반적 추세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생산직 중 계약직을 활용하게 된 이유는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 고령화
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이유이다. 램프류는 이른바 감성품질이 중요한 품
목이어서 매우 작은 흠집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 내 품질검사가 대
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규 생산직의 이직률은 연간 2～3% 수준으로 매
우 낮기 때문에 인력구성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서, 노안 등으로 인해
세밀한 품질검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인력을 구하기
위하여 계약직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젊은 계약직 인력
들은 잔업과 주말 특근 등을 기피하고 이직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연간
60～70%) 직장 내 정착성과 숙련향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필요한
숙련은 이미 정규직이 상당한 정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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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이직률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이직률이 높아서
평균 근속연수는 길지 않다. 계약직을 포함한 생산직의 평균근속연수는
남자 6년, 여자 8년, 전체 7년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연령은 남자 38세, 여
자 47세, 평균 43세이다. 평균근속에 비하여 평균연령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경력자, 혹은 중고령자 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신규 학졸자 대 경력자의 채용 비율은 40 : 60으로, 지역 내 30, 40대 인력
도 상당수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고학력화 경향에 따라
생산직 채용자 중 40%는 전문대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한편 W사 전체적으로는 2008년 60～70명 정도를 채용했었는데, 지난
수년간은 경영 호조로 매년 250～300명(신규 학졸자 200명 내외) 정도를
채용한 바 있다. 그러다가 최근 이 숫자가 150～200명(신규 60～70명) 정
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최근 자동차산업의 경기 침체를 반영한 현상으
로 풀이된다. 또한 2008년에는 목표로 한 100명을 다 채우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경쟁률이 100 : 1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달라진 노동시장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계약직 50명 활용, 그리고 8년 전에 비교한 도급직의 두
배 이상으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W-L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5～16%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편으로
는 임금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생산직 인원수는 정규직의 경우 5년 전 370명에서 3년 전 385명으로, 그
리고 현재 400명 내외로 늘어났다. 이는 국내 사업장의 경우 차종 구성이
점차 고급화되고 전자화되면서 제품의 복잡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부품 단가는 상응하는 비율로 높아지지 않아, 여러 다른
요인들과 중첩되면서 이 회사의 수익성은 최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 사업장의 보상과 노사관계
W사는 국내 사업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은 물론, 정규 생산직과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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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 등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기업 성장세에 맞는 고
용증가로 이해되지만, 그만큼 직원들의 보상 수준도 향상되었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W사는 대구 지역에서 유명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임금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한다. 고졸 군필 남자
의 경우 연간 급여수준은 3,20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졸 초임은 4,200만
원 정도이다. 여기에 성과급과 제수당이 추가될 수 있다.
생산직의 경우 임금체계는 전통적인 베이스업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높은 기능이 요구되는 금형과 공무팀만 기본급을 다소 높게 책정해 준다.
즉, 예외적 케이스를 빼고 나면 호봉테이블이 없는 연공임금체계를 채택
하고 있다. 임금구성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제조업체가 그러하듯이
잔업수당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는 장시간노동으로 설명된다.
W-L사는 매일 3시간씩의 잔업을 실시한다.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
해서 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 초과근로시간은 12시간에 달한다. 그
렇지만, 물량 변동에 따라 한 달에 두세 번 토요 특근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60시간을 넘기 일쑤이며, 따라서 근로시간 관련 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는 2교대와 주간고정 작업자의 비중이 45 : 55
정도인데, 따라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인원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조반장, 직장 등에 직책 수당이 주어지
며, 두 자녀까지 대학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등 기업복지 수준이 높
은 편이다.
화이트칼라의 경우도 연구개발, 사무관리, 생산엔지니어 등 세부 직무
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직무급적 성격의 급여는 거의 없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호봉제와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의 직급 상승제도
를 운영하다가 수년 전 호봉을 토대로 연봉을 산정하는 한국형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른 고직급화와 고연령화,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인사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인사제도하에서 흥미로운 것은 연구개발 인력이 많아지면서 이
에 적합한 이중승진시스템(dual track)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었다. 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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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 인력 중 관리자 트랙으로의 승진보다 기술 개발 활동에 전념하
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술트랙을 신설하고 마스터와 임원급인 기
술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마스터
15명, 기술위원 3명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사무관리직의 직무
급이나 실질적 연봉제 도입보다 빠른 것으로, R&D 인력 중심의 고용관
계 형성이 이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
다.
한편 W사에는 노동조합이 1968년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
며, 한국노총 금속연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장은 한번 집권하면
3년 임기를 수차례 갱신하는 편이며, 회사와의 관계는 우호적이다. 2016
년의 경우 기본급을 5% 인상하는 임금교섭을 완료하였다.

4. 중국 사업장의 고용과 보상
W사의 중국 사업장은 상하이의 섀시공장 이외에 내륙에도 램프 공장
이 하나 있긴 하지만, 주력은 A사 한중합작사에 납품하는 베이징 공장이
다. 2003년 진출 초기에는 독일 H사와 합작으로 경영하였으나, 현재 H사
의 지분은 24.5%로 낮아지고, 중국 자본이 24.5% 들어와 있다. 경영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W사가 주도하고 있다.
W사 베이징 공장은 A사의 급성장에 발맞추어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
여 왔으나, 최근 A사의 경영이 부진하면서 같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지난 10여 년간 생산관리와 생산기술 역량
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그것은 램프류의 한국 내 모공장인 W-L사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러한 모공장의 관리와 지원을 매개하는 핵심 고리가 주재원들이다.
베이징 공장의 주재원은 2006년 당시 6명에서 10년 후인 2016년에는 11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여기에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5명을 더하면 중
국인 이외에 한국인 관리자가 16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A
한중합작사의 공장이 3개로 늘어나고 생산량이 105만 대까지 급증한 데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파견되는 주재원은 현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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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비와 자녀 교육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최근 한국계 기업들은 현지채용인의 활용을 늘리는 추세인데, 이 기
업도 2010년 방문 당시까지 없었던 현채인이 5명이나 근무하게 되었다.
주재원 운용에서 이 기업에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현장 숙련공이 2명
파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생산현장에서 25년 이상 근속한 베테랑
들로서 사출 조건을 조정할 수 있고, 품질관리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이다.
이 회사가 쓰고 있는 사출기계나 금형 등은 10억～30억 원에 달하는 고가
의 장비이고, 그만큼 숙련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국인
숙련자를 투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외관을 중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품
질관리 역량이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표 6-6>에서 볼 수 있듯이 주재원과 더불어 중국인 근로자 수는 지
난 10년간 255명에서 724명으로 2.8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무관리직은 3배, 생산직은 2.8배 증가로 두 직종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국 사업장과는 다른 현상인데, 주로 생산 기능을 담당하
는 법인으로서 생산직 중심의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특성에 지난 10년
간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2016년의 경우 주재원을 뺀 중국인 근로자
들의 화이트칼라 대 블루칼라의 비율은 약 13 : 87로서 생산직 중심의 공
장 운영 실태를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생산직의 경우 이직률이 월 1.7%로서 국내보다 높은 편이며, 최근 청
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현재 W사 베이징 공장의 평균근속은 남자 3.5년, 여자 3.1년이며, 평균연
령은 남자 30세, 여자 31세이다.
이 기업은 A사 2공장에 인접해 있는데, 지역 내에서 완성차업체인 A사
보다는 다소 낮은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형성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생산직의 경우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포
함하여 월평균 5,000위안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며, 사무관리직 초임은
6,700위안, 과장급의 경우는 12,000위안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베이징
시가 정하고 있는 5대 사회 보험료를 다 내면 직접임금의 46%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 밖에 A사 차량 구입비 보조와 자녀 학자금 보조를 해
준다. 전반적으로 최근 수년간의 중국의 빠른 임금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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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방문 당시보다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10년
전에는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 650위안에 상여금도 지급하고 있지 않았으
며(잔업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은 미상), 대졸 초임은 1,500～2,000위안
수준이었다. 따라서 A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상당히 높은 보
상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베이스업 방식을 취하
고 있으며, 따라서 직무에 따른 임금차등은 없다. 다만, 역시 한국과 유사
하게 금형보수와 공무팀에만 기본급에서 다소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있
었다.

5. 국내와 중국 사업장의 작업조직과 노동과정 비교
W사의 핵심 품목인 헤드램프의 경우 생산공정은 다수의 고가 장비와
설비들을 필요로 하며, 나중에 조립공정에서 체결과 최종 검사 및 포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램프는 전구와 렌즈, 반사경, 베젤, 하우징 등으로 구성
되며, 최근 전구가 벌브형에서 LED 등으로 바뀌면서 생산공정이 더 어려
워졌다. 렌즈와 반사경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출기에서 금
형을 통해 모양이 만들어져 나와야 하며, 이후 표면처리와 알루미늄 증착
공정 등을 거친 이후 조립공정으로 보내진다. 최종 조립 라인에서는 베이
징 공장의 경우 25개 협력사(핵심은 11개)로부터 들어온 하우징 등과 렌
즈, 전구 등을 조립하는데, 조립 라인의 구성은 국내와 중국 공장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같은 국내 공장이나 베이징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 수요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다소의 변화들이 발생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때는 ㄷ字형으로 라인을 설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一字형으로 설계되기도 하며, 또 2차 협력사 활용 정도와 부품
수에 따라 한 라인이 4～8명으로 구성되는 등 작업자 수도 일정치 않다.
따라서 피면담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시공간을 넘어서 비교함으로써 생산
성이나 품질 수준을 짐작해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생산성과 품질 수준은 확실히 한국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의 숙련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출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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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균일한 품질이 계
속되는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속도에서 한국 공장이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품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베이징 사업장
에서도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자는 한국 사업장의 품질회의 방식과
공간이 그대로 베이징 공장에 적용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똑
같은 관리지표와 품질회의 현황판 등을 한중 사업장에서 보게 되었다. 이
는 사실 당연한 것으로서, 한국의 모공장에서 기술을 익힌 인력이 주재원
으로 가서 생산을 리드할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출장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 사업장에 지원을 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중
국 작업자들을 한국으로 출장 보내 연수를 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의 작업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것은 심지어 작업시간 설정에서도
나타났다. 한국 공장은 특이하게 12시부터 45분간 점심을 먹는데, 중국
공장의 점심시간도 동일한 45분이며, 하루 8시간 + 3시간 일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다만, 토요 특근 등에서 중국의 근로시간이 좀 더 긴 것으로 보
인다.
이보다 사실 한중 사업장의 시스템을 동일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요인
은 2012년부터 도입된 Smart Work System 때문이다. SWS하에서 중국
사업장의 ERP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는 한국과 동
일한 소프트웨어가 적용되고, 실시간으로 한국 대구 모공장에서 중국과
인도, 미국 공장의 세세한 가동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 결국 공장별로
품질 문제와 생산성, 자재 공급 문제 등을 모공장에서 모두 통제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남는 문제는 품질 등 문제 해결 능력을 각 사업
장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일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숙련이 축적된
한국 공장의 생산성과 품질 수준이 다소라도 더 높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근로자들의 숙련 형성 기간이 짧고 작업에 대한 몰입
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 공장보다는 성과 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그러나 고가의 사출 및 표면처리 장비는 동일하고 전자시스템으로 통
제되는 프로세스도 유사하기 때문에 인건비 대비 생산성은 중국 측이 더
높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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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무래도 중국은 인건비 수준이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품질 수준
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인력 투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W사 베이징 공장은 품질 검사를 위한 도급 직원을 28명을 두어 품질 문
제를 찾아내도록 하였다. 이들은 정규 작업자보다도 300위안이나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에 끌리지 않고, 철
저하게 문제점을 지적해낸다고 한다. 이렇게 문제가 지적될 경우 첫 번째
와 두 번째는 구두경고, 이후 세 번째부터는 소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몇몇 관리방식을 제외하고 나면 한중 사업장 간에 생산공정과
관리상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공장은 모공장으로서 새로
운 방식을 실험하고 적용하며, 이것을 중국 공장 등에 적용한다. 결국 W
사에서는 생산 측면에서 전형적인 모공장 - 해외공장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6. W사의 미래 전략과 고용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W사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
운데, 인력 구성에서 연구개발직과 생산엔지니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
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절대 숫자에서는 그동안의 호황과 차종 고
급화 현상을 반영하여 정규 생산직의 숫자도 소폭 늘어났으며, 계약직과
도급직을 포함할 경우 적지 않은 숫자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
나 최근 1년간 A사의 성장세 둔화 속에서 W사 역시 신규 채용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향후 국내 생산량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면 W사의 국내
고용은 확실히 기술직 위주로 재편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중국 사업장의 고유 미션은 생산법인으로서 85% 내외의 생
산직 인력 비중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베이징 법인이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개발, 중국 생산이라는 국제분업구
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6년 방문조사 결과 다소의 변화 가능성이 포착되었다. 첫째,
연구개발 인력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이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단순한 설계 작업의 경우 인도 사업장으로 위임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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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설계인력 1명의 인건비로 인도 인력 5～10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역량도 낮지 않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서, 세부 설계를 인
도 연구소에서 완성하여 국내 생산에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즉, 피
면담자가 ‘역(逆)혁신’이라고 표현하는 현상이 2018년 이후 본격화될 예
정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국내의 연구개발 인력 증가 경향도 피크를 지
나 감소세로 접어들 우려도 존재한다. 둘째, A사가 중국 옌타이에 기술연
구소를 설립하면서, W사의 옌타이 사업장 역할이 커지고 있다. 완성차업
체와 현지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양산 후 설계 변경 요구에도 응하는 것
이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데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 시장용 모
델의 경우 점차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옌타이에는 W사의 본사 공장(경북 경산 소재)보다 큰 금형 공장이 준공
되었다. 2017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국내 사업장의
생산엔지니어와 숙련공 숫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현재 본사 공장의 금형 인력은 관리 30명, 기능직 50명에 달하며, 이
들이 금형을 제작하여 중국 등 전 세계 사업장으로 보내고 있다.
이러한 예상과 전망이 향후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는 W사
의 한국과 중국, 미국, 인도 사업장 간의 분업 구조, 그리고 시장 수요와
완성차업체의 요구 등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제5절 X부품업체 사례

1. 회사 개요
1976년 A사의 한 부서가 독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X사는 머플러를 전
문적으로 개발, 제작,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동차부품업체 중 하
나이다. 연결결산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인 7천억 원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A사가 글로
벌 생산기지를 잇따라 확충하는 데 대응하여 여러 국가에 동반 진출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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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사례대상 업체 방문일시
국가
한국

중국

지역

방문일시

피면담자

울산
울산

2008. 11. 21
2010. 12. 17

C팀장 외 2인
K부장 외 1명

용인

2016. 11. 15

K이사 외 1명

베이징
옌청

2009. 7. 20
2010. 10. 13

K총경리
P총경리

베이징

2012. 8. 10

Y부총경리

베이징

2016. 11. 3

K총경리 외 4명

비고

자료 : 필자 작성.

따른 것이다. 기술연구소를 포함하여 2016년 현재 9개 해외 계열사를 보유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업장의 총고용을 합치면 약 2,800명 정도라고 한다.
X사는 울산을 근거지로 하며, A사 아산공장 등에는 별도 자회사를 설
립하여 대응해 왔다. 울산 내에서는 생산공장 이외에 2009년 생기팀을 생
산기술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면서 기술개발에 더욱 주력해온 바 있다. 그
렇지만, A사의 남양기술연구소와 양재동 본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경기도 용인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전장(電裝)연구소를 포함한 기술연구
소를 본사 내에 추가 설립하였다.
A사가 중국 베이징에, 그리고 A사의 형제회사인 B사가 옌청에 진출하
는 것에 맞추어 거의 시차 없이 동반 진출하였으며, 베이징 A사의 3공장
이 건설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베이징 공장 길 건너에 제2공장
을 지어 확장하였다.
필자는 여러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를 반복 방문
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내역은 <표 6-7>과 같다. 특히 2016년의 베이징
과 용인 본사 방문을 통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일자리의
변동에 대해 더욱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 국내 사업장의 고용과 보상
X사는 주 납품처인 A사의 머플러 수요 중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분야 수위 업체이다. 그렇지만, 완성차업체인 A사가 2010년대 이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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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산량이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X사 역시 국내 생산량은 큰 변화
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의 확대에 따라 핵
심부품 수출이나 지원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8>에 의하면 X사의 고용은 2008～16년 기간 중 10% 미만의 소
폭 증가율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머플러는 철재를 주로
소요하는 중량물로서 핵심부품 수출이 수월하지 않으며, 둘째, 핵심소재
랄 수 있는 컨버터용 백금 등은 A사가 유상사급으로 자체 구매하여 공급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으며, 셋째, 가장 중
요한 것으로서 이하에서 설명하듯이 자동화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용의 세부 구성은 방문할 때마다 다른 기준으로 설명하여 일관된 시
계열 비교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보전, 물류, 금형 등 간접업
무를 뺀 직접 생산업무 종사자만 360명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사
내도급 인원 20명이 포함된 것이다. 2010년에는 사내도급 인원에 대한 언
급을 피하였으며, 직접과 간접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정규 생산직
전체가 400명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는 도급 인원을 모두
정규직화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생산직 전체 인원이 500명 정도라고 언급
하였다. 결국 사내도급 인원을 포함한 생산직 전체를 놓고 보면 2008～
16년 중 다소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증가폭은 가늠하기
어렵다.
X사의 사무관리직 인원도 지난 수년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해외파견 주재원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공장이
<표 6-8> X사의 한국 사업장 고용 변화
(단위 : 명)
2008
796

총원

구성

직접 생산업무 360
(사내도급 20명 포함)
간접 업무 436

자료 : 필자 작성.

2010
2016
800+도급
860
생산직 400명(+사내도급 생산직 500
별도)
사무직 400명(연구직
포함)

연구직 100
관리직 260
※ 본사 90, 울산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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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면서 전 세계 주재원 수는 2008년 22명에서 2010년 34명으로 늘어
나고, 2016년에는 40명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2010년에 연구직은 97명이라고 하고, 2016년에는 100명 정도라고
했으므로 큰 증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2009년 생산기술연구
소를 설립하면서 보전공 등 생산직 사원도 일부 포함하였다가, 이후 용인
본사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울산연구소의 기능 조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R&D 인력의 변동이 어떠했는지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2016년 현재 순수 연구개발 인력 중 50명 정도는 용인 본사 연구소에
서 근무하며, 50명 정도는 울산 연구소에서 시험과 시작, 생산기술 연구
등을 한다고 한다. 용인 본사 연구소에는 17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는 전
장연구소가 포함되어 있다.
피면담자에 의하면 X사의 연구개발인력은 매년 10%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연구개발 분야 경력직 채용
도 활발하다고 한다. X사의 경우 최근 채용한 엔지니어 20명 가운데 10명
은 신규학졸자, 10명은 경력자라고 한다. 경력자들은 주로 중소기업 출신
으로 우수한 인력을 헤드헌터 회사들이 뽑아온다고 한다. 이들은 연봉에
대한 기대수준이 아주 높지 않지만, 역량은 뛰어나고 검증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경력직 엔지니어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X사는 전기자동차 시대 등에 대응하면서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위해
전장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 본사 내에 전장연구소도
설립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같은 머플러 제품 내에서도 최근 제품의 다
양성과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설계 업무는 계속 증가해 왔다. 머플러는
엔진 배기계통과 직접 연결되면서 냉각기능과 유해가스 정화기능, 진동
흡수기능, 소음감소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와
고품질 생산이 쉽지 않다. X사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이러한 복잡한 제품
의 개발과 생산에 대응해 왔는데, 2008년에 특허 21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2010년에는 생산기술 중심으로 30여 건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
였다. 2016년에는 총 특허 수가 1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2012～16) 신규 건수는 97개에 이른다. 또한 매출액 대비 R&D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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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2014년 6.6%, 2015년 6.2%로 자동차부품업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에
따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일반 사무관
리직과 구분되는 승진 경로를 마련해 두고 있기도 하다. 즉, 일반 사무관
리직이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임원의 승진 최소연한을 4, 5, 5, 5, 5
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비해, 연구원들은 선임, 책임, 수석연구원을 거
쳐 임원으로 올라가는 데 4, 7, 8, 5년을 설정해 두었다. 사원급에서 임원
급까지 올라가는 데 일반 사무관리직이나 연구개발직이나 24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승진 단계를 하나 줄임으로써 단기적인 승진 압력
보다는 연구업무에 보다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이다.
한편 생산직 인원의 소폭 증가 속에서 평균연령은 계속 높아져 온 것
으로 보인다. 2008년 방문 당시 평균연령 41세, 평균근속 14년이었던 데
비해 2010년에는 평균근속이 17～18년, 평균연령은 40대 중반이 된다고
하였고, 2016년에는 평균근속은 20년을 넘고, 평균연령은 47～48세에 달
한다고 하였다. 즉, 해가 감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신규 인력의 충원이 적은 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3. 국내 사업장의 보상과 노사관계
이러한 고령화는 연공적 임금체계하에서 1인당 인건비의 증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X사의 임금수준은 생산직 연 9천만
원,46) 사무관리직 6천만 원 정도이다. 생산직의 임금이 월등히 높은 이유
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평균연령이 앞서 말한 대로 40대 후반인 데
비하여 사무관리직의 평균연령은 30대 후반이다. 연구개발부문 경력직의
경우도 대개 대리급이나 과장급을 뽑아오기 때문에 연령이 높지 않다.
한편 X사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A사와 마
찬가지로 울산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을 A사에
견주어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이 강한 편이다. 회사는 A사의 85～90% 수
46) 2008년 방문 당시 생산직 평균임금이 연간 6천만 원 정도라고 하였으므로 지난 8
년간 A사와 유사한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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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임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A사와 마찬가지로 단협에 보장되어 있는 자녀학자금 지원, 의
료비 등 각종 기업복지 내용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다. 그 밖에 체육대
회 등 각종 이벤트도 빈번하게 개최되는 편이다.
이에 따라 X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수준은 17% 내외로서 제조업으
로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생산물량 정체와 R&D 및 설비투자
비 증가 등으로 인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아지게 되었다. 피
면담자는 해외에서 번 돈으로 가까스로 운영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청년
층 추가고용과 같은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울산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지부교섭에도 참여하
고 있는데, 금속 산별교섭의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에서 큰 애로는
없는 편이라고 한다. 2001년 대규모 파업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노사 모
두 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다만, 작업장 운영에서는 노조
의 규제력으로 인한 경직성이 있어서, 향후 생산직의 정년퇴직자들이 매
년 30명 이상씩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청년층 대체 채용 없이 자동
화나 외주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4. 중국 사업장의 고용과 보상
A사의 중국 사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X사의 베이징법인 성장도
빠르게 이루어져 왔다. 2002년 베이징에 100% 단독 투자로 진출한 이후
A사 한중합작사의 대부분 모델에 대해 머플러를 공급해 왔는데, 2015년
매출액은 19.9억 위안(약 3,500억 원), 생산량은 84만 대에 달하였다. 그
렇지만, 2014년 매출 21.6억 위안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A사가 주춤
한 영향을 받았다. 또한 신설된 4공장에 대한 납품권을 경쟁사에 빼앗김
으로써, 동반진출의 초기와는 다른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실감해
야 했다.
X사는 이렇듯 최근 베이징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지만, 2009～16년간
의 성장세는 A사 한중합작사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고용도 <표 6-9>에
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259명에서 2016년 410명으로 58.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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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X사의 중국 베이징 사업장 고용 변화
(단위 : 명)
총원

2009

2012

2016

※2010 옌청

259

330

410

224

생산직

226

265

360

(직접생산만 98/임시공 18)

(그중 도급)

(0)

(50)

(30)

(용역 30)

사무관리

30

40

44

n.a.

3

5

6

4

주재원
자료 : 필자 작성.

참고로 A사의 형제사 B사에 납품하고 있는 장쑤성 옌청에 있는 X사의
자회사는 224명의 고용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B사의 생산량이 A사보다
다소 적은 것을 감안하면 거의 비례하는 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 주요 연구대상인 베이징법인으로 돌아가면, 총원의 증가 속에서
주재원과 중국인 사무관리직, 생산직 인원이 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생산 업무 중에서는 2010년경부터 1개 회사에 사내도급을 맡기게 되
었는데, 물량 변동에 따라 고용이 30～50명 사이에서 변동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반적으로 사내도급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정규 생산직으로 인
원이 늘어났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생산현장에서는 금속 중량물을 다루기 때문에 여성 인력은 20여 명에
불과하다.47) 베이징 공장의 월 이직률은 1～2%로서 다른 중국 내 업체들
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평균연령은 31세, 평균근속은 7년 정도로
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숙련이 쌓여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2009년
조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평균근속은 3년, 평균연령은 30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라 1 + 3년 계약 이후 무고
정기한 계약으로 들어간다.
2016년 조사 결과 베이징 공장의 생산직 초임은 2,500위안 정도인데,
이는 베이징시 최저임금 1,890위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1년
에 30위안씩 상승하는 근속수당과 만근수당(100위안), 통근수당(100위안),
성과급과 상여금 400% 등을 합치고, 잔업수당이 주어지면 월평균 5,000
47) 전사적으로도 여성 인력은 30명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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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위안을 받게 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규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 30분간 석식을
취한 후에 2시간 반의 잔업이 5일간 이루어지며, 물량이 많은 경우 토요
특근도 한다. 따라서 잔업특근수당이 과거 한국에서와 같이 총임금의 상
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임을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2009년 조사 당시의 생산직 월평균임금은 2,500위안 정도였다.
역시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300위안 정도였으며, 여
기에 잔업수당이 합쳐진 결과였다. 성과급과 상여금을 합쳐서 400%를 지
급하는 것은 2009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다만 매일 3시간(석식시간 포
함)의 잔업과 토요특근 등 노동시간은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하
튼 총임금으로 보면 경제성장과 물가인상에 따라 X사의 임금도 빠르게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현재 사무관리직의 대졸초임은 5,000위안 정도이며, 과장
급으로 승진하면 8,6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생산직에게는 없는
숙박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X사가 베이징에서도 상당히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우수한 대졸 사원이 입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회사
가 임대한 아파트에서 1채 3명(1방 1인)씩 생활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중국의 노동법이 강화되던 2008년에 공회를 결성하여 오랫
동안 인사파트장이 공회 주석을 맡아오다가, 최근에는 영업부 차장이 맡
고 있다. 그 밖에 공회위원이 5명 있지만, 전임자는 없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임금교섭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기업 내 복지활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5. 국내와 중국 사업장의 작업조직과 노동과정 비교
머플러 세트는 엔진 배기장치와 연결된 WCC와 프런트, 센터, 메인 머
플러 등으로 이루어진다. 철재로 이루어지고, 부피도 크기 때문에 인력으
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으며, 더욱이 용접 부위도 많고 품질이 날로 중
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로봇으로 용접이 이루어지고, 작업자는 버튼
을 누르거나 보조용접을 하는 정도이다. 공장 내에는 공간을 나누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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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로 프런트, 센터, 메인을 연속으로 생산하도록 하며, 그 앞뒤로 프
레스와 벤딩(쇠파이프 구부리기) 등의 공정도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 생산공정 구성은 같은 엔지니어 집단이 설계하고 운영하
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업장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모든 피면
담자들은 한국 사업장의 자동화율이 더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품질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투입을 늘려온 결과인데, 모델당 한 생
산라인(프런트, 센터, 메인)의 작업자 수는 1990년대 120명에서 2000년대
초반 60명으로 줄어들고, 2016년에는 20명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내 잉여인력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자동화 기기 투입
은 대단위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48)
나아가 X사의 경우는 공정 자동화와 고품질 확보를 위하여 IT 기기를
대거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품투입 시 비전 카메라를 이용하여
규격을 엄격하게 검사하고, 만약 규격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라인이
자동으로 서도록 설계하였다. 아울러 로봇 용접 시 전압과 전류가 정상치
를 벗어나면 바로 담당 엔지니어에게 문자가 발송되도록 장치를 해두기
도 하였다.
이렇듯 울산공장의 자동화와 IT 기술 적용이 높은 데 비하여 중국 공
장들의 자동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초기에 울산공장의 낡은 설
비를 떼어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여전히 싸
기 때문에 인력 투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공정을 맡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품목과 공정에서 한국 사업장에서는 용접 전후
로딩만 사람이 하는 데 비해, 중국 사업장에서는 로딩과 언로딩을 모두
사람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 사업장은 노조의 규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용접기마다 용접 가스
를 빨아들이는 덕트를 설치해 두는 등 작업장 내 환경도 매우 깔끔하다.
그러나 생산성은 중국 사업장이 더 높은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이클 타

48) 예를 들어 울산공장 장비 대수는 2008년 당시 1,046대였으나, 2010년에는 1,158대
로 늘어난 바 있다. 또한 최근 X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 중 하나로 설비투자
부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러한 설비와 장비 도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
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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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중국이 다소 빠르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서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물량변동에 따른 전환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2010
년 옌청 공장에서는 작업자들의 이직률이 낮아 숙련수준이 빠르게 높아
졌고, 이에 따라 전 직원의 50%가 어떠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는 숙련자
들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밖에 생산기술과 보전 인력을 충분히 육성하여
사고와 라인 정지 등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생기, 금형, 보전 등을 포함하여 모든 기능은 한국의 기술자들과 숙련공
들이 중국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한 결과이다.49)
생산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외주화인데, 외주화율의 한중 간 차이
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전체 물량의 60%를 외주로 소화하
는데, 최근에 외주화율이 크게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X사의
2차 협력사는 50여 군데인데, 그중 주요업체는 15～16개 정도이다. 중국
베이징 공장의 2차 협력사는 20여 개이며, 그중 한국계 동반진출 업체는
5개이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부품 현지조달률은 95%로 일부 특허부품을
제외하면 거의 다 중국 내에서 조달되고 있다.

6. X사의 미래 전략과 고용
X사는 A사의 오랜 핵심 협력업체로, 앞으로도 A사의 부침에 따라 운
명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첫째는 매출선 다변화이며, 둘째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신
기술 개발이다.
매출선 다변화를 위하여 X사는 중국 내 상하이GM이나 로컬업체 상하
이자동차 등에 대한 납품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상하이 공장의 고용은
60 ～70명 정도로, 아직은 소규모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납품선을 확
대하기 위해서는 개발업무를 지원하는 연구소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고 2012년 상하이 인근 타이창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른 주
49) 반대로 중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포상 차
원의 한국 출장과 연수이며, 기능 향상은 주로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하는 현장지
도를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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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파견도 초기부터 5명에 이른다. 향후 이러한 매출선 다변화가 성공
하게 된다면 국내 공장의 상대적 물량 비중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전기자동차 시대에는 머플러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장품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최근 용인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전장연구소를 포함한 기술연구소를 본
사에도 설립한 것은 이 회사의 미래 비전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결
정이었다.
따라서 이제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X사의 국내 고용은 주로 연구
개발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도 최근 경향은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신규학졸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울러 생산직에 대해서는, 직접 임금 9천만 원, 복지비를 포함
할 경우 이미 1억 원이 넘은 상황에서 앞으로 매년 30명 이상씩 발생할
정년퇴직자를 대체 채용하지 않고, 로봇과 외주화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
어서 생산직 기능인력의 고용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6절 비교와 종합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지난 15년여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바 있
다. 생산량과 품질 수준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자동차강국과 어깨를 나
란히 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자동차산업은 국민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육성, 지
원하고자 하며, 심지어 자유시장경제를 자랑해오던 미국조차 글로벌 금
융위기 와중에 GM을 파산에서 구원함으로써,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시킨 바 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일찌감치 해외현지생산이 전개된 바 있었는데,
무역마찰의 가능성을 피하고, 환리스크를 줄이며, 현지 소비자에 즉각적
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2000년대
이후 해외 현지생산공장을 잇따라 건설하였다. 이 중 본고는 A사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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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사 사례를 다루었는데, 국내 고용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베이징 법
인의 고용은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용의 질 측면에
서도 부분적으로만 치유된 장시간노동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로 사회적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완성차 A사뿐 아니라, 대형 부품사인 W사와 X사에 대한 여러 해에 걸
친 반복 방문조사를 통해서 국내 고용은 연구개발과 엔지니어 중심으로
재편되고, 해외 고용이 생산증가에 따라 생산직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개 회사 사례의 고용 관련 항목을 정리해 보면 <표 6-10>과 같다. 지
난 10여 년간 국내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의 총고
용은 11,693명이나 늘어났다. 그런데, 정규 생산직의 증가는 사내하도급
인원들을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전환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현장의 순수
한 증가 효과는 3.7%에 지나지 않았다. 주요하게 증가한 것은 연구개발인
력(3,800명)과 사무관리직(2,500명)으로, 해외사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직종 구성의 변화를 확인하게 된다. 즉, 중국 고유모델 개발을 포함하여
해외 시장을 위한 모델 개발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이와 관련된 인력의 증가가 뚜렷하다. 반면 정규직화 효과를 빼고
나면 생산직의 증가는 국내 생산의 정체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동안 크고 작은 라인 설비의 개선이 있어 왔음을 고려
<표 6-10> 사례대상 업체들의 고용 변동 요약
국내
총고용(명)
A사

W사

X사

54,711(2006)→
66,404(2015)
479(2008)→
859(2016)

중국
직종구성

총고용(명)

생산직(사내도급 포함)

2,710(2004)→

+3.7%, 연구직+64.4%,
사무관리직 2,500명 증가

13,777(2013)→
15,619(2016)

생산직(계약, 도급 포함)
255(2006)→
비중
724(2016)
68.7%(2008)→62.5%(2016)

생산직 비중
84.5%(2004)→
84.8%(2015)
85.5%(2006)→
84.7%(2016)

796(2008)→

n.a.

259(2009)→

87.3%(2009)→

860(2016)

(2016년 연구직 100명)

410(2016)

87.8%(2016)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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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노조의 강한 규제력 속에서 고용 감소를 막아 왔을 가능성이 높다.
A사의 중국 고용 역시 생산량의 급속한 증가에 맞추어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A사의 중국 법인은 연구개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생
산과 중국 내수판매를 기본 미션으로 하며, 따라서 생산직의 비중이 85%
내외로 대단히 높고, 그 비중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이러한 특성은 W사와 X사도 마찬가지여서, 놀랍게도 생산직의 비중이
X사가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면 3사가 거의 동일하다. 즉, 홍장표(2016)
가 언급하듯이 복제형 FDI로서 생산 기능에 특화된 법인으로서의 특징들
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형 부품사인 W사와 X사는 중국 내 고용이 생산량 증가에 따
라 늘어 왔으며, 국내 고용 역시 핵심부품 수출과 매출선 다변화 노력 등
에 힘입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증가율은 W사가 X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긴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W사의 헤
드램프가 X사의 머플러 생산보다 노동력 투입이 많은 공정의 특성을 갖
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W사의 제품이 보다 다양하여 제품다각화에 따
른 더 빠른 성장이 가능했고, 셋째, 울산에 입지한 X사보다 대구에 입지
한 W사의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추가 고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금 차이는 지역요인 이외에 X사 노조가 전투력과 조
직력이 강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속해 있고, 인근 A사의 높은
임금․복지 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W사는 전형적인 한국노
총 사업장으로서 노사협력의 특성이 강한 편이다.
이로부터 완성차업체의 생산직 고용은 정체 상태, 임금이 높은 협력사
의 고용은 소폭 증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협력사의 고용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2차 협력사와 관련한
깊은 조사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고용 증가율이 낮은 X사의 외주
비율이 60%임을 고려하면, 물량 증가의 상당 부분은 2차 협력사에 의해
수행되었을 것임을 짐작케 된다. 한편 세 회사 모두 연구개발직의 고용량
과 고용비중은 상승해 왔는데, X사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W사의 증가폭이 커서 거꾸로 생산직 비중은 빠르게 감소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68.7%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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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3사에서 국내외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공장의
생산직 비중은 일정하여 생산법인으로서의 기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충
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국내 법인들은 연구개발직과 사무관리직
의 비중이 늘어나고 생산직 비중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지
만, 같은 호황과 성장세 속에서도 기업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어서 장비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는 X사의 고용 증가율과 직종 구성 변동이 가장
적었다.
한편, 국내 개발, 중국 생산의 분업구조는 3사에서 공통적인 특성이지
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모공장의 중심성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나타냈다.
A사는 모공장에서 시행착오와 학습을 통해 성장해온 생산엔지니어들이
해외 생산에 그러한 노하우를 전수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새로운 공
장을 지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해외공장들을 지으면서 새로운 기법을 적
용하고, 새로운 생산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베이
징 3공장과 4공장에서 모듈부품을 컨베이어로 직접 투입하고 원키트 시
스템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등의 혁신 기법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인적 차
원이 아니라, 적어도 공간적 의미에서는 국내 모공장의 중심성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공장들의 생산성, 품질수준, 편성
효율, 유연성 등이 모두 중국을 비롯한 해외공장들에 뒤지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국내공장의 중심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노사간
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국내 물량과 고용은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
었다.
이러한 해외공장의 높은 생산성은 X사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
지만, 적어도 설비와 장비의 선제적 투입과 시험생산에서는 X사 모공장
인 울산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A사와는 양상이 달랐다. 마지막으
로 W사는 국내 공장의 중심성이 생산성이나 신기술 도입에서 모두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공장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우수 인력의
파견이 많아져, 국내 공장의 혁신 역량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국 시장에 자동차를 직접 수출하는 것은 2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부품현지화율을 높이는 등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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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에 부응해야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현지 생
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다국적 자동차메이커들이
중국 내에서 현지생산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국의 A사도 그러한 점에서
예외는 아니며, 그것을 한국에서 수출함으로써 국내 고용을 늘릴 수 있으
리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A사 노조가 회사와 맺고 있는 단협과 같이 힘으로 국내 물량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는지는 불확실하다. 해외에서 신공장
들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모공장으로서의 지위도 크게 약화되고 있는 최근
의 변화들은 국내 고용을 지키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일러주고 있다. 더욱이 옌타이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A사의 전략과
인도에서 상세설계를 해서 들여올 예정이라는 W사의 사례 등은 연구개발
인력 등의 측면에서도 고용창출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일자리의 창출 혹은 유지에 관한 사회적, 경제적
논의가 필요함을 자동차산업 사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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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 사례

제1절 연구목적 및 조사 대상

어느 경제나 의식주를 기본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섬유의류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술함량이
낮은 제품부터 생산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이 섬유의류산
업부터 산업발전에 나서게 되며, 특히 봉제를 중심으로 한 의류업은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노동이 풍부한 개
도국에 적합한 산업이기도 하다.
반대로 선진국은 보다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제품에 특화하면
서 개도국이 생산한 의류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의류산업은 소비지에 가까이 입지하면서 패션과 기호의 변화에 신
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
는 산업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의류산업 내에서 유니클로, 자라 등 SP
A50)라는 업태가 등장하여 유행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여전히 선
진국의 주도성이 발휘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섬유의류산업은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
국은 각종 쿼터나 관세를 통하여 무역장벽을 높게 구축해온 산업이기도 하
50)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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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4～2004년까지 유효했던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re Arrangement
: MFA)은 섬유의류 수출량에 쿼터를 제한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
고자 한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MFA에 의하여 글로벌 상품연쇄(Global
Commodity Chain : GCC)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한국
과 홍콩, 대만 업체들이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
함으로써 GCC와 의류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초래한 것이다(Gereffi, 1994).
WTO 협정에 의한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가 2005
년 이후 섬유의류산업의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쿼터제는 철폐되었지만, 관세와 비관세장벽, 혹은 유럽이 개도국
에 부여하는 GSP, 혹은 미국 주도의 무역 블록 등 다양한 우대조치들 혹
은 차별화에 의하여 섬유의류산업은 여전히 제도와 무역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단지 개도국의 저인건비를 겨냥할 뿐 아니라, 다
양한 입지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류업체들은 1960년대 이후 해외수출을 통하여 성장해 왔는
데, 단순 봉제업과 조립공정에서 출발하여 생산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책
임지는 OEM 업체로, 나아가 스스로 디자인 기능을 갖는 ODM과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OBM 업체로 도약하기도 하였다. 홍콩, 대만과 더불어
한국의 이러한 발전과정은 미국의 빅 바이어들(big buyers)이 주도한 구
매자 주도형 상품연쇄(Buyer-Driven Commodity Chain)에서 단계적 학
습과 산업고도화(industrial upgrading)를 통해 성공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Gereffi, 1994, 1999).
더욱이 홍콩, 대만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의류업체들은 MFA 체
제하에서 일찌감치 해외공장을 건설하여 진출하면서, 현지의 생산기능을
통제함은 물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샘플제작, 조달과 물류 등에 이르
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full package 업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51)
이에 대해 Gereffi(1994 : 114)는 이미 오래전에 BDCC하의 중간자적 존
재(middleman in the BDCC)라고 불렀으며, 이후 논문에서는 이러한 생
51) full package 업체 이전의 단계는 CMT(cut, make, trim) 업체, 즉 단순 가공․조
립 업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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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조달의 위계를 다층적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multi-layered global
sourcing network)라고 규정하였다(Gereffi, 1999 : 39). 한국 의류업체 등
의 개도국 진출에 의하여 삼각 제조(triangle manufacturing)가 이루어지
게 되었다는 것이다(Gereffi, 1994).
이후 의류산업을 소재로 한 글로벌 상품연쇄, 혹은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한 숱한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교역의 수면 아래
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내 공정 분업과 그에 따른 중간재 교역과 생산 분
업의 전체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대는 진출 대상국의 고용과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수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온 가운데, 최근
Barrientos et al.(2011)이 정리한 경제적 고도화와 사회적 고도화의 병행
발전 필요성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의류산업을 소재로 18개 개도국
의 경제적 고도화와 사회적 고도화에 대한 양적 지표 중심의 분석을 전개
한 Bernhardt(2013)의 연구는 경제적 고도화보다 사회적 고도화가 더 어
렵다는 사실을 일러주며, 그 이전에 일단 경제적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사
회적 고도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류산업의 국제화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다. 특히 제러피가
규정한 대로 중간자적 위치(middleman in the BDCC)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나 대만, 홍콩계 기업의 본국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MFA에서 ATC로 의류산업의 국제무역규범이 바뀐 이후 섬유
의류산업의 지형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에 따른 고용과 노동의
변화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MFA 종
료 이후 중국의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베트남 의류산업52)과 이에 대한 한국업체들의 역할과 본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의류산업에서 동아시아의 투자와 고용
의 흐름을 보고자 하는 것이 본장의 목적이다. 특히 국내외 고용의 관점
52) 이에 대해서는 Bakken(201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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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직종 구성의 변화에 대해 주목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장치와 신기술 적용이 더욱 중요한 섬유산
업보다는 봉제를 중심으로 한 의류산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국내 의류업계는 내수 위주 브랜드 업체와 수출 위주 OEM 업체, 그리
고 동대문 등 자기 완결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들의 클러스터로 구성된
다53). 그중 동대문 패션시장은 원단과 부자재 조달, 기획과 디자인, 패
턴․샘플 제작, 패션 제조, 도소매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한류와 연
계되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박훈, 2016a).
반면 내수 위주 브랜드 업체는 한국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
고는 있으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주로 중국 등 개도국에 아웃소싱하
여 생산을 진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국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결국 국내 고용창출 능력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집단은 수출 위주 OEM 업체들로서, 본고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이 업체들은 전형적인 구매자주도 상품 연쇄(BDCC)의 중
간고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업과 개발 기능은 주로 한국 본사에서 수
행하고, 직접 생산은 베트남 등 개도국에서 수행하는 업체들이다. 이 업
체들은 대형 바이어들과의 오랜 거래 관계, 그리고 뛰어난 중간관리 능력
과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도국에 비해서 경쟁우위
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GPN에 편입되어 소품종 대량생산
을 주업으로 하는 이들의 국내외 고용량은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가?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은 무엇인가? 국내외 고용의 질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 것이 본장의 목
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로 베트남에 진출한 의류업체들
을 현지조사 하였다. 그리고 그중 A사에 대해서는 국내 본사에 대한 인
터뷰도 진행하였다. 베트남 현지조사는 2016년 6월과 10월 두 차례, 하노
이 인근과 호치민 인근에서 각각 두 개 업체 방문을 통해 수행되었다. 매
53) 동대문과 남대문 클러스터, 그리고 대구섬유단지 등에 대한 연구로는 전명숙 외
(2007)를 참조하시오. 이 보고서는 산업지구모델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보는 본고의 접근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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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의류업체 사업장 방문일시와 피면담자
국가

회사

한국

A

서울

2016. 11. 18

Y본부장

A

호치민 인근(빈증)

2016. 10. 20

P법인장 외 2명

B

호치민 인근(빈증)

2016. 10. 20

Y과장 외 1명

C

하노이 인근(남딘)

2016. 6. 9

K전무 외 3명

D

하노이 인근(타이응위엔) 2016. 6. 6

Y상무 외 2명

베트남

지역

방문일시

피면담자

비고

자료 : 필자 작성.

기업마다 2～4명의 피면담자와 2～3시간 정도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산현장을 견학한 후 인적자원관리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질문에는 반드시 국내 본사와의 역할 분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으
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니트분야 국내 1위 업체인 A사에 대해서 본사
인사 책임자를 2시간 동안 면담하였다.

제2절 의류업의 기본 특성

섬유의류산업은 크게 보아 섬유산업과 의류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섬유산업에 보다 많은 자본과 신기술이 소요되며, 의류산업은 패션에 민
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필요 숙련수준이 낮아서 개도국에 적합
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54)
봉제 의류 산업은 인건비 비중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55)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선진 자본은 개도국에 생산기지를 마련하거나
54) “(의류산업의) 확산은 오늘날 전 세계 의류 수출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저
소득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의류산업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2,500만 개가 넘는 공식고용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Gereffi(2013), ｢의류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고도화와 인력개
발｣, 국제노동브리프, 2013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18.
55) 의류 부문 OEM 기업은 매출원가의 60%가 원재료비, 20%가 인건비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
01&c1=1003&nkey=2016091901086000071&mode=sub_view(2016년 10월 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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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확대해온 바 있다. 특히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문을 받
아서 1960～90년까지 30여 년간 한국, 대만, 홍콩의 의류산업이 크게 발
전한 바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이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Es)의 임
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중국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함으로
써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미국시장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에 따
라 한국, 대만, 홍콩 등의 점유율은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중국 역시 빠른 임금인상을 나타내게 되
고, 결국 노동집약적인 봉제산업 기지로서의 매력이 급속히 떨어지게 되
었다.56) 따라서 주요 생산기지로서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
[그림 7-1] 의류 생산기지의 이동과 역할 변화

자료 : 한국경제매거진의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일부 수정.

56)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4년 2억 7,400만 달러, 건수로는 2005
년 314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2015년에는 투자건수 14건, 투자
금액 1,700만 달러에 불과하게 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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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림 7-1]에서 기존의 제품수명
주기(product life cycle) 이론과는 상이한 변화들이 관찰된다. 우선 중국
이 산업주도권을 동남아 국가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대
한 소비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자기완결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섬유산업에서 봉제업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전반에 걸쳐
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뿐 아니라, 미국 바이어에 맞먹는 중국 바이
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빠른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중국 자
본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진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주요한 의류생산국으로 부상
하였지만, 이들 국가의 로컬업체들은 영업과 개발 능력이 취약하여 ODM
은 말할 것도 없고, OEM 생산도 버겁다는 점이다. 결국 주로 미국의 주
문을 받아 개발과 중간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국과 대만, 홍콩계 기
업들이 감당하게 되는 다층적 조달체계(Gereffi, 1999)가 전형적으로 나
타난다.
국제무역규범이 MFA에서 ATC로 바뀌는 거대한 지각변동과 2008년
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세계 의류산업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표 7-2> 주요 국가별 섬유수출 비중 현황
의류
국가

섬유소재및제품

2000

2009

2014

국가

2014

1

중국

18.2

33.9

38.6

중국

35.6

2

EU

28.7

31.0

26.2

EU

23.8

3

방글라데시

2.6

4.0

5.1

인도

5.8

4

베트남

0.9

2.7

4.0

미국

4.6

5

인도

3.0

3.8

3.7

터키

4.0

6

터키

3.3

3.7

3.5

한국

3.8

7

인도네시아

2.4

1.9

1.6

대만

3.3

8

미국

4.4

1.3

1.3

파키스탄

2.9

9

캄보디아

0.5

0.8

1.2

일본

2.0

10

한국

2.5

0.4

0.5

베트남

1.7

자료 : 박훈(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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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확대되었다.57) 유사한 BDCC를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아프
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의 비중은 하락하고, 중국 이외에 인도와 베트남 등
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Bernhardt, 2013).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표 7-2>에서 볼 수 있듯이 의류부문 세계 수출점유율이 2000년 0.9%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4.0%에 달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주문을 소화
해 왔지만(Nadvi et al., 2004), 2006년 WTO 가입을 비롯, 미국과의 교역
확대를 겨냥한 한국, 홍콩 등 의류선진기업들의 진출에 힘입어 도약하게
되었다.58) 즉,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됨으로써 제2의 도약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섬유의류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
하여 1994년에 347건을 기록하였다가 이후 등락을 거듭한 후 2005년 443
건을 피크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현재 100건에 머물고 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1996년 3억 5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가 2015년에는 4억 4,000만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 동향에
서 특기할 점은 투자 건수는 100여 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투자금액
은 2011년 5억 8,900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 오히려 높은
<표 7-3> 국내 의류산업의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 변화(%)
2000

2004

2007

2010

2013

2015

3.7

4.9

15.8

26.6

34.1

61.9

중국

61.8

80.8

64.7

39.2

29.3

9.5

아시아전체

75.9

91.4

89.6

96.2

89.0

93.7

5.8

18.4

31.3

35.9

25.3

41.4

26.1

54.4

34.6

25.8

4.0

3.3

47.6

84.3

89.3

88.8

50.2

59.9

베트남
신규
법인수

베트남
투자금액 중국
아시아전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DB｣.

57) OECD World Trade Statistics에 의하면 세계 섬유산업의 시장점유율에서 아시
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5.5%에서 2014년 59.8%로 늘어났다.
58) 베트남 의류산업의 수출대상국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일본(32%)과 독일(14%)
이 1, 2위를 차지하고, 미국은 6위권 내에 들지도 않았으나, 2012년이 되면 미국
이 1위로 올라서면서 수출점유율이 무려 53%에 달하게 된다. Bakken(201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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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최근 수년간 섬유의류업 해외투자의 건당
투자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의류업으로만 좁혀보면 투자대상국별로는 <표 7-3>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 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10% 미
만으로 하락하고, 베트남의 비중이 60%를 넘게 되었다. 금액 측면에서도
2010년을 계기로 베트남이 중국을 앞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자본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베트남을 주요하게 활용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수출입은행 자료에서 투자목적별 투자구
조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의 저임
금활용이나 수출촉진에서 최근에는 현지시장 진출로 기본 목적이 변화하
였으며, 베트남은 2000년 이후 일관되게 저임활용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내로 돌아와보면 [그림 7-2]에서 볼 수 있듯이 섬유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중국보다 다운스트림과 미들스트림에 보다 특화된 특
성을 지니고 있다(박훈, 2016a). 즉, 화학섬유나 방적사보다는 직물, 염색
가공, 그리고 의류제조에 보다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섬유의류산업의 가치사슬에서 나름대로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부가가
치와 고용을 창출해 왔지만, 최근 10여 년간 자동화투자와 해외진출, 그
리고 중국에 비교한 경쟁력 상실 등으로 고용은 감소세를 보여 왔다. [그
림 7-3]은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섬유산업과 의류산업 모두
1999년에 비해 2014년 고용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기본 산업으로서의 섬유의류산업의 행로에 대해 다시 검토하게 되는 계
[그림 7-2] 섬유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자료 : 박훈(2016a),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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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구분법과 달리 섬유의류산업 역시 첨
단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과 결부될 수 있고, 또 산업용 제품 등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의류산업에서도 끝없이 고부가가치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기반이라면 그 실태와 향후 정책
을 살펴볼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국내 의류업은 한편으로 인구 5천만 명의 내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
속적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외로부터의
조달과 3국 기지를 활용한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한국섬유산업연
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해외 진출 봉제 기업들의 만족 비율은 56.0%에 달
했다. 낮은 인건비(33.0%)와 인력 확보의 용이성(27.8%), 대량생산에 의
한 생산비 절감(18.3%), 원자재 공급의 용이성(10.4%)이 주요 요인이었
다. 특히 해외 법인 생산제품의 품질은 한국의 93% 수준까지 올라왔고
우리 업체가 직접 기술을 이전한 경우에는 한국 본사의 95%에 달해 거의
대등한 것으로 조사됐다.59)
[그림 7-3] 섬유의류산업의 고용 추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59) 한국섬유신문사, ｢해외진출 韓섬유패션기업 “현지생산 늘린다”｣,
http://www.ktnews.com/sub/view.php?cd_news=97434(2016년 10월 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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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낮은 노동생산성과 노무 관리의 어려움(47.6%), 인프라 시설
미비(22.9%), 현지 진출 업체의 과잉경쟁(16.2%)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이를 통해 최적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직물과 미들스
트림의 생산 집적화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 ‘섬유소재-염색가공-의류’로
이어지는 원스톱 생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60)
그렇다면 국내 봉제업의 수준은 어떠한가? 국내 패션의류산업의 비가
격 경쟁력은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디자인 수준 미흡, 마케팅력 열세 등으로 크게 뒤
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인 수준은 이
탈리아의 60%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이다(박훈, 2016a).
한편 국내 봉제업체는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자들을 많
이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기술 인력의 고령화 속에 젊은층 인력의 유입
단절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생산직 종사자들은 40대 이상이 전체
의 92.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50대가 51.2%로 절반 수준을 넘
고 60대 이상도 9.4%에 달하고 있는 반면, 20대 이하는 1.6%에 불과하
다.61) 낮은 임금수준, 봉제업체(3D 업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피현상,
열악한 작업환경,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단절되어 있
는 것이 문제이다(박훈, 2016a).
국내 봉제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봉제업체 취업
기피 요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각각 32.2%, 26.0%, 22.5% 및 15.7%가 힘
든 직무,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작업환경, 3D 업종 이미지를 지적한 바
있다.62) 또한 국내 봉제업체들은 영세업체(가내 수공업형, 가족생계형)
위주로 구성됨으로써 독자적인 판로 개척 및 기획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봉제업체들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종사자 5인 미만의
가내 수공업형 업체가 전체의 6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0) 앞의 각주 자료와 동일.
61) 박훈(2016b : 104)의 <표 4-3> 참조.
62) 박훈(2016a : 105)의 [그림 4-4] 참조.

제7장 의류산업 사례 237

그리고 5～9인 사이의 가족생계형 업체 비중이 21.8% 및 10～19인 업체
가 6.9%에 달한다(박훈, 2016a).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림 7-4]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봉
제의류업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은 적은 편이며, 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이 몰려 있었으나, 그마저도 최근 10여 년간 그 숫자가 크
게 줄어들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들은 동대문 클러스터 등을 통한 매출선 확보와 공동 브랜드
사용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영세 봉제업을 넘어서는
글로벌화된 선도 기업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적
극 편입되어 있는 OEM 수출업체들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적어도 의류산업에서는 중국에 이어 주요 생산기지로 떠오
[그림 7-4] 봉제의류업의 사업체 규모별 고용 추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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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는 베트남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동아시아 내 국제분업구조
가 이러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를 규명할 필요
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제3절 A사 사례

1. 본사 기능과 국내 고용구성
A사는 니트 분야 국내 최대 의류 제조회사이다. 1986년 설립 당시부터
국내에 공장 없이, 협력업체의 봉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자신의 공장
은 미국령이어서 섬유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이판으로부터 출발하
며, 이후 역시 미국 수출이 용이한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의 중남미 지역,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두 축으로 생산을 전개해
왔다. 이렇게 전 세계 10개국에서 41개 생산공장을 운영하여 하루 평균
생산량이 176만 장, 연간 매출액이 2015년 현재 16억 달러에 달한다. 아이
티, 코스타리카,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공장의 종업원 수는 6만 명
정도이다. 원사, 원단, 봉제에 이르는 수직통합형 구조를 갖춘 토털 섬유
의류 그룹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메이커들 거의 모두와 거래
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칭다오 공장은 2014년에 철수한 바 있다.
A사의 본사에는 2016년 현재 8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임원은
20명이다. 10개국의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300명 정도인데, 이
중 본사에서 직접 파견된 근로자(주재원)는 60명, 현지채용인은 240명 정
도이다. 그러나 주재원의 경우에도 해외법인에 발령이 나면 형식상 퇴직
처리를 하고, 대신 본사 복귀확인서를 발급한다. 2년의 임기(관리 업무는
3년), 혹은 그 이상 일하고 돌아올 경우에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는 것
이며,63) 퇴직금 측면에서도 전혀 손해가 없도록 배려한다. 현지채용인은
63) 젊은층은 주로 복귀를 원하고, 고연령, 고직급자는 현지 체류를 원하는 경우가 많
다고 한다. 또한 대도시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거주 여건도 복귀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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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 언어에 능통하거나 소요가 되는 부문의 기능이 뛰어난 자로 선발
한다. 파견 근로자는 현지 수당 등으로 인해 현지채용인보다 보상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그 격차는 거의 없어질 정도로 줄어들었다. 해외
파견은 팀장급 1명, 시니어 1명, 3년차 이상의 주니어 사원 1명 등 3명이
한 팀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데, 이는 다른 경쟁사에 없는
이 회사의 고유한 전략이라고 한다.
다시 본사 정규직 870명으로 돌아오면, 영업 인력이 60%, R&D 15%,
구매 15%, 관리 10% 정도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영업 인력이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데, 바이어와의 대응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까
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매출이 늘기 위해서는 영업 인력이 같이 증가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2001년 매출액이 1억 달러 정도였는데, 2015년
매출액이 16억 달러로 늘어나는 동안, 영업 인력도 9배 정도 늘어났다.64)
OEM 수출의 경우 영업 인력이 하는 일은 바이어의 요구를 받아서 샘
플이 오면, 혹은 샘플을 제작하면서 원가를 계산하여 가격을 제안하고,
바이어와의 협상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주문서인 PO(Purchase
Order)장이 오면 원부자재 조달부터 생산과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
정을 관장한다. ODM 수출의 경우는 샘플을 사전에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업무까지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부서 디자이너와의 협력이 더욱 중
요하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숙련을 갖추어야 하는데, 처음 입사하여 받는 4
주간의 집체 교육 이외에 도제식 교육으로 2년 정도는 업무를 해보아야
혼자서 바이어에 대응할 수 있다. 의류 부문은 보통 4계절에 따라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2년, 8번 정도의 주기가 지나야 혼자서 원가 계
산과 생산 및 소재 부문과의 소통, 그리고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해내는 능
력은 입사 후 4년차 혹은 대리급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

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한편 2～3년으로 해외 근무 연한을 설정한 것은 너무 오
래 해외에 머물 경우 기술과 패션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64) 2001년의 정규직 총원이 100명이 안 되었는데, 지난 16년간 인원수가 9배 정도 늘
어나는 동안, 영업인력도 그만큼 증가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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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과 더불어 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바이어의 기대를 충
족시켜 주는 개발업무를 하는 디자이너들은 R&D 부서에 배속되어 있다.
R&D 부서에는 디자인팀 4개, 소재개발팀 2개, 워싱 이노베이션팀 1개 등
이 존재하며, 모두 10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한다. 이들은 대부분 의상학
과, 의류학과 출신들이며, 일부 석사들도 있지만, 급여에서 석사 학력 우
대는 없다. 또한 해외의 유수한 의류 관련 대학을 졸업한 인력도 다수이
며, 디자이너들 중 10명은 뉴욕 오피스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담당 고객
과 제품군에 따른 바이어도 거의 정해져 있어서, 영업사원과 더불어 제품
개발과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영업사원과 디자이너가 뒷받침해줌으로써, 바이어에 능동적으
로 대응65)할 수 있는 기업은 의외로 많지 않다. 현재로서는 한국계, 대만
계, 홍콩계, 인도계 기업들이 다수이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생산기능
만 있지, 이러한 영업과 개발 능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한다. 따라서 동남
아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개발과 생산의 분업이 형성되는 것
이다. 다만, 인도계 기업들은 영업에서 생산까지가 수직 통합되어 있으며,
중국은 홍콩계 자본이 주도하는 대미수출 이외에 자체 시장이 커짐으로
써, 또 다른 분업 및 생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여하튼 A사의 경우는 이러한 영업 및 개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니
트 분야 국내업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사원의 육성이 도제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직 역량이 대단히 중요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렇지만, 주로 미국과 시차가 다른 데 따른 업무의 불규칙성, 업무
량 과다, 업무의 복잡성 등 때문에 이직률은 연 15% 정도로 높은 편이다.
결국 신입사원이 업무를 채 익히기도 전에 선임자가 이직하게 되는 경우
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력직 채용도 다수 이루어진다고 한다. 경력직
역시 같은 수출 중심 의류업계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같은 메
이저급이 아니면 경력에서 6개월～1년 정도를 감하여 급여가 책정된다.
한편 영업사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소재 조달을 포함한 샘플 제
작 및 수정, 즉 샘플 팔로업인데, 단순하면서도 번잡스러운 일들이 많아
65) 이러한 대응을 follow-up이라는 표현을 쓴다. 팔로업은 좁게는 샘플 제작과 수정
작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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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140명, 아르바이트생을 70명 정도 활용하고 있
다. 알바생이 그야말로 방학 중, 혹은 휴학 중 샘플 우편 발송 등 주변적
인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비하여 파견근로자들은 전문대 의류학과 출신
들도 많다. 이들은 정규직 사원들을 도우면서 업무를 익혀 나중에 정규직
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중견 의류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인력과 트랙이 구분되
기 때문에 임금수준도 80% 정도에 그친다. 문제는 지난 수년간 바이어의
요구 내용이 복잡해지고 샘플 수가 늘면서 70～80명 수준에서 140명 정
도까지 늘어났지만, 이러한 샘플 팔로업 주변 업무가 베트남 등지로 이전
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이 인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경제적 업그레이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한국의 주변 인력부
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구조이다. 한편 A사는 샘플을 자체 제작하는 비
율은 5%로, 관련 인력은 15～20명에 불과하고, 95%를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 성수동, 동대문, 최근에는 중국 이주노동자가 다수 거주하는 구로동
지역에 샘플 제작을 맡기고 있는데, 수백만 장의 주문에 대한 샘플도 수
백 장에 이르기 때문에 그 코스트 절감도 절실하여, 향후 샘플 제작도 개
도국 생산기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A사는 의류업계 선두주자답게 대졸초임도 성과급을 합칠 경우 5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임금수준이 높다. 그렇지만, 임금체계는 호간 차이가
연간 2% 정도인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과 개발 등 직무 사이의
임금차이도 없다. 더욱이 다른 경쟁사보다 직급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폭
도 커서 최근 고직급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이다. 경
영진이 수익은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
인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은 경쟁심
화로 한 자릿수로 하락하여 향후 인력관리와 관련한 방침 전환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피면담자에 의하면 관리직 숫자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업무를 합리화하며, 매출 증가에 긴요한 영업과 개발 중심의 인력 운영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바이어들은 아시아지역에서 서울과 홍콩 등에 영업 기지를 둔 경
우가 많았는데, 최근 홍콩과 호치민 등으로 동남아에서 직접 조달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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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A사도 영업과 개발 기능에서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A사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매출 감소는 별로 걱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은
중남미 30%, 베트남 30%, 인도네시아 30%, 기타 10% 등으로 지역 포트
폴리오 구성이 고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베트남 사업장 사례
A사는 베트남에 6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필자가 방문한 호치민시
에 인접한 빈증 공장은 2005년 설립된 최초의 진출 기지이다. 니트제품의
봉제 업무가 주요 미션이며, 한국계 협력업체 5개사에 외주도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생산 봉제라인은 104개이며, 협력업체 라인은 물량에 따라
100～150개 정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총원은 7,100명 정도인데, 그중 비베트남인은 60명가량으로, 한국인 파
견 주재원 32명, 현지채용인 10명, 필리핀인 10명, 조선족 7명 등이다. 필
리핀인과 조선족은 A사의 해외진출 초창기에 사이판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서 기능수준이 높기 때문에 QA(Quality Assurance)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
현지인 7,000명 가운데 사무직은 100여 명에 불과하고, 현장직은 6,900
명으로 철저하게 생산기능에 국한된 공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무직
중 남자의 비중 10%, 현장직 중 15%로 여성 인력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현장에서 남성은 재단이나 창고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여성들은 대부
분 미싱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직률은 높은 편이어서 월 3.5% 정도이며,
따라서 평균근속연수는 3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정규직이더라도 1년 + 1
년 계약을 체결하며, 세 번째 계약하면 종신 계약을 하는 셈인데, 현재 종
신계약자 비율은 60～70% 정도이다.
A사는 생산효율화를 위하여 린 생산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산현장
곳곳에서 낭비 제거를 위한 개선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원단이
들어오면 창고에서 소재 검사가 이루어지며, 오더에 따라 해당 소재가 투
입되면 우선 원단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방단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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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업무에 들어가는데, 최근 도입된 독일제 자동재단기가 컴퓨터 프로
그램에 따라서 천을 모양대로 잘라준다. 여러 겹의 원단을 차질 없이, 끝
처리를 말끔하게 하면서 잘라내기 위하여 밑에서 에어를 불어주게 된다.
이러한 자동재단기의 투입에 따라 인력을 15% 절감하고 품질수준도 제
고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정리된 옷감이 투입된 후 봉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검사, 다림
질, 다시 검사와 태그 붙이기, 최종 검사,66) 바이어 검사 후 출하 등의 과
정을 거친다. 재단부터 검사까지의 전 공정은 라인당 60～65명 정도가 투
입되어 일을 하며, 그중 봉제 업무는 32명이 맡고 있다. 미싱은 16명씩 2
열로 배치되어 있다.
직접 생산공장의 근무시간은 07:30～16:30분이며, 잔업이 이루어질 경
우 20시까지 3시간 반을 근무하고, 이때 저녁식사 시간도 유급으로 쳐준
다. 만약 18:00시에 퇴근하면 저녁식사 없이 1시간 반을 잔업을 하는 셈이
다. 이러한 3.5시간 잔업은 일주일에 이틀, 1.5시간 잔업은 일주일에 3일
을 실시하여 일주일에 총 11.5시간의 잔업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럴 경우 베트남 노동법에서 정한 월 30시간 잔업 규정은 지킬 수 없지
만, 바이어들의 오디트 기준은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하기 때문
에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A사 빈증 공장의 임금수준은 총 850만 동(한화 약 42.5만 원) 정도이다.
미싱 경험이 없는 비기능공은 최저임금 수준인 375만 동을 받으며, 미싱
사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수당을 7% 더 받지만, 이들의 임금은 경력에 따
라 매우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총임금의 30% 정도가 잔업수당이라고 하
며, 그 밖에 주택수당, 교통수당, 기술수당 등 제수당이 60만～65만 동, 설
날 상여 100%, 기타 만근수당 등이다. 이러한 생산직 평균임금에 비해 대
졸초임은 약 600만 동 정도로서 이보다 적은 편이다.
베트남은 물가상승률도 높고, 중국과 비슷하게 임금 인상 정책을 펴고

66) 최종 검사 중 한 가지는 작업 중에 혹시 바늘이 부러져서 들어가지 않았나를 검
사하는 바늘검침기 공정이다. 아동복의 경우 이러한 금속 성분이 발견되면 치명
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바이어는 바늘검침기를 일제를 쓰도록 요구하는 등 때
로 기계와 장비를 지정하기도 한다.

244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있기 때문에,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14.5%, 7.5%(2017년 1월부터 적용)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 정부는 임금체불이나 저임
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금테이블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계 기업들도 호봉테이블을 갖고 있으며, 1호봉 상승에 따라 5% 임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다만, 비기능공은 이 호봉테이블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 또한 미싱사와 QA, QC 업무 간에 임금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생산
라인별로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회사는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회사 설립 때부터 노조를 결성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장은 총무팀장이다. 노조위원은 10～12명을 두고 있으
며, 노조비는 회사가 2%, 개인이 1만 동을 내는 방식이다. 빈증성 송탄공
단노조 산하로 편제되어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는 친목도모와 각종 복리
활동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노조와 무관하게 2005～12년까지 거의 매년 파업
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주로 공단 내의 연쇄파업 형태를 취했는데, 임금
비교가 주요한 이슈였다. 즉, 옆의 사업장보다 낮은 임금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며, 결국 사용자들 사이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이제 업체
간 임금차이는 거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협의에 공단 내 중
국계, 홍콩계 기업들도 참여함으로써 임금과 관련한 쟁점은 거의 사라지
게 되었다. 또한 과거 빈발하던 파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던 식사의 질
도 이 지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
하게 되었다. 더욱이 빈증 지역의 최저임금이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조
정되어 빠른 임금상승을 견디지 못한 로컬 기업 등이 공단을 떠나면서 인
력난은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파업 건수를 크게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A사 역시 2012년 이후에는 파업을 겪고 있지 않다.
다만, 과거에도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
으며, 공단 내 상급노조와 경찰 등이 개입하여 쉽게 타결된 경우가 많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하튼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파업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생산활동 역시 안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임금수준과 식사의 질 등 근로조건은 물론 환경, 안전 문제 등과 관련
한 바이어들의 오디트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최근에는 ILO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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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받은 Better Work Vietnam이라는 프로그램의 리포트를 바이어들이
인정하는 경향이며, 신규 바이어들은 직접 오디트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고 한다. CSR 업무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1명 있으며, 컴퓨
터에 입력된 내용을 바이어가 보고 일상적인 점검을 하는데, 필요하면 추
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체로 주문이 몰릴 때 잔업시간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하며, 최근의 주요 이슈는 화재 시 안
전통로 확보 등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많다고 한다.
A사 빈증공장에서는 주요 30여 개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
는데, 원단은 중국 50～60%, 한국 20～30%, 인도네시아 10%, 베트남
10%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부자재의 조달 결정은 주로 본사에서 이
루어지지만, 최근 본사 통제하에 단위 공장이 자체적으로 주문하는 발주
량도 늘어나서, 역시 본사 기능의 현지 이전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제4절 B사 사례

B사 역시 니트 분야의 세계적인 수출업체이다. 1992년 창립되어 사이
판 공장을 운영하다가 철수하고,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과
테말라, 니카라과 등에 진출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베트남에 7
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을 합쳐서 베트남 내 매출액이 2015년 4억
7,300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매출액은
2위 인도네시아나 3위 캄보디아의 두 배 정도 수치이다.
이렇게 주로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하여 미국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경
우가 많은데, 주문은 한국 본사가 받아서 각 생산 공장에 배분한다. 본사
인력은 약 920명이며, 전 세계 종업원 수는 39,000명 정도이다. 그중 베트
남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2002년에 준공한 빈증 공장에는 4,900여 명이 일
하고 있다.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은 12명, 현지채용 한국인은 27명이며,
조선족이 12명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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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방문했던 빈증 공장 내 1공장에는 13개 생산라인이 있는데, 1라
인당 작업자 수는 59명, 그중에서 봉제 인력은 35명으로, 앞서 A사보다
약간 적은 편이다. 이 공장의 다림질 공정은 남성을 주로 활용하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여성인력의 비중이 89%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 회사가 한국에서 작업장혁신의 전도사로 통했던 M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각종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는 점이다.
ME(Merchandizing Excellent)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혁신 활동은 그
이전의 생산자 중심의 마인드를 내부와 외부 고객 위주 관점으로 바꾸고,
그에 따라 리드타임을 60일로 단축하고, 각종 품질활동을 강화하였다. 외
주를 통한 완성품 생산은 없으며, 프린트, 자수, 워싱, 봉제 등 특정 공정
을 맡고 있는 협력사가 20여 개 존재한다.67)
이 회사는 또한 철저한 CSR 활동으로 유명하다. CSR 담당 부사장이
엄격하게 컴플라언스 여부를 점검하며, 따라서 공장별로 CSR 담당자들
이 1명씩 배치되어 있다. 이 회사의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준수 여
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노동시간에 대한 것이다. 이 회사는 한번 잔업
을 하게 되면 유급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3.75시간을 근무하며, 이러
한 잔업을 일주일에 두 번 실시한다. 결국 7.5시간씩 4주를 잔업하게 되면
30시간으로, 베트남 노동법의 제한 내에서 잔업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바이어와의 협의하에 40～60시간의 잔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회
사들과 다른 행태이다. 다만, 이 기업에서도 주문이 워낙 밀리게 되면, 바
이어와의 협의에 의하여 주당 3회 잔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고 있는데, 오랜 바이어
들과의 관계하에서 A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Better Work Vietnam 조건
을 충족하는 리포트를 제출한다. 베터워크 베트남에서는 1년에 4회 직접
근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파업 흐름 속에서 이 회사도 예외는 아니
어서 2년 전에 파업, 1년 전에는 태업을 경험한 바 있다. 역시 사업체 간
임금차이가 파업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역시 빈증 지역에서 업체 간 임
금을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67) 그중 베트남 업체는 아직은 2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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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에서 볼 수 있듯이 수습기간을 지나 연차가 올라가도 주변적
인 업무에 머물러 있다면 숙련공의 타이틀은 형식적일 뿐이다. 실제로는
내외부의 경력을 인정받아 절단 분야든, 아니면 봉제나 완성, 정비든 리
더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 직무로 규정받는 한 임금상승은 제한
된다. 또 경력사원 채용이 많고, 이직이 빈번하기 때문에 입사 당시 봉제
의 경우 미싱 업무 테스트 등을 통하여 기능에 적합한 호봉을 부여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기본급 체계가 송탄공단 내에서 거의 공통으로 적
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근의 의류업체들은 다년간의 파업을 거치면서 자잘한 수당들도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아예 수당체계도 통일하였다. <표
7-2>에서 볼 수 있듯이 통근수당, 만근수당, 주택수당 등이 업체마다 거
[그림 7-5] 빈증지역 송콩 공업단지 기본급 체계(호봉테이블)
(단위 : 베트남 동)

자료 : B사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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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빈증지역 송탄공단의 의류업체 공통 수당표
(단위 : 베트남 동)
통근
수당
수당
금액

만근
수당

위해
수당

주택
수당

교통비
보조

200,000 110,000 80,000 200,000 50,000

육아
보조급

전체

15,000
15,000
(6개월 이상)

640,000

근속 수당

자료 : B사 내부 자료.

의 통일되어 있고, 그 합계는 모두 64만 동(한화 3만 2천 원 정도)을 지급
한다.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정(coordination)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B사에는 일찌감치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며, 노조 위원 7～8명이 활동하
고 있다. 이들은 매달 1회 자체회의를 개최하며, 1년에 네 차례 경영진과
정기적인 노사간 대화를 진행한다. 임금인상과 같은 주요한 사항은 노조
대표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이 밖에 식사의 질을 확보하
기 위하여 노조 간부와 CSR 담당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Food Committee
를 가동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이 회사의 식사 단가는 14,000동(한화 700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모성보호 법제가 강한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
영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직 등에서도 준법경영은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7개월 이상 임산부 125명과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자 253명, 합
계 378명은 유급으로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답게 양호한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며, CSR 활
동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다. 다른 공장들과 달리 전원 유니폼을 깔끔하게
입고 있는 등 근로환경과 질서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생산공
장의 안정적 운영 속에서 점점 샘플 제작을 현지공장에서 수행할 것이라
고 설명하여, 역시 멀지 않은 시점에 본사 주변 인력부터 고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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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C사 사례

C사는 우븐 분야 국내 1위 생산업체로서 니트 분야 1위인 A사와 비슷
한 대략 2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1974년 설립되어 A사보
다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특히 1980년 일찌감치 방글라데시에 현지생산
공장을 지어 국제화를 시작하였다. 원사, 원단, 봉제에 이르는 수직통합적
생산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 메이커에 OEM(90%), ODM(10%)으로
제품을 수출한다. 아울러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시장에 자기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여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는 과거 경기도 성남에 모공장을 갖고 있었으나, 1998년 폐쇄하
고 물류센터로 전환하였다. 이렇듯 생산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샘플제작
인원도 10～15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외주 처리하거나 해외 공장에서 샘
플도 제작한다. 베트남 사업의 경우 대부분 베트남 현지에서 샘플을 제작
한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부터 해외로 진출하였는데, 1세대 국내공
장 시대, 2세대 방글라데시 개척 시대, 3세대 중국 개척 시대를 거쳐 현재
4세대 베트남 개척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글라데시
공장의 규모가 훨씬 커서 고용규모가 55,000명에 달한다.
베트남에는 필자가 방문한 주력 남딘공장 이외에 흥옌과 박장에도 새
로운 공장들이 들어섰는데, 이들의 고용을 모두 합치면 12,000명 정도가
되지만, 아직 방글라데시 사업 규모에 비하면 한참 적은 편이다. 그렇지
만, 중국의 물량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서 향후 베트남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에는 2003년 남딘에 공장을 지으면서 진출하였고, 2005년 초부
터 생산을 개시하였다. 남딘 공장에 약 8,000명, 흥옌 공장에 2,200명, 박
장 공장에 1,500명 정도가 일하고 있으며, 주재원은 각각 10명, 2명, 2명,
그리고 법인장까지 15명에 불과하다. C사는 방대한 방글라데시 사업에서
도 주재원이 5명에 불과할 정도로 현지화에 철저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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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C사의 경우 사무전문직의 숫자도 400여 명으로 적지 않
으며, 그중 절반인 200여 명이 개발 업무를, 나머지 절반이 사무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점이다. C사는 공장을 시작하기 전부터 샘플실을 먼저 운영
하고, 개발 인력부터 채용한 바 있다. 따라서 샘플 제작도 베트남 현지에
서 다수 이루어지며, 2016년에는 40여 개 바이어에게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R&D 센터(Textile Library)도 설립하여, 개발 업무를 보조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발 업무를 위하여 과학기술대학의 의류학과 출신
들을 인턴으로 6주간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중 우수자를 리쿠르팅 한다.
한편 협력사는 베트남계가 8개, 한국계가 2개로서 많은 편은 아니다.
C사가 베트남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첫째, 방글라데시에 생산이 집중
되면서 각종 리스크에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하고자 하였다. 둘째, 인건비 수준이 낮았다. 현재는 1인당 인건비가 200
달러를 훌쩍 넘어섰지만, 2003년 생산 개시 당시의 임금수준은 50달러에
불과하였다. 셋째, 토지 이용 등에서 지역 정부의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주어졌다. 한편 베트남 내에서도 남딘에 이어 흥옌과 박장으로 확장한 이
유도 지역 간 포트폴리오를 통한 인력난 해소 때문이라고 한다.
남딘 공장은 한때(2007년) 인력 수가 12,000명에 달하였으나, 인력난 등
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높여 대응하면서 비슷한 생산량에 현재는 8,000명
보다 약간 적은 고용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 전체가 15개 소공장으로 구
성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중에서 1～10번 공장은 봉제공정 위주이고,
13번은 워싱공정, 기타 원단 제작 공정도 있으며, 패딩생산 공장도 보유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난, 채용난을 겪어 왔는데, 이는 인근에 한
국계 기업들은 물론, 대만계, 싱가포르계, 홍콩계 기업들도 다수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C사는 이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동화와 생산혁신 활동을 추진해 왔는데, 방글라데시 공장 등과의 교류
를 통하여 새로운 혁신 기법이 부단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린 생산방식의 도입과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C사 베트남 공장에는 방
글라데시인이 테크니션과 중간관리자로서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초기 60명 정도에서 점차 줄어든 결과인데, 여하튼 글로벌 기업으로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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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인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 숙련공 공
급이 끊긴 국내의 사정을 반영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1개의 소공장(160×48미터) 내에는 30개 라인이 돌아가고 있으며, 작업
자 수는 보통 700～800명 정도이다. C사는 최근 니트 분야로의 생산비중
확대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남딘 공장에는 니트 품목
생산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9공장에서는 119개 생산 모
듈이 각각 6～7명 작업자로 이루어져 니트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다. 우븐
생산의 경우는 22명이 한 개의 라인을 구성하고 라인 장의 통제하에 작업
이 이루어진다. 라인 생산과 모듈 생산을 구분하는 것은 품목의 차이만은
아니고, 단위당 가치(Standard Minute Value)가 높은 경우는 라인 생산
을 통하여 생산속도를 높이 설정하고(시간당 14장 생산), 단위당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모듈 생산으로 배정한다(시간당 19～20장 생산).
전체 현장인력 7,600여 명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80%를 차지하는데, 직접
봉제 인력의 비중을 75% 내외로 유지하려 한다.
봉제인력을 포함하여 전체 현장 인력의 숙련수준을 A, B, C급으로 나
누어 기본급을 차등 지급한다. 남딘 지역의 최저임금은 310만 동인데, 베
트남 노동법에서 봉제인력에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은 350만 동(약 17만 5천 원)이며, 3주 트레이닝 이후 작업에 투
입된 C급에게는 이 금액이 지급된다. 이후 숙련수준이 제고되어 B급이
되면 400만 동, A급이 되면 450만 동이 주어진다.68) 현재 숙련별 인력 구
성은 A급 20%, B급 60%, C급 20% 정도이다. 이렇듯 숙련수준에 따라
기본급의 차이를 두며, 직무수당은 없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급여가 주어지는데, 생산보너스 40만
동,69) 만근수당 20만 동, 통근수당 20만 동, 잔업수당 70만～80만 동, 설
날 상여 100% 등이다. 결국 통상임금은 500～600만 동 정도이다.
잔업수당은 월 40시간 정도로 계산된 것인데, 바이어의 승인하에 월 50
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을 관행상 상한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장 근무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출근시간을 07시와 07시 30분으로 이
68) 대졸초임은 400만 동 정도라고 한다.
69) 생산 라인마다 목표를 정하여 그것을 달성할 경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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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하는 등 출퇴근시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점심도 3조로 나누어 먹는
다. 한편 주간만 근무하는 봉제공장과 달리, 직물 공장은 24시간 가동하
기 위하여 2조 맞교대를 실시한다.
보상과 관련하여 C사의 최대 이슈는 주변 업체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개수임금제(piece rate) 도입 여부이다. 개수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C사와 같이 품질을 중시하고 복잡
한 옷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불량이 많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방글
라데시, 중국은 물론 남미공장에서도 모두 월급제를 실시해온 C사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주변 기업들이 개수임금제를 실시하면
서 우수인력을 빼가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노사간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장시간노동으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 아직까지 C사의 이직률은
월 2.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러한 임금체계 차이로 인한
인력 손실을 두려워한다.
임금수준은 2016년 1월부터 14%를 인상하여 적용하였으며, 2015년에는
남딘지역이 최저임금 3급지에서 2급지로 상향 조정된 영향도 있어서 24%
나 인상된 바 있다. 이렇듯 임금수준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
적인 보수체계와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C사의 경우도 바이어들의 각종 감사(audit)를 받는데, 사회 감사(social
audit)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는 현지인 HR 매니저의 책임이다. 인터뷰
결과 그 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C사의 경영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시스템화되어 있고, 또 회사
방침 자체가 컴플라이언스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오디트를 나오는 바이
어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오게 되며,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 6개월에 한
번 올 수도 있다. 한 번 오디트를 나오면 2～3일 정도 머물면서 자료 검토
이외에 직접 근로자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는 노동시간이
나 아동노동 등보다는 안전, 환경 등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고 한다.
C사는 현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결성하고 있는데, 노조 위
원은 15명, 대의원이 200명에 달한다. 노조위원장이 아닌 다른 간부들 2
명이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주로 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하며,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거 파업이 발생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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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베트남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노조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웃
사업장과의 임금비교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인근에 한국
계 업체 20여 개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규모의 차이들이 커서 임금
수준의 조정은 쉽지 않다고 한다.

제6절 D사 사례

한국에서 1973년 창립된 D사는 니트류 분야의 강자로서, 인수합병 등
을 통하여 탄탄한 내수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다. 1991년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스웨터류를 생산하는 등 일찌감치 국제화에 나선 바 있다. 베트
남에는 2002년 빈푹성에 진출하였으며, 2009년 타이응위엔성에 필자가
방문한 제2법인(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룹 전체 매출이 4억 5,000만 달러
정도인데, 그중 베트남 1공장이 1억 달러, 2공장이 9,500만 달러를 생산하
는 등 베트남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 2공장 매출의 98%는 미국 수출에
의하여 발생하며, 60%는 OEM, 40%는 ODM 수출인데, ODM이 OEM에
비해 특별히 마진이 많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베트남에 입지한 이유로 피면담자는 첫째로 풍부한 인력을 들었으며,
특히 삼성전자 2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산업 기반이 거의 없었던 이 지
역으로 들어온 이유는 인구가 많아서라고 대답하였다. 둘째로는 이 인력
들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 셋째는 공항과 항구 등에 대한 근접성이 좋
아 물류가 양호하다는 점, 넷째는 지역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를 입지 요
인으로 꼽았다.70)
D사의 타이응위엔성 송콕 공장에는 55개 생산라인이 가동 중이며, 외
주 라인은 15개이다. 55개 라인 중 니트 라인이 50개이며, 우븐 분야로 진
출하기 위하여 5개 라인을 2015년 4월부터 운영 중이기도 하다.
월 2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송콕 공장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모두
4,500명 정도이다. 초기에는 6,000여 명으로 운영하였는데, 숙련수준이 미
70) 예를 들어 토지사용료를 16년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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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아, 인원을 줄이면서 정예화했다. 아울러 린
생산방식의 도입과 개발 등 생산공정의 합리화에 노력한 결과이다.
실제로 생산라인을 견학하면서 린 생산방식을 적용하고, 작은 개선을
이룬 많은 사례들을 설명들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싱 작업할 때 끝이
말리면 불필요한 동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에어를 쏴줌으로써 자동으로
펴지도록 하였다. 또한 실밥을 뜯는 가위를 미싱 테이블에 아무데나 놓아
두면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을 달아서 자동으로 제
위치로 오도록 동작분석을 한 사례 등도 있다. 아울러 잘 안 보이는 구석
은 밑에서 빛을 쏴서 작업하도록 하는데, 그 불빛 때문에 작업공간이 점
점 뜨거워지므로, 최근 이를 LED 전구로 바꾸었다. 기타 안돈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린 생산방식의 원리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서울
본사에 린 혁신팀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1개 라인은 보통 6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그중 절단과 완성 사이에 있
는 봉제라인에는 32대의 미싱이 2열로 배치되어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봉제 인력은 35명이다.71) 미싱과 미싱 사이의 거리도 작업장혁신을 위한
다년간의 강구 끝에 1.2미터에서 90센티로 줄였으며, 이에 따라 재공품
재고의 흐름을 효율화할 수 있었다. 그 밖에 고성능 미싱을 투입하고 자
동재단기도 도입하는 등 기계화를 통한 대응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입고 시 원단을 철저히 테스트하고 그 기록을 Document Room에
보관함으로써 5년이 지나도 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72) 아울
러 Machine Map을 공무팀 내에 붙여놓아, 미싱들의 보전 상태를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재원 10명과 현지채용 한국인 8명, 필리핀인 기술자 9명 등과 함께
근무하는 베트남인은 모두 4,500명 정도이다. 이 중 현장 직접생산인원이
4,200명이며, 현장 내 간접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100명을 포함하면 90%
이상이 제조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무직원 200여 명은

71) 한 로트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주문 물량이 적을 경우 16
대, 27～28대 공정도 구성 가능하다고 한다.
72)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옷감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그
근거를 바이어가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단 기록 등이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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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와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생산인력의 평균연령은 20세 정도로 매우 젊은 편이었지만, 인근에 삼
성전자 제2공장이 들어서면서 인력을 빼앗겨 2016년 현재 29세 정도로
높아졌다. 이직률은 월 1% 정도여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주로 재단과
완성분야에서 그만두고, 봉제 인력은 상대적으로 직장 내 안착성이 높다.
피면담자는 오버로크와 삼봉을 포함한 세 종류의 미싱 기계를 모두 다룰
수 있는 A급 기능 인력이 35～40%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주변인력의 유동성이 높아, 전체적으로 평균근속은 2～3년에 불과하다.
D사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최저임금 3급지로서 120달러 내외이다.
이 회사는 이보다 높은 160달러를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각종 수
당을 다 합치면 월 290달러 정도로 다른 회사들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본급은 호봉테이블에 의하여 결정되며, 잔업수당은 150%의 임금률
을 적용받는데, 월 평균 잔업시간은 60시간 정도이다. 이는 베트남 노동
법의 한도를 넘는 것이지만, 바이어들의 오디트에서는 통과되는 수준이
라고 한다. 그 밖에 만근수당, 통근수당 등 여러 수당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를 생산인센티브로 통합하여 주당 50만 동을 지급하고, 생산량 목표의
130% 이상을 달성하면 60만 동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기능수당을 10
만～40만 동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의 인센티브 기능이 다른 회사들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D사 역시 바이어들의 사회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불시 점검을 나와 11개 항목에 걸친 평가를 진행한다고 한다. 근로조
건 감사에서 특별히 문제 될 소지는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성보호 조항을 잘 지키고 있어서 임신 및 출산 등에 따라 유급 1시간
모유수유시간 등을 배려받는 인원이 300명에 달한다. 정규직은 첫 번째 1
년 계약 이후 두 번째 1～3년을 맺으며, 파견공은 쓰고 있지 않다.
D사는 현지법에 맞추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
며, 지역 공단노조 산하에 편제되어 있다. 노조 위원은 8명이지만, 전임자
는 없고, 사무실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노조비는 회사가 2만 동, 개인
이 1만 동을 내는데,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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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률)은 초기 20～30% 수준에서 점차 높아져 2016년 현재 70%라고
하였다. 한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
역사회에 대한 기부 등 많은 CSR 활동을 하였으나, 역시 삼성전자가 진
출한 이후 규모와 방식에 차이가 많아서 빛이 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본고의 사례 대상인 A, B, C 기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다른 대기업
들에 비해서는 근로조건이 다소 미진하지만, 나름대로 대기업으로서 양
호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사의 기능과 베트남 현지의 생산기능은 명확히 구
분되지만, 바이어들의 요구에 의하여 샘플 제작 업무 등이 점차 베트남으
로 이전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영업기능도 강화되어 MD
(Merchandizing) 업무 인원이 최근 3년간 30% 이상 증가하였다. 즉, 미국
쪽 바이어와 직접 연락하는 업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피면담자
는 5년 후 정도면 베트남에서 바로 디자인과 개발도 수행해야 할지 모른
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그것은 베트남 인력들의 숙련과 디자인 수준의 발
전 속도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여하튼 디자인과 영업
측면에서 국내 고용이 항상 안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7절 비교와 종합

이상에서 섬유의류산업 중 주로 미국 등 선진국 big buyer들의 주문을
받아 베트남에서 대량 생산하여 이들 나라로 OEM 수출하는 우리나라 대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류산업에서 동아시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
크와 그에 따른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았다.
[그림 7-6]은 베트남 현지 공장은 물론 본사 인터뷰까지 이루어진 A사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다른 3개 기업과 본질에서 차이는 거
의 없다. 거대 시장을 배경으로 바이어가 글로벌 가치사슬을 지배하며,
이들은 때때로 생산에 필요한 소재는 물론 기계와 장비까지도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주문을 받아내고, 때로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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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의류산업 국제분업구조와 일자리

자료 : 필자 작성.

쟁업체와 차별화된, 배타적인 주문을 끌어내는 영업사원의 역량이 대단
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본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디
자이너들이 영업사원과 처음부터 함께 개발과 샘플제작, 승인 업무에 참
여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들 영업과 개발, 디자인을 중심으로 본사 기능이 이루어지며, 결국
본사의 직종 구성은 철저히 영업사원과 디자이너, 관리 인력 중심이다.
다만, 샘플제작 업무는 C사의 경우 베트남에 대부분을 맡기고 있으며, A
사의 경우는 영업사원과 디자이너가 주도하고 파견과 알바 등 주변인력
이 이를 도와주면서 동대문이나 성수동 등에 외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었
다. 그런데, A사의 경우도 점차 이러한 샘플 팔로업 업무를 베트남으로
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존에 남아 있는 본사 업무 중 주
변업무부터 개도국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생산기능은 개도국으로 이전되는데, 의류 쿼터 혹은 관세, 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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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등 관련된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중남미와 동남아로 지역 포트폴리
오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원부자재를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샘플 제작업무와 마찬
가지로 조달 업무도 점차 현지로 이관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역
시 본사 업무 영역의 축소를 예상케 된다.
현재까지 이러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따라 봉제인력에 대한 고용
은 <표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수천 명씩 창출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베트남에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많아서
다른 공장들까지 포함하여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또한 중남미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현지인을 고용하
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글로벌 고용규모는 10만 명에 근접하는 경우
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기업의 본사 고용은 천 명을 넘기지 않는다. A사와 같
이 파견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이 별도로 카운트되고 있다고 쳐도 수
백 명이 더해질 뿐이다. 결국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은 개도국에
치중하고, 국내는 디자인과 개발, 영업,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분업구조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A사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사무관리전문직의 숫자
가 해외사업 확대에 따라 지난 16여 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5>가 보여주고 있듯이 현지고용은 생산직 중심이며, 개발과 영
업, 관리는 소수의 사무직과 한국인 주재원들에 의하여 주도된다. 그런데,
베트남 공장에서도 인력은 무조건 대량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B, C, D 기
업에서 지난 수년간 다소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한편으로 빠
<표 7-5> 조사대상 의류업체 고용 현황
회사

본사 고용

조사대상 공장
고용

생산직

주재원

전세계 고용

A
B
C
D

870
920
472
631

7,100
4,900
8,000
4,500

6,900
4,750
7,600
4,300

42
39
10
18

60,000
39,000
80,000
n.a.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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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임금상승 속에서 인력난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
로 임금상승에 대응하여 자동화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개 기업 모두 린 생산
방식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베트남 내 한국계 의류기업에서는 Humphrey & Schmitz
(2002)가 말하는 공정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현지에서는 나름대로의 경제적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봉제공정
의 린 방식 도입 이외에도 와싱73) 공정의 혁신, 그리고 샘플 제작 확대,
소재와 기계 등의 철저한 이력 관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한국인 주재원과 현지채
용 한국인 중심, 그리고 일부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등 제3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현지 인력 중 남성은 주로 재단과 포장, 다림질 등의 업무에 종
사하고 있으며, 봉제는 대부분 여성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생산직
의 고용은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해 4개 기
업은 모두 바이어의 사회 감사(social audit)를 염두에 둔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R 책임자가 이 업무를
담당하거나, 아예 전담자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은 환경 및
안전 문제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결국 적어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의 경우는 노동과 관련하
여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시간
과 관련해서는 바이어들의 요구 수준이 까다롭지 않는 등의 느슨한 제약
속에서 월 30시간이라는 베트남 노동법의 잔업 시간 한계를 흔히 넘어서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어서 CSR 활동에 가장 철저한 B사의 경우는 거의 30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베트남에서 규제가 강한 모성보호 등에서도 4개 대기업은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일단은 준법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에 대해
서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고, 특히 처음 입사한 미숙련공 이외
73) 1차 생산된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무늬를 넣는 염색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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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부분 미싱을 다루는 숙련수준에 따라 시장임금을 받기 때문에 적
정한 임금수준이 확보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적정한 임금수준을 업계가 공통으로 마련하고 적용하기까지는
지난 10여 년간 숱한 파업을 거쳐야 했었다. 베트남 노조는 공산당의 통
제하에 있기 때문에 파업 등의 단체행동에 적극적이지 않으나, 흔히 파업
은 인근 기업과의 임금비교 속에서 거의 자발적이고 우연적으로 발생해
왔다. 결국 A, B사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역 내에서 통일된 기본급 표와
수당 수준에 합의하면서 파업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임금체계와 수당 내역까지 합의한 호치민시 인근 빈증 지역의 사례와
는 달리 남딘 지역에 입지한 C사의 경우는 주변의 개수임금제와 구분되
는 월급제를 실시하면서 인력 이동 억제와 관련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품질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수임금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기업
의 입장은 개수임금제로 인한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노동시장의 힘 앞에
서 흔들리고 있었다.
여하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한국계 대기업들의 전략과
국제시민단체의 압력을 받고 있는 바이어들의 감사에 기반하여 4개 사례
대기업들은 물론 그들의 중소 협력업체들까지 근로조건의 준수에서는 특
별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경영스
타일이 밀어붙이기식과 신속성, 유연성, 임기응변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
문에 현지인들이 때로 당혹스럽거나, 자존심이 상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한편 이러한 의류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개 속에서 A사의 경
우 국내 고용이 늘어나는 등 영업과 개발 업무, 그리고 주재원 풀의 형성
만으로도 고용 증가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A사의
고용증가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GPN의 확장에 따른 국
내 고용 증가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미국 무역 및 산업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변화가 GPN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은 모두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을 주요한 의류산업
기지로 부상하게 만든 주요한 동력이었던 TPP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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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국내 섬유의류산업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연구개발비
(십억 원)
의류
섬유산
업전체
제조업

연구원수
(명)

매출액대비 종업원 천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명당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
(명)
(백만 원)

2010

71

969

1.52

99.4

73.3

2014

198

2,527

1.00

81.9

78.3

2010

153

1,826

1.44

69.2

83.6

2014

327

4,093

1.19

76.0

79.9

2010

28,737

178,440

2.80

128.8

161.0

2014

44,328

236,429

3.63

128.0

187.5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임하자마자 폐기된 바 있다.
대외환경의 변동과 무관하게 전문적인 영업인력이나 개발인력, 디자이
너 등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
쟁력과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연구
개발 활동은 의류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일 것이지
만, <표 7-6>에서 볼 수 있듯이 의류업의 연구개발비는 제조업 평균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편에 속한다. 즉,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종업원 천
명당 연구원 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등이 제조업 평균에 한참 미치
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는 이탈리아나 독일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독일이나 이탈리
아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의류생산이 왕성하고 고급품의
수출이 다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는
패션디자인과 더불어 생산기능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일본이나
독일 등이 섬유산업 기계류 생산과도 깊게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는 양상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4)
74) 4개 대기업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내 기업들 가운데 여럿이 독일제 재단기계를 사
용하고 있었으며, 금속 검침기 등은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일본제를 쓰고 있었다.
이는 독일과 일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최근 아디다스는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여 아시아 내의 위탁생산량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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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수출 위주 국내업체들이 영세업체 위주의
동대문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국내 생산기반과 숙련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개성공단 등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
은 대단히 유의미할 수 있는데,75)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봉제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다시 시도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래
야 한반도 전체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
면서 고용의 양과 질 모두를 겨냥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독일에서 대량생산 라인을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2016. 9. 19.)
한국경제매거진, ｢로봇이 바꾸는 의류산업 ‘브랜드로 승부’｣, http://magazine.
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3&nkey=201609190
1086000071&mode=sub_view(2016년 10월 6일 접속)
75) 사례 대상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2016년 2월 갑자기 중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D사의 경우 2004년 6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되
고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여 폐쇄 직전까지 900여 명을 고용
한 바 있었다.

해외 사례와 정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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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겪
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GM과 크라이슬러에 대
한 구제금융 조치를 단행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복원하고자 노력하였다
(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이러한 연방정부의 제조업 정책은 기
존 연방정책의 기조와는 다른 것이었다. 기존 연방정책 기조가 주로 과학
기술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오바마 정부는 혁신정책과 산업정책
을 연계하려고 노력하였다(Hemphill, 2015). 이처럼 연방정부가 제조업
정책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제조업 부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산
층을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 일자
리는 다른 부문의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이고 안정적이다
(Helper et al., 2012).
2000년대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미국 제조업 고용규모가 급격히 줄어
들었다. 현재 제조업 고용수준은 2000년의 약 2/3에 지나지 않는다. 2000
년 이전에 제조업 고용비중은 하락하고 있었지만, 제조업 고용규모는 대
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 2000년대에 이처럼 미국 제조업 고용규모가 급
격히 줄어든 것은, 자동화 효과뿐만 아니라 세계화 효과 때문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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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와 연관되어 중국효과가 제조업 일자리 상실에 결정적이었다(Autor
et al., 2013; Houseman, 2016).
이 중에서 저임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 즉 오프쇼
오링(offshoring)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 상실이 미국에서 주요 논쟁 대상
이 되었다. 대량 실업으로 인한 중산층 붕괴와 연방정부의 제조업 부흥
노력이 서로 맞물리면서 오프쇼오링의 부정적인 효과가 부각되었다. 이
와 동시에 달러가치 하락, 셰일가스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 단위 노동
비용 변화 등으로 국내로 제조시설을 이전하는 리쇼오링(reshoring) 현상
이 2010년 전후로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경제 위기로 말미암은
미국 제조업체의 비용 변동과 자동화 확대는 리쇼오링 가능성을 열어놓
았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이 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과 리쇼오링 현상을 비판적으
로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에 앞서 제2절은 미국 제조업 현황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생산, 고
용, 무역, R&D 지출 측면에서 들여다본다. 제3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한다. 제4절
은 미국 리쇼오링 현상의 현황과 요인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정리
한다. 제5절은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절 미국 제조업 현황과 평가：국민경제 내
제조업 위상 하락

1. 미국 제조업 현황
1950년대 초반 무렵 미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40%를 차지했다. 하지
만 유럽과 일본 경제 재건, 그리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
아 국가의 등장으로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 제조업 생산의 몫은 점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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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세계 제조업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후반에 세계무대에 등장한 중국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면서 세계 제조업의 최대 공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림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
서 차지하는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까지는 세계 1위였으나,
2014년 마침내 그 순위가 바뀌어 중국이 1위에 등극하였다. 미국 비중은
1970년 26.5%에서 2014년 18.7%로 하락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
여 2014년 19.5%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2014년 현재 세계 5위 제조업 생
산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14년 그 비중은 3.8%에 이르렀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면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
가는 중국으로 2014년 현재 34.9%를 기록하고 있다. 그다음이 한국으로
32.7%에 이른다. 반면에 미국은 1970년 14.3%에서 2014년 12.5%로 줄어
들기는 했지만, 영국과 비교하면 지난 45년 동안 큰 변화는 없고 사실상
횡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8-2 참조).
[그림 8-1] 주요 국가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점유율 추이
(단위 : %, 2005년 미달러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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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B(http://unstats.un.org/unsd/sna
ama/dnl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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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주요국의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 %, 2005년 미달러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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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B(http://unstats.un.org/unsd/sna
ama/dnllist.asp).

전체 인구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제조업의 1인당 소득을 보면 2014년
현재 독일이 약 8,400달러로 주요 선진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일본(약 7,900달러), 한국(약 7,400달러)의 순이다. 그리고 미국은 약 5,700
달러 정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1인당 제조업 소득
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미약하나마 다시 회복하고 있다(그림 8-3 참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제조업이 강한 일본, 독일, 한국의 경우 1
인당 제조업 소득이 다른 국가의 그것보다 크게 높아졌다. 특히 한국의
신장세는 다른 국가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 생산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생산의 지리적 이전 때문이다
(Houseman, 2016). 상당한 제조업 생산기반이 개도국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러한 동기는 비용절감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다국적 제조 기업
은 비용 경쟁력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 공정의 지리적 이전은
무엇보다 운송과 통신기술의 발전 및 무역장벽의 완화에 기반하고 있다
(OECD, 2007). 생산시설 이전의 적지로 중국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광대
한 저임금 노동력의 풀, 거대한 국내 시장, 저환율, 관대한 정부의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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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주요국의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 추이
(단위 : 2005년 미달러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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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B(http://unstats.un.org/unsd/sna
ama/dnllist.asp).

브 - 값싼 토지, 무상 인프라 제공, 관대한 금융지원 -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국가
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준하는 이와 같은 개발 효과가 다른 저
임금 국가에서 똑같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기회의 창을 이용한
개발 효과의 지리적 귀착은 차별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제조
업 고용비중 또한 급격히 떨어졌다(그림 8-4 참조). 미국의 경우 1970～
2013년 사이에 제조업 고용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제조
업 고용비중 하락은 미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선진국 전반에 해당되
는 것이지만, 생산비중과 비교하여 보면 고용비중 하락이 미국 경우에 더
욱더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미국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제조업 고용비중은
최근 들어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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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제조업 고용비중 추이 : 국제 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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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The Conference Board(2014), International Labor Comparisons program,
August 2014.

[그림 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에 제조업 고용규모가 그 이
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것이 제조업 고용비중이 줄어든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였다(Houseman, 2016). 미국 제조업 고용규
모는 1979년 19.4백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11.5백만 명으로 최저치에 이른다. 약 한 세대를 두고 7.9백만 명
의 제조업 고용이 줄어든 것이다. 주목할 점은 1965～2000년 사이에 대규
모 구조조정을 겪기는 했지만 제조업 고용규모는 대략적으로 17백만 명
이하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즉,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엄청난 구조조
정 여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업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반면에 제조업 고용비중은 1943년 37.9%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서비스
고용규모의 확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는 극적이었다. 미국 제조업 고용규모와 비중 모두가
너무나 급격히 감소하였다. 제조업 고용규모와 비중이 각각 2000년 17.2
백만 명과 13.1%에서 2010년 11.5백만 명과 8.8%로 떨어졌다. 동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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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미국 제조업 고용 규모와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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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Bureau of Labor Statistics(http://www.
bls.gov).

570만 명의 고용이 감소했으며, 한 자릿수로 고용비중이 움츠러들었다. 이
러한 점에서 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거대한 구조조정 시기에
비해 2000년대가 사실상 실질적인 미국의 ‘탈제조업화’ 시기라 할 만하다.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물적 조건이다.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직접 급여 및 피용자보수 수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시간당 직접 급여 및
피용자보수 수준이 미국의 그것보다는 높지만, 미국도 그렇게 낮지가 않
다. 미국의 경우 시간당 직접 급여가 1996년 17.73달러에서 2015년 28.77
달러로, 피용자보수는 1996년 22.46달러에서 2015년 37.71달러로 상승했
다(그림 8-6 참조). 이는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제조업의 임금수준도 낮지 않아 단순 비용 경쟁력으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2014년 이후 다른 비교국가의
직접 급여 및 피용자보수의 추이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4년 하반기 이후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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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제조업의 시간당 직접 급여 및 피용자 보수 추이：국제 비교
(단위 :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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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The Conference Board, International Labor Comparisons Program.

면 비교국가의 임금수준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함의한다(Levinson,
2016 : 12～13).
제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의 경우 미
국은 1981년 23.3%에서 2014년 19.5%로 고용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조업 고용비중 추이와 유사하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8-7 참조).
생산 공정과 고용의 지리적 재배치를 수반하는 가치사슬 통합과 고도
화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재의 국경
간 무역이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무역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거래 네트워
크로 들여다볼 경우 중복 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OECD and WTO,
2013). 즉, 생산 공정의 지리적 재배치에 따른 중간재 교역의 확대는 원산
지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제품에 필요한 다수 중
간재의 부가가치가 타국에서 이전되고 이를 토대로 특정제품을 대량으로
한 국가가 수출할 수 있으며, 그 품목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대
표 사례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이다(Dedrick et al., 2010).
OECD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TiVA 자료76)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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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총투자율 추이：국제 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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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https://stats.oecd.org/).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OECD는 한 국가가 수직적인 생산 공정 분업에
참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GVC 참여지수를 제안하였다. 이 지수는 두 가
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후방 참여(backward participation)로 이는
한 국가의 수출품에 사용되는 해외 투입요소의 비중을 일컫는다. 다른 하
나는 전방 참여(forward participation)로 이는 제3국의 수출품에 사용되
는 국내 중간재 비중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후방 참여는 해외 투입요소
사용자로서 상류(upstream) 연계를 의미하며, 반면에 전방 참여는 다른
국가 수출품에 사용되는 중간재 공급자로서 하류(downstream) 연계를
일컫는다.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GVC 참여를 나타내는 제조업의 후방연계 지표
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5년 11.5%에서 2011년 15.0%로 증가하였다. 2008
년 15.6%로 후방 참여지수가 정점을 찍은 후에 경제위기 여파로 그 지수
값이 떨어지다가 다시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표 8-1 참조). G7 국가 대부
76) 이는 부가가치 기준의 교역 자료(trade in value added)로서 특정제품에 체현된
부가가치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한 나라의 수출량이
아니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즉 그 국가에 귀착되는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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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주요 국가의 GVC의 후방 참여 지표의 추이
(단위 : %)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캐나다

24.2

27.0

23.5

22.8

22.3

23.4

23.5

프랑스

17.3

22.8

23.4

24.8

21.6

23.7

25.1

독일

14.9

20.2

21.3

24.8

21.9

23.3

25.5

이탈리아

17.2

20.0

22.0

25.8

21.2

25.0

26.5

일본

5.6

7.4

11.1

15.8

11.2

12.7

14.7

한국

22.3

29.8

33.0

41.8

37.5

39.2

41.7

영국

18.3

18.1

17.1

19.5

18.9

21.1

23.1

미국

11.5

12.6

13.1

15.6

11.6

13.4

15.0

중국

33.4

37.3

37.4

31.8

30.8

32.0

32.2

인도

9.4

11.3

17.5

22.7

21.0

22.3

24.1

21.3

26.9

30.8

35.4

32.9

34.7

36.3

베트남

자료 : OECD TiVA DB에서 재구성.

분 및 생산 공정의 이전 적지로 떠오른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경우에도
이 지표가 대체적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이 수치가 이전보다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부품 국산화 비
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후방 참여지수의 상승폭과 절댓값이 다른 국가의 그것보
다는 크지 않다. 즉,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해외에 의존하는 부가가
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여전히 내수기반
부가가치의 가치사슬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 무역
수지를 보면 제조업에서 2013년 현재 약 4,58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하였다. 그리고 첨단기술제품에서 1990년에는 3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
으나, 2002년에 적자를 기록하더니 더욱더 악화되어 2013년에는 약 81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Nager and Atkinson, 2015: 4). 이러한 제조업 적자
기조는 1989～97년 사이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으나, 그 이후에 급
증하여 2006년에 5,585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으며, GDP의 4.1%에 이르
렀다. 그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제조업 적자규모가 감소하
였지만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그림 8-8 참조). 특히 2014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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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미국 제조업의 무역적자 추이
(단위 : %, 십억 달러)

자료 : Nager & Atkinson(2015 : 4) 및 Scott(2015 : 4).

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3년 연말 이후 미달러가치의 상승
에 기인하며 제조업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Scott, 2015 : 4).
[그림 8-9]는 미국 무역적자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의류, 전기, 전자, 기타 제조 등 네 가지 영역 공산품이 미국 대
중 무역적자의 약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 무역수
지 적자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임 노동을 이용하기 위해 네 가지
영역 공산품의 GVC는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편,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약 40～60%
정도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술한 네 가지 영역 공산품이
미국 대중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수지 적자
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교역
은 제조업 GVC 형성의 논리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무역에서는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가가치
교역 측면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애플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Dedrick et al.(2010)는 애플 iPod의 부가가치를 원천지
별로 분해하였다. iPod 공장도 가격은 144달러이다. 이 중에서 중국 부가
가치 기여도는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요 부품의 공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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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추이
(단위 :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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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oreign Trade Division, US Census Bureau.

[그림 8-10]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R&D 지출 추이 : 국제 비교

자료 : Levinson(2016 : 16).

미국, 한국, 일본이 그 나머지인 약 100달러 정도의 부가가치를 담당한다.
미국 제조업의 R&D 집약도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미국
제조업의 R&D 집약도가 8%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11%로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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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부가가치 대비 R&D 지출 규모가 크다. 이는
항공우주, 전자기기 등과 같이 연구개발 중심 첨단산업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Levinson, 2016 : 15～16). 미국 제조업의 R&D 집약
도 추세는 전술한 고용과 생산비중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2000년대 미국
생산과 고용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R&D 집약도 추이는 대체적으
로 상승하였다(그림 8-10 참조). R&D 기반 첨단 산업구조 차이에 기인하
여 미국의 R&D 집약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미국 제조업 기
술이나 혁신역량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을 습
득하고 광대한 시장의 고객과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 고비용 구조의 미국
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 미국 제조업 쇠퇴에 대한 평가
1945～2000년 동안 미국 제조업은 연간 3.4% 성장을 해 왔으며, 1966년
제조업 고용규모가 약 1,768만 명이었으며, 그 사이에 수많은 경기변동과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2000년에도 제조업의 고용규모는 약 1,730만 명 정
도였다. 그러나 2001년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제조업 생산규모가 줄어들어
2000～07년 사이에 연간 1.3% 성장을 하였다. 그리고 고용규모도 줄어들
어 2000～09년 사이에 대략적으로 제조업 고용규모의 1/3을 차지하는 약
570만 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 기간에 천 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
규모 공장의 40%가 폐쇄되었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 7;
Houseman, 2016).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위기 전까지 2000년대에 미
국경제 전반에서 제조업 생산과 고용비중이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고용
비중의 감소는 생산비중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 전까지 2000년대에 R&D 집약도는 생산과 고용비중의 추세
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제조업
고용규모가 그 이전 시기의 약 2/3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고용측
면에서 보면 제조업 위상은 미국경제 내에서 확실히 하락하였다. 그렇다
면 이러한 제조업 위상의 하락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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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 제조업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미국 제조
업체는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회계, 정보기술, 조세, 법률 등
기타 기업 활동들을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은 세제 혜택,
근로자 훈련 인센티브, 시장접근, 희소광물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
티브를 제공하면서 미국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대 제조업 고용의 급격한 하락은 미국기업 활동의 오프쇼오링과 이를 위
한 외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Levinson,
2013; Houseman, 2016). 2000년대 제조업 고용의 급격한 감소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기인하는데, 특히 중국의 세계 시장으로의 진입과 관련되어
있다(Autor et al., 2013).
둘째, 제조업 고용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기술진보와 경제
활동의 지리적 재배치에 따라 산업구조가 일정 정도 변동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Summers(2014)는 제조업 고용의 하락은 불가
피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다른 부문’(elsewhere)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보시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Summers는 최근에 이러한 입장을 약간 선회하
여 포용적인 공급주의 성장정책 중의 하나로 클러스터 형성을 제시한다
(Summers and Balls, 2015).
셋째, 미국 제조업은 여전히 생기가 있으며, 이 부문에 대한 정책적 개
입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미국 제조업 규
모는 현재 세계 2위이다. 그리고 제조업 고용규모는 1979년에 정점을 기
록한 후 2010년 3월 최저 수준인 약 1,150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 이후 약
878,000개의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 2015년 12월에 제조업 고용규모는 약
1,230만 명이 되었다. 미국 제조업의 장기 추세는 세계적 차원에서 기술
진보와 다국적 기업 행태를 반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제조업 고용 상
실의 약 30%가 자동화에 기인한다(Appelbaum, 2016). 환언하면, 기술진
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 자본에 의한 노동 대체의 증가, 노동집약적인 생
산 활동의 저임금지역 이전, 세계적 수준에서 공산품에 대한 경쟁 심화,
생산 공정의 공간적 분리 등에 따라 미국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산 공정의 지리적인 재배치, 즉 교통과 통신기술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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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술의 발전에 따른 GVC 재편은 제조업 내에서 수행되던 서비스 활
동을 외부화시키고, 제조공정을 해외로 오프쇼오링하게 만들었다(Sargent
Jr., 2016).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역사적 흐름에 배치되는 정책적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조업의 특정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
적으로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절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1. 국민경제 내 제조업 위상에 대한 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성
찰로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
기 여파가 특히 자동차 제조업에 밀어닥쳤다. 자동차산업의 붕괴는 중서
부지역 백인 중산층의 소득과 고용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 기반의
와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구제금
융 조치를 실시하였다.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에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으며, 지나친 서비스주도 경제가 미국 경쟁력을 떨어
뜨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경제에서 제조업 위상과 중요성을 재검토하는 노력들이 나타났다
(예 : Helper et al., 2012; Baily and Bosworth, 2014; 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Houseman, 2016). 첫째, 제조업은 제조업과 경제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노하우와 역량이
제조업 생산기반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되며, 이러한 근로자 숙련은 미국
의 높은 혁신역량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제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중위소득보다 약 20%가 더 높으며, 다른 조건이 일정
한 경우 제조업 근로자는 임금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Helper et
al., 2012). 전술한 바와 같이, 2010년 이래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 약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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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과 통합된 공급사슬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고용창
출능력이 예전에 비해 떨어지기는 했지만, 제조업으로 인해 공급사슬이
형성되고 각종 기능의 외부화와 전문화로 관련 사업서비스 고용증가가 견
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Sperling, 2013). McKinsey Global Institute(2012)
는 미국에서 제조업 기업과 연관된 서비스 공급자는 약 600만 개의 추가
적인 일자리를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조업을 육성한다고 하
더라도 실제로 많은 고용창출은 제조업 외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또한 수직적인 통합기업의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제조업 기업 내부에
서 수행하던 각종 서비스 기능이 외부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기존 경제적 담론에 따르면 제조업의 고용효과는 노동절약적인 기술변
화에 의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Appelbaum, 2016). 따라서
제조업 활동에서 파생되는 광범위한 고용 파급효과가 높게 평가되지 않
는다. 하지만 제조업은 점점 더 광범위한 양질의 사업서비스 일자리를 창
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새
로운 자동차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와 제조업 간 연계 증대는 제조업 경쟁력 제
고에서도 중요하다.
셋째, 제조업은 경제 전반의 혁신능력 제고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미국 제조업이 약 12%의 GDP
비중을 점하고 있지만, 제조업 R&D 지출은 민간 R&D 지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R&D 인력의 60%를 점유하고 특허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혁신과 제품 디자인 투자는 생산 공정을 통해 얻어진 노하우
와 역량에 의존한다. Pisano and Shih(2009)는 연구개발, 디자인과 생산
활동 간 상호작용이 학습과 혁신의 향상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생산과 디자인 간 공간적 근접성이 야기하는 경제적 편익이 중요시
된다. 제품 개발 엔지니어와 작업장 근로자 간 공간적 근접성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혁신의 파급효과는 생산 활동과 긍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연계효과는 거리에 따라 조락하기 때문에 제조업 입지는 국
가나 지역의 혁신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Help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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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제조업의 혁신정책이 기존의 ‘선별주의적
산업정책’에서 ‘혁신의 확산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Sperling, 2013). 이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기업군으로 정책 대상
이 이동하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소위 ‘집합적 효율성’을 창출해
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Pisano and Shih(2009)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
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산, “산업의 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를 한 마디로 말하면 “혁신
을 유지․창출하는, 지리적으로 착근된 집합적인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및 제조역량”이다. 이는 사실상 클러스터나 산업 생태계 개념과 별반 다
른 바가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Summers and Balls(2015)도 포용적인
공급주의 성장정책의 메뉴 중에 하나로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공장 자동화가 지배적인 경향이지만 자료처리와 같은 고숙련․고부가
가치 일자리는 제조업 현장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가 있다. 제품혁신, 시
제품 검사, 시장개척 등 일련의 기업 가치사슬은 지리적으로 착근된 제조
역량, 현장 근로자의 숙련, 산학협력 등과 같은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디자인과 R&D 역량 배가도 제조역량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생산 외부화는 도리어 제조역량과 이에
따른 혁신역량을 훼손할 수 있다(Pisano and Shih, 2009).

2.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정책 방안
가.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미국은
초유의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상실, 제조시설의 오프쇼오링, 자동차 산업
의 붕괴에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 미국 제조업은 더 이상 경쟁력
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회
복을 위해 자동차산업을 우선 지원하였다. 그런 연후에 산업 생태계를 구
축하기 위해 제조업 기반 구축에 나서게 된다(National Economic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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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산업 구제 경험으로 제조업이 상호 연계되어 있
으며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생산과 혁신을
연계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2000년대 미국 제조업이 급격히 쇠퇴하면
서 제조업 역량에 대한 심각한 과소투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제
조업 정책은 생태계 구축, 즉 ‘산업 공유자산’의 재구축에 맞추어져 있었
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 15).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정책에 대한 최초 아이디어는 과학기술자문위원
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가 2011년
6월에 제출한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제하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부응하
여 대통령은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산하에 19명의 산업계, 학계,
노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인 AMP(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Steering Committee) 및 정책조정기구인 국가경제위원회
(National Economic Council)와 상무부가 공동의장을 맡는 백악관 제조업
정책국(White House Office of Manufacturing Policy)을 설치하였다.
AMP의 성공에 힘입어 2013년 AMP 2.0이 PCAST 산하에 다시 설치되었
다. AMP와 AMP 2.0은 혁신을 구현하고 인재(talent)의 파이프라인을 확
보하며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도구가 사용될 필요성
이 있었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착근되어 있지만, 연방정부
가 지역의 제조업 역량을 구축하고 투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기존 연방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정부 개입의 성향이 나타났다
(Hemphill and Perry, 2012; Hemphill, 2015).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창
출하려는 ‘Manufacturing USA’ 정책의 경우 연방정부가 자금지원을 통
해 촉매제(catalyst)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제조업 역량을 지원
하는 데 필요한 민간 역량을 집중시키는 ‘Manufacturing Day’와 ‘Supply
Chain Innovation’ 정책의 경우 연방정부는 의장(convener) 역할을 수행
하였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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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조업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글로벌 위기 이전에
제조업 쇠퇴는 불가피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시각(Summers,
2014)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은 바
로 강력한 제조업이 혁신경제에서 중요하고 입지가 그러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Pisano and Shih, 2009; Helper et al., 2012). 오바마
정부는 종합적인 접근을 택하여 특정 산업의 계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
라, 역량, 자산, 기업환경 등 제조업 기반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데에 정책
적 노력을 경주하였다(Sperling, 2013). <표 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
바마 정부의 제조업 정책기조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첫째, 차세
대 기술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숙
련, 지역, 공급 사슬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생산에서 경쟁적인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넷째,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표 8-2>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
정책 기조
차세대 기술에
기반한 혁신
고무

주요 정책
- Manufacturing USA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NNMI) 구축
- 연방정부의 제조업 연구개발 투자
- Nation Makers Initiative

- 제조업 노동력 훈련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Community
College Career Training 프로그램, Apprenticeships
투자 유치를
-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MEP)
위한 숙련, 지역,
- Investing in Manufacturing Communities Partnership 지정
공급사슬 강화
- Supply Chain Innovation Initiative, SupplierPay Initiative
- Manufacturing Day

생산 영역에서
경쟁력 창출

- 법인세 개혁 : 연구개발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
- 인프라 : 교통투자(예 :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법)
- 에너지 : 셰일가스, 대체 에너지원 개발
- 규제 개혁

시장 접근성
확대 및 공정
경쟁의 장 조성

- Trans-Pacific Partnership(TPP)
- 무역 집행 :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 SelectUSA : 연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그램

자료 : Sargent Jr.(2016)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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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혁신영역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제품혁신이 공정혁신과 연계되지 않으면 학습과 혁신을 촉진할 수
없다(Pisano and Shih, 2009). 따라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서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전(前)
경쟁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산학 간 협력을 구현하는 제도를 설립함
으로써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Manufacturing USA’ 정책이다.
나.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1) 차세대 기술을 통한 혁신 창출
오바마 행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고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
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신기술 상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
진되는 ‘Manufacturing USA’이라고 일컬어지는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구
축 사업이다. 이는 2012년에 시작되었는데, 2014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합의하에 RAMI(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며, NNMI(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정책은 산업, 학계, 정부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
여 세계 최고 제조업 기술과 역량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를 위해 <표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nufacturing USA Institute’가
구성되었다. 이 연구소는 3D 프린팅, 광학, 스마트센서 등 미래를 선도할
핵심 기술에 집중하며, 2012년 처음 설립될 당시 65개 기관의 네트워크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현재 9개 연구소에 약 1,300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제까지 연방정부는 6억 달러 이상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약 13억
달러 대응자금 투자가 이루어졌다. 동 정책은 첨단 기술, 참여자 간 협력,
레버리지 투자, 맞춤형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과 지역에 사
업 기회, 혁신 생태계, 지역경제의 재생과 전문지식 네트워크를 제공함으
로써 동 연구소가 ‘teaching factories’ 로서 역할하기를, 즉 기초연구와 제
품개발 간 갭을 줄이고 적층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 허브로서 기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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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와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제조영역
에서도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미국이 과거처럼 ‘Made in the USA’를 실현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17～18).
동 정책은 연방정부가 초기 자금(seed money)을 지원하는데, 이는 연
구소를 설립하는 촉매제로 사용되며 추가 투자는 민간 매칭자금이고 그
비율은 대략적으로 1 : 2이다. 이는 前경쟁적이고(pre-competitive) 협력적
인 산학연 모형이고, R&D 과소투자에 따른 시장실패를 방지하고자 한다.
과학으로서 공학을 사고하는 기존 연방정부 기조와는 달리, 동 정책은 실
제적인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공학을 바라보고 있다(Sargent Jr., 2016).
이러한 네트워크, 즉 NNMI를 구축하기 위해 미 의회는 2014년 RAMI
법을 제정하였으며 향후 10년 동안 3억 달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법에 따라 상무부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내에 NMIP(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NNMI로 알려진 CMI(Network of
Center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구축한다(표 8-3 참조). 지원하
는 기술 분야는 나노기술, 첨단 세라믹스, 광학, 재료, 바이오기반․첨단
소재, 유연적인 하이브리드 기술, 극소전자기술용 장치 개발 등으로 한정
되어 있다.
RAMI법은 2012년부터 오바마 정부가 구축해 온 Manufacturing USA
Institute를 공식적으로 CMI로 인정한다. 동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CMI
계획, 설립,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민간 매칭자금
투자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Fund’를 설치․운영한다(Hemphill, 2015).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증액하
였다. 이는 2011년 예산 대비 2017년 예산의 경우 40% 정도 증가했다. 그
리고 13개 연방기관 간 연구개발 지출에 관한 정책 조정을 강화하였다. 이
를 담당한 기구가 SAM(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Subcommittee on Advanced Manufacturing)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 분야로 첨단소재, 재생의학용 바이오제조업, 제약생산용
연속제조방법 등이 선정되었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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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Manufacturing USA Innovation Institutes 현황
입지

이름

영역

Youngstown,
OH

America Makes

3D printing/additive
manufacturing

Chicago, IL

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digital 기술과 작업장 연계

Detroit, MI

Lightweight Innovations for
Tomorrow

advanced lightweight metals
and related manufacturing

Raleigh, NC

PowerAmerica

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s

Knoxville, TN

Institute for Advanced
Composites Manufacturing
Innovation

advanced
composites(lightweight
vehicles)

Rochester, NY

American Institute for
Manufacturing Integrated
Photonics

photonics

San Jose, CA

NextFlex

advancing next-generation
flexible hybrid electronics

Cambridge, MA

Advanced Functional Fabrics
of America

innovative fabrics and textiles

Los Angeles,
CA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smart sensors, products, digital
process controls

예정

Robotics in Manufacturing
Environments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smart collaborative robotics

예정

Advanced Tissue
Biofabrication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3D bio-printing, cell science,
and process design, automated
pharmaceutical screening

예정

Modular Chemical Process
Intensification Institute

Process intensification

예정

Reducing Embodied Energy
and Decreasing Emissions in
Materials Manufacturing
Institute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소재
전반에 대한 에너지 사용 절감

예정

Industry-proposed Institutes
Competition

‘open topic’ institute 경쟁

자료 : Sargent Jr.(2016)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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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는 학생, 기업가, 아니 모든 미국인이 새로운 유형의 기술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2014년 6월에 ‘Nation of Makers’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 주관하
고 있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20). 이는 3D 프린팅과 같은 기
술을 통해 개인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2) 숙련․지역․공급사슬 기반 확충
주지하듯이, 숙련 노동력, 공급사슬 역량, 지역 자산은 제조업 경쟁력에
핵심 요인이다. Deloitte LLP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2016)
는 숙련 노동을 제조업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2000년대 미국은 제조업에서 대규모 고용 상실을 경험하였다. 제조업 고
용규모가 그 이전의 약 2/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Houseman, 2016), 이러
한 고용 상실로 인해 커뮤니티 칼리지는 신규 노동력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제조업 고용이 확대되었지만 기존
교육․훈련시스템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오바마 정부는 약 20억 달러
의 노동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투자를 단행했다. TAACCC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Community College Career Training) 보
조금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고임금․고
숙련 직업 경력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Apprenticeship’에 집중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여기에 2.65억 달러, 즉
‘Apprenticeship USA’에 9천만 달러, 보조금으로 1.75억 달러를 배정하였
다. 이 사업은 괜찮은 일자리와 고용자 투자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
다.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직인(apprentices)의 87%가 고용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5만 달러 이상이었다. 고용자 투자 수익은 생산성 증
가, 낭비 제거, 혁신 등으로 인해 1달러당 1.47달러를 돌려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 21).
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988
년에 설립된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를 활성화하였
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
그램인 IMCP(Investing in Manufacturing Communities Partnershi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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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하였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착근된 활동이기 때문
에 지역 자산과 역량은 제조업 생산과 투자 기반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Pisano and Shih, 2009). 이는 지역이 제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입안하는 것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개별 투자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역을 IMCP
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정이 되면 지역은 연방경제발
전기금에 대한 우선권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의 ‘Manufacturing Community’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다. 동 사업은 지역에 제조
업 역량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4년에 12개 지역이
최초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현재 2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12개 연
방기관이 10억 달러 이상 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지역은 화학, 항
공, 조선 등 각기 다른 제조업 특성화를 지향한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 22～23; Sargent Jr., 2016).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SCII(Supply Chain Innovation
Initiative)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이들
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 중에 ‘Supplier Pay
Initiative’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운전자금 확보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다. 단기 차입비용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은 더욱더 사업과 고용창출에 전
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조업체 홍보와 사기 진작을 위해 연방정
부는 2012년부터 연간 이벤트 행사로 ‘Manufacturing Day’를 개최하고
있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 23～25).
3) 사업 환경 개선
국내 제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개혁을
단행하였다. 법인세의 28% 수준 인하, 과세 기반 확충, 조세 회피 단속 및
보조금 정비, 국내 생산 시 법인세 최고 세율의 25% 적용 등을 담은 조세
개혁안을 2012년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12개 이상 세금
인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15년에 영구적인 R&D 투자세액공제가 이루
어졌으며, 연방정부는 약 70%의 제조업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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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 25～26).
제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질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재화,
정보, 에너지, 노동력의 이동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교통시설의 현대
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
다는 것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감하여 2015년에 장기 인프라 투자계획
을 담고 있는 FAST(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법이 통과
되었으며, 2016～20년까지 3,05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
로, 연방정부는 국내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과 청정
에너지 개발, 탄소배출량 절감을 가능케 하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친환경적인 생산이 영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
한 제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발굴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 개
혁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 26～
27).
4)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 시장개방 및 공정경쟁 기반 조성
제조업은 수출수요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적자를 줄이
기 위해 미국은 시장개방과 무역집행을 강화하였다. 시장개방을 확대하
기 위해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최근 보
호주의 역풍으로 미 의회 비준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9년 이후 불공정 무역거래에 대해서 WTO에 23건을 제소했으며 2016
년에는 ‘무역 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Law)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무역집행 관련 모
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 28～29).
다른 한편으로, 2011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최초의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Select USA’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기업 제조업 고용규모는
2014년 240만 명이고, 이는 미국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처럼 외국인 투자는 미국경제의 제조업 고용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을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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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대한 평가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
재로서는 정책수행의 결과에 대한 양적 평가는 거의 없으며, 주로 연방정
부의 전술한 정책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즉, 연방
정부의 정책개입에 대한 일종의 가치판단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Sargent Jr., 2016).
첫째, NNMI와 같은 성격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
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적절한 역할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며 특정기업 또는 산업부문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부
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상업화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있다(Sargent Jr., 2016).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연고자본주의’와
‘기업복지’론이다. 전자에 따르면, 특정기업이나 산업지원은 기술발전과
경쟁을 왜곡시키고 정부의 관료주의나 정치가의 입김을 강화시켜, 결국
에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후자에 의하면, 이러한
유형의 지원은 보통 납세자에서 이미 부유한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부의
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맥락에서 보면 주류가 아니다. 상업화 기술에 대한 투자, 특정 기
업 또는 산업에 대한 선별이 상황에 따라 경제 및 국가의 안전, 사회적 편
익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제조업 R&D의 지원 확대, 국내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을 연방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제시한다.
셋째, NNMI와 같은 방식으로 연방정부 자금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방식으로 자금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NNMI 프
로그램은 민간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고, 연방정부 자금지원은 동 프로그
램이 적자인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
은 사실상 첫 번째 입장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연방정부의 산업 중립적
인 기술투자를 선호한다. 따라서 이들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조세
감면, 규제완화, 소송완화 등을 통해 기업 또는 산업비용과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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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NNMI 프로그램은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인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다. 이는 혁신정책과 산업정책 양자를 포괄하는 “하이브
리드”(hybrid) 정책으로 제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존 정책적 틀을 이
탈한 것이다(Hemphill, 2015). 기존 연방정부의 미국 제조업 정책은 “기본
방향 설정자”(setting the ground rules and direction) 및 “성장 견인
자”(building enablers)로서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미국 제조업 정
책에서 혁신 정책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부문 선별”(tilting the playing field) 및 “주요 행위자
역할”(playing the role of principle actor)을 강조하는 산업정책적인 시각
은 기존 제조업 정책 틀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다(Hemphill and Perry,
2012 : 139). 이러한 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가치
판단을 수반하는 정책평가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NNMI가 MEP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자는 후자의 ‘복제품’으로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의 다양하지만 유사한 정책 생산이 연방정
부 지원의 분절화를 야기하여 더 많은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가 또는 현
행 미국 제조업이 어떻게 이러한 혁신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연방정부
의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평가
가 가치판단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현행 프로그램이 일련의 유사한 정책
프로그램 생산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Sargent Jr., 2016).

제4절 미국 제조업 리쇼오링 현황과 평가

1. 리쇼오링의 개념과 그 요인들
생산 공정 분업의 심화는 일정 기능의 아웃소싱(outsouring)과 오프쇼
오링(offshoring)을 수반하고 기업 생산시설의 입지재편을 야기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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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8-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웃소싱은 외부 전문기업으로부터 중간재
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오프쇼오링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중간
재를 구입하거나 기업 내 특정 직무를 해외 입지로 이전하는 것을 일컫는
다. 따라서 오프쇼오링은 제3의 해외 독립기업과 계약으로 활동이 외부화
되는 국제 아웃소싱과 해외 자회사를 활용하는 인소싱(insourcing) 양자
를 포함한다(OECD, 2007).
리쇼오링(reshoring)은 현지 지역 또는 세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저
임금 국가에 이전되었던 생산 공정 일부 또는 전부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
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는 ‘inshoring’, ‘revere offshoring’, ‘onshoring’,
‘backshoring’, ‘insourcing’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오프쇼오링
이 수반하는 사회․경제적인 부(-)의 효과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이해한
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는 전략적인 입지결정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2015 : 7).
Gray et al.(2013)은 리쇼오링에 대한 유용한 유형 구분을 제시하고 있
다. 그들은 소싱과 입지에 따라 네 가지 리쇼오링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12 참조). 여기서 소싱은 투입요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공급
자를 탐색하고, 선택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반면에, 입지는 공급
[그림 8-11] 아웃소싱(outsourcing)과 오프쇼오링(offshoring) 구분

자료 : OEC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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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생산시설의 국내외 위치를 일컫는다. 이러한 조합에 따르면, 리쇼오
링은 국내 또는 해외 생산시설․공급자에서 발생하는 내부(in-house) 및
아웃소싱하는 두 가지 유형의 소싱 활동을 일컫는다.
첫 번째 유형의 ‘내부(in-house) 리쇼오링’은 해외소유 시설에서 수행
되던 제조활동의 입지가 국내 내부 생산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 유형의 ‘아웃소싱형 리쇼오링’은 해외에서 수행되던 내부 제조활
동이 국내 타 공급자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입지 변동뿐만 아니
라 기업 소싱의 변화를 수반한다. 세 번째 유형의 ‘인소싱형(insourcing)
리쇼오링’은 해외에서 아웃소싱되던 제조활동을 국내 내부 생산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치사슬 슬림화와 내부화를 수반한다.
네 번째 유형은 ‘아웃소싱된 리쇼오링’이다. 이는 해외 공급자에서 국내
공급자로 제조활동의 입지가 이전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경우 기업은 여
전히 제조활동을 아웃소싱하지만 위치가 해외에서 국내로 변경된다.
이러한 유형화는 통상적인 이해보다 리쇼오링 현상을 더 명료하게 해
준다. 왜냐하면 이는 제조업 리쇼오링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소싱과 아웃소싱 양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선지(destination)
와 무관하게 입지 이전(relocation)으로서 리쇼오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유형화는 리쇼오링이 이전 입지로 제조활동이 회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조활동이 다른(another) 입지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림 8-12] 리쇼오링 유형

자료 : Gray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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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2015: 8).
리쇼오링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열망은 양호하지 않은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체의 국내 회귀는 2010년
전후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미국 제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왜 회귀하는가? Sirkin et al.(2014)에 따르면, 2004～14년 동안에 대략적
으로 공산품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25개 국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제
조업 임금, 노동생산성, 에너지 비용, 환율이 제조업 입지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비용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
들이 동 기간에 미국과 멕시코에서 향상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으로 제조업 회귀현상이 일어날 수 있
었다는 것이다(Celasun et al., 2014).
첫째, 지난 15년 동안 중국 제조업 임금의 지속적인 두 자릿수 인상에
따라 저임노동 이용의 매력도가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임금수준이
다른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할 경우 제조업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는 것이다. 중국의 제조업 임금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중국과
미국 간 임금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 중국의 임금 증가는 2011년
부터 시행된, 연간 13%의 임금 상승이 기대되는 최저임금정책에 기인한
다. Sirkin et al.(2014)는 중국에서 약 15～20%의 연간 제조업 임금 상승
은 비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비율로 임금 인상
이 지속되면 2020년쯤 미국과 중국의 임금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
하고 있다.
둘째, 2004～14년 기간 동안에 환율 변동이 입지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동 기간에 미달러 대비 중국 위엔화 가치가 35% 절상되
었다(Sirkin et al., 2014). 이러한 환율 절상은 노동비용뿐만 아니라 토지,
인프라, 수출과 관련된 제조시설 운영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셋째, 중국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임금 증가에 못 미치
고 있으며, 미국 생산성 수준의 약 4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irkin et
al., 2014). 이에 따라 중국 노동생산성이 임금 증가를 더 이상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2004～14년 동안 에너지 비용이 감소하였다. 특히 이는 철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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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산업의 입지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셰일가스의 대
규모 생산으로 말미암아 동 기간 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25～35% 떨어졌
다(Sirkin et al., 2014).
이러한 유형 요인뿐만 아니라 무형 요인도 미국 제조업이 본국으로 귀
환하는 데 한몫을 했다. 그러한 요인은 지식 재산권 보호, 가치사슬 통합,
해외 제조시설 관리의 어려움, 품질관리 문제, 최저가 제품의 구매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로 변화된 미국 소비자 분위기, 로봇, 3D 프린팅, 5축 밀
링 등 신기술 도입, 정부 인센티브, 기업의 ‘경제적 애국심(economic
patriotism)’ 확산 등이다. 이러한 요인에 따른 연성 비용은 제조업 입지결
정의 총비용 계산에서 간과되기 쉽다(Grey et al., 2013). 미국 제조업체
국내 귀환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 Reshoring Initiative를 이끌고 있는
Moser(2013)는 기업이 가격에만 의지하여 소싱 전략을 결정할 경우 실제
오프쇼오링 비용의 약 20～30%가 잘못 계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쇼오링이 입지 이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 기업의 소싱 전략
시 고려하는 사항을 들여다보면(Hackett Group, 2012), 주요 고려사항은
비용, 품질, 지식 재산권 등이다(표 8-4 참조). 특히 비용은 단순 개별비
용이 아니라 총비용 입장에서 고려된다. 즉, 소비자에 최종 도달하기까지
<표 8-4> 제조업체 소싱 전략의 주요 고려사항
(단위 : %)
그렇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제조업 총입고원가

5

10

85

제품의 품질

0

24

76

지식 재산권의 보호

0

43

57

공급사슬/운영 리스크

5

42

53

확장성과 설비 준비시간

14

38

48

자본투자와 고정비용 구조

14

48

38

현지 고객/시장수요의 대응성

19

43

38

시장출시기간

29

43

28

규제 레짐

33

53

14

자료 : Hackett Group(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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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용을 의미하는 제조업 총입고원가(total landed cost)가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는 원자재와 부품비용, 고정과 가변제조비용, 운송과 물
류, 재고품 발주비용,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다. 이러한 입지 요인을 감안
하면 리쇼오링 1차 대상으로 언급되는 제품은 최종시장으로 운송비가 비
싼 중량이 나가는 기계나 제품과, 최종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
수요변화 및 안전사항에 민감한 제품이다(Hackett Group, 2012). 규모의
확장가능성, 시장접근성, 설비투자 증가 타이밍, 짧은 제품수명주기, 심한
수요 변동성을 가지는 소비자 가전 및 전자통신기기 등과 같은 전자산업
은 리쇼오링 1차 대상으로 거론된다. 반면에 시장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하고 가격에 민감한 산업(예 : 가구)은 리쇼오링 1차 대상이 아니다. 하지
만 제품이나 산업 특성에 따라 기업 소싱 전략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2. 미국 리쇼오링의 현황
1990년대와 2000년대 중국으로의 오프소오링은 미국 제조업체 생존전
략이었다. 이는 값싼 중국 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생산 공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였다. Moser(2013)에 따르면, 2003년 오프쇼오링으로
연간 약 150,000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었지만 리쇼오링으로 인해
약 2,000개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2013년에는 연간 약
30,000～50,000개의 일자리가 오프쇼오링으로 해외로 이전되고 있지만 리
쇼오링으로 연간 약 30,000～40,000개 일자리가 되돌아오고 있다. 이 중에
60%는 중국에서 되돌아오고 있다. Reshoring Initiative는 제조업이 미국
중산층 복원에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술한 제조업이 가진 파
급효과 때문이다. Helper et al.(2012)는 간접고용을 포함하여 미국 제조
업이 근로자 1인당 2.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추정한 바가 있다. 제조
업부문 임금수준이 서비스부문보다 높으며, 제조업체는 R&D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에서 리쇼오링에 대한 관심이 크다.
Boston Consulting Group(2015)의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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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리쇼오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10억 달러 이상 연
간 매출액을 가진 제조업체의 37%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 공정 이전
을 계획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긍정적인 대답 비중은 2015년에는 53%로 상승하였다(표 8-5 참조).
미국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입지 이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급
사슬 단축, 운송비용 절감, 고객과의 근접성과 같은 지역화 편익을 거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이 양질의 노동력과 사업 환경이다. 거의 비슷
한 수준으로 공정, 품질, 혁신 요인을 언급하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이는 양질의 노동력과 우수한 혁신역량의 가용성 때문에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8-6 참조). 즉, 이는
단순히 요소비용 절감에 의지하여 미국으로 제조업이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Moser(2013)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오프쇼오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된 것과 미국에서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는 거의 등가이며, 그
규모는 연간 약 40,000개 정도이다. <표 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5년 상반기까지 약 700개의 리쇼오링 사례가 있다(Kearney, 2015). 리쇼
오링 사례는 컴퓨터, 전자, 가전, 전기 장비, 1차 금속, 기계, 가구, 플라스
틱․고무, 조립금속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다(표 8-8 참조). 특
히 자동차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였다. Hackett Group
(2012)는 컴퓨터, 전자, 가전, 전기 장비, 기계, 가구, 조립금속, 플라스틱과
<표 8-5> 리쇼오링에 대한 CEO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질문

2012

2013

2015

18

17

15

- 최종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리쇼오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8

17

15

- 앞으로 2년 내에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것이다

3

8

7

- 이미 적극적으로 리쇼오링를 수행하고 있다.

7

13

17

37

54

53

- 가까운 시일 내에 리쇼오링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전체
자료 : The Boston Consulting Group(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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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리쇼오링의 요인에 대한 CEO 설문조사 결과(2015년)
(단위 : %)
유형
지역화 편익

양질 노동력과
사업 환경

질문

상

중

하

- 공급사슬 단축

76

14

10

- 운송비용 절감

70

18

13

- 고객과 근접성

64

22

15

- 숙련노동력과 재능에 대한 접근성

57

23

20

- 사업 용이성

66

16

18

63

19

18

55

25

20

52

30

18

- 제조공정에 대한 현지 통제
공정, 품질, 혁신에
- 품질과 수익 제고
대한 통제
- 혁신과 제품개발 강화
자료 : The Boston Consulting Group(2015).

<표 8-7> 수집된 미국 리쇼오링 사례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반기

16

64

104

210

208

60

자료 : Kearney(2015).

고무, 운송장비 등 산업부문에서 미국 리쇼오링 추세가 기대된다고 예상
한 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산업은 대체적으로 노동함량이 크지 않고
운송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표 8-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쇼오링 사
례의 약 절반 이상이 이들 산업에서 나왔다. 리쇼오링 사유로는 납기시간,
품질, 비용(임금, 운송, 전체), 미국산 브랜드 이미지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Boston Consulting Group(2015)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그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전술한 미국 리쇼오링 현황은 리쇼오링한 기업 사례를 신문과 잡지 등
언론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기반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
한 미국 리쇼오링 현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 Kearney(2015)는 ‘A.
T. Kearney US Reshoring Index’를 개발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리쇼오링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동 지수는 14개 주요 생산시설 이전 교
역상대국으로부터 제조업 수입과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연간 성
장률을 분석한 것이다. 즉, 제조업 수입비율을 가지고 리쇼오링과 오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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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링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이 비율 증가는 오프쇼오링 증가를 의미한다.
[그림 8-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이후 리쇼오링 효과가 크지 않은
<표 8-8> 미국 리쇼오링 현황(2011～15년 상반기)：산업별 구성과 요인
상위 10대 리쇼오링 산업

%

상위 10대 이유

%

전기 장비․가전․부품

16

납기시간 단축

23

운송장비

14

품질 향상

21

의류

12

브랜드 이미지(Made in USA)

15

컴퓨터․전자

11

임금비용 개선

15

기타

11

화물운송비용 개선

15

플라스틱과 고무제품

8

총소유비용(total ownership costs)

15

기계

7

고객 반응 개선

10

조립금속제품

4

혁신 또는 제품차별화 향상

9

비금속 광물제품

3

높은 생산성

9

가구 및 관련 제품

3

정부 인센티브

8

자료 : Kearney(2015).

[그림 8-13] 제조업 수입 비율과 미국 리쇼오링 지수 추이

주 : 2015년은 상반기 기준.
자료 : Kearney(2014, 2015)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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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2009～13년 사이 리쇼오링보다 오프쇼오링 값이 더 크
지만, 리쇼오링 값이 상승 추세였다. 2011년은 예외적으로 리쇼오링 값이
오프쇼오링의 그것을 능가한 유일한 해이다. 동 지수는 2015년에 -115였
으며, 제조업 수입비율은 2004년에 비해 434bp 증가하였다. 이러한 점에
서 최근 리쇼오링은 한 번의 일탈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이
후 다시 오프쇼오링이 세를 얻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는 미국 국내 제
조업 활기가 넘치지 않는다는 점과, 오프쇼오링되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Kearney, 2015).

3. 리쇼오링 성공 사례
Reshoring Initiatives는 몇 개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GE, Starbucks, Walmart의 리쇼오링 사례를 정리하였다.
가. GE 사례
GE는 1892년 창업한 기업으로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 중의 하나이다.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한 바가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에너지,
원유, 보건․건강, 가전제품 등과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GE는
140개국에 걸쳐 3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2012년 3월 GE는 켄터키
(Kentucky)주에 있는 루이빌(Louisville)로 10억 달러 규모의 리노베이션
투자를 수반하는 가전제품 제조시설(Appliance Park)을 리쇼오링하기로
결정하였다. GE가 중국과 멕시코로부터 리쇼오링한 제품은 고품질 하냉
동 냉장고, 지오스프링 온수기, 드럼 세탁기 등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GE의 CEO 잭 웰치(Jack Welch)는 비용 절감
에 집중하였다. 그는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 ‘Six Sigma’를 도입하였으며,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제품 생산을 오프쇼오링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GE는 아웃소싱에 따른 총비용을 분석했는데, 노동비용, 원유가격,
수송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시장이 변하고 있으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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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품질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GE는 제조공정 리쇼
오링을 검토하였다. GE 가전제품 고객 대부분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GE는 켄터키주 공장으로 제조공정을 옮겨오는 것을 고려하였다. 고객과
근접성이 시장도달시간과 수송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두 번째 요인은 숙련되고 젊은 노동력에 대한 접근성이었다. 켄터키 근
로자는 신기술과 공정에 재빠르게 적응하였다. 이는 장기 효율성을 높이
는 데 기여하였다. 엔지니어, 디자이너, 조립라인 근로자 간 협력과 권한
위임에 대한 GE의 새로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팀은 단위당 제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경영진과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 예를 들면, 세척기 부문은 단위당 생산시간을
68%를 단축시키고 필요한 공간을 약 80% 정도 줄일 수 있었다.
세 번째 요인은 인센티브였으며, 이는 GE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처음 노력에 대해 약 2,000만 달러 이상이 인센티브로 제공
되었다. 이는 새로운 제조시설이 설립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GE는 초기 투자를 하였으며, 주와 지방정부는 세액공제 및 기타 인센티
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노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GE는 초봉을
협상하였으며, 수요에 따라 상이한 제조라인으로 근로자를 상호 이동하
는 것을 노조가 수용하였다.
이러한 리쇼오링 결과 2008년 이래 약 4,000명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었
으며, 국내 소싱 증가로 GE의 미국 공급자에게 18,000여 개의 간접적인
일자리가 생겨났다. GE는 루이빌 공장과 설비 등에 약 10억 달러 투자를
하였다.
새로운 공장은 신공정 도입을 통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였
다. GE는 공장에서 약 400만 파운드 철을 제거하고 리사이클링하여 이러
한 결과를 거두었다. 또한 연간 500만 킬로와트를 절약하는 에너지 효율적
인 백열전구를 공장에서 사용하였다. GE는 99%까지 제조공정에서 탄소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클로펜탄과 같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
린(lean) 생산방식 활용은 재고와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적기 재
고방식이 도입되어 보관비용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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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는 새로운 추세와 부합되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
하였다. 리쇼오링 경제적 편익은 새로운 디자인을 하지 않고 중국에 있
는 계약 생산자와 소통이 없이도 매우 효율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기존
제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GE의 리쇼오링 노력은 시장에서도 보
상을 받았다. 예를 들면, 켄터키 공장에서 제조된 냉장고 제품이 2013년
과 2014년 두 해에 걸쳐 “올해의 냉장고”(Refrigerator of the Year)로 선
정되었다.
GE의 켄터키 사례는 미국 핵심 공장을 대표하고 있지만, GE는 앨라배
마, 테네시, 조지아주에도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
다. 그리고 GE는 지속적으로 혁신 노력을 경주하여 중국으로부터 다른
제품을 리쇼오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언하고 있다.77)
나. Starbucks 사례
스타벅스는 1971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설립되었으며, 68개국에 약
21,000개의 커피 점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이다. 스타벅스는 자
사 소매점뿐만 아니라 잡화점과 약국과 같은 소매점에 커피를 도매로 판
매하며, 세계적으로 182,000명 이상을 고용한다. 2014년 수입이 160억 달
러로 추산되며, 미국 내 다양한 제조와 유통센터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와 미국 브랜드에 대한 CEO의 애정 때문에 제조공정이 미국으
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2012년에 스타벅스는 오하오주 이스트 리버풀
(East Liverpool)에 위치한 재개장한 세라믹 공장인 American Mug and
Stein으로부터 새로운 머그커피 잔을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숙련된
기술자가 머그커피 잔을 개별적으로 디자인하여 생산하고 있다. 세라믹
산업은 과거에 동부 오하이오 애팔래치아 지역에 집적되어 있었으며, 이
지역은 “미국 도예 수도”라고 일컬어졌다. American Mug and Stein으로
부터 구매하는 것은 스타벅스가 값싼 첨단 아시아 공장에서 미국으로 일
부 제조공정을 이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77) “General Electric’s New Reshoring Efforts”(https://www.reshoringinstitute.org)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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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획의 발표 한 달 후에 스타벅스는 1.72억 달러를 투자하여 첨
단 용해 공정처리 시설을 조지아주 오거스타(Augusta)에 지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조지아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세 분말 커피인 '스
타벅스 비아® 레디 브루(Starbucks VIA® Ready Brew), 청량음료, 프라
푸치노 음료용 재료 등이다.
스타벅스가 오하이오와 조지아주 오거스타 공장으로 일부 공정을 리쇼
오링하게 만든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지아주는 매우 숙련된 노동력에 대해 접근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생산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둘째, 조지아 입지는 물류와 창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체 소매
점의 약 50% 정도가 미국에 입지하여 있다. 셋째, 미국 내 생산이 리드타
임과 해외 소싱에 따른 구매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넷째, 미국 내 입지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판매하는 데 따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
는 결국 판매를 증진시키고 재고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리쇼오링
으로 인해 스타벅스는 자신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경
쟁우위의 원천이라는 자각이다.
조지아주 공장의 경우 스타벅스는 린 생산방식과 폐기물 제로 자원재
활용방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생산 공장의 디자인과 레이아웃과 관련하
여 스타벅스는 “5S” 린 생산방식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을 통합함으로써 제
조공정과 근로자의 생산성, 품질,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72억 달러의 신규 공장은 지역에 새로운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새로운 공장이 준공된 후 스타벅스는 조지아주에서 140명 이상을 고용하
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향군인이거나 장애인이었다. 그리고 스타벅
스는 지역 공동체에 2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신공장은 LEED 골드 인증
- 최고 녹색 빌딩으로 인증되는 프로그램 - 을 받았다. 오하이오에서 스
타벅스는 20여 개 이상 숙련 기술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리
쇼오링 노력을 펼치고 있다.78)
78) “Starbucks’ New Manufacturing in the USA”(https://www.reshoringinstitute.
org)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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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almart 사례
월마트는 국내산 모든 제품을 구매하려고 찾고 있다. 현재 전구, 타이
어, 가정용 직물, 장난감, 애완용품, 조리기구 등 1,300개 상이한 품목에
걸쳐 500여 개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월마트가 선택하는 미국산
제품은 수송비용과 공급사슬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에서 원자재가 접
근 가능해야 하고, 외국 저임금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 제품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수송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하고, 에너지 집약적이고, 고객수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월마트는 앞에서 언급한 제품 이외에도 스포츠용품, 의류용품, 저장용
품, 게임, 종이제품 분야에서도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야외용 가구, 자전거, 가구, 전자, 카펫 청소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월마트는 현재 부품 공급업자 단독 제안보다는 다른 공급자와 네트워크
를 가진, 즉 생태계를 형성한 제품 분야에 관심이 있다. 또한, 월마트는
지난 5년 동안에 천만 달러 규모 “Walmart US Manufacturing Innovation
Fund”를 미국 제조업 연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월마트가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리쇼오링된 사례로 자전거
를 생산하는 Kent 기업을 들 수가 있다. Kent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매닝
(Manning)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준공하였다. Kent는 저렴한 생산비용으
로 인해 약 300만 대 자전거 생산을 해외에서 아웃소싱하고 있지만, 사우
스캐롤라이나에서 생산된 미국산 자전거를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은 사실상 현재 중국과 대만에서 전량 수입되
고 있는 부품을 2018년까지 미국 내에서 60～70% 수준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Kent 신공장은 BCA(Bicycle
Corporation of America)로 일컬어지고, 이는 지난 15년 이상 동안에 미국
판매용 자전거에 대한 최초 대량생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마트는 해외로부터 에너지와 수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6
개월 동안 매닝 공장에서 생산된 자전거를 구매하는 것을 계약하였다. 그
리고 Kent는 주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았다. 예를 들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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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전 조립공장과 새로운 매닝 공장 부지를 연결하는 100만 달러
규모 천연가스 송유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계약
과 주정부 지원으로 Kent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
였으며, 2016년에 설비가동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적어도 200여 개의 일자
리가 새로 생기고 미국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자전거가 조립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79)

4. 미국 리쇼오링에 대한 평가
리쇼오링 현상에 대한 평가는 낙관론과 회의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낙
관론은 정부와 시민단체 Reshoring Initiatives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전
술한 바와 같이, Kearney(2015)는 거시적인 리쇼오링 지수를 통해 2014년
부터 리쇼오링 추세가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 리쇼오링은 일시적인 현상
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실증연구는 환
율 하락, 천연가스 가격 인하, 단위 노동비용 인하 등과 같은 요소비용 변
화가 미국 제조업 생산에 정(+)의 효과를 미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확
인시켜 주고 있다(Celasun et al., 2014). 이 연구는 또한 제조업이 미국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조업 수출이 앞으로 무시
할 수 없는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National
Economic Council(2016 : 9～10)은 2014년 이후 제조업의 성장세에 제동
이 걸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
악하고 있다. 이어서 2016년 초반에 제조업이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제조업 정체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
장과 에너지 관련 자본투자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제조업 수요는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성장추세와
미국 교역조건은 제조업 성장에 중요하다. 세계경제의 성장이 2012년 이
후 둔화되면서 미국 수출도 지난 2년 동안에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에 가장 민감한 산업은 1차 금속이고, 그다음이 컴퓨터, 전자, 운송장
79) “Reshoring with Walmart” (https://www.reshoringinstitute.org)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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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산업 등이다. 이들 산업의 수출수요 의존도는 약 50～70%에 이르는데,
최근에 1차 금속, 운송장비, 조립금속, 기계 등이 성장 둔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에서 원유 공급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로 원유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2014～16년 사이에 원유 가격이 하락하였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유 채굴 자본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철강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리쇼
오링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0년대와 비교하면 높은 성장세와 리
쇼오링의 추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세가 나타
나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이러한 미국 제조업의 낙관론에 대
한 근거로 National Economic Council(2016)은 총비용 및 글로벌 공급사
슬 변화, 생산기술 수렴, 제조업 지원 정책 등을 들고 있다.
첫째, 미국 제조업의 직접 비용이 다른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경쟁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근로자의 높은 생산성과 풍부한 천연가스 공급
에 기인한 낮은 에너지 비용 때문이다. Boston Consulting Group(2015)에
따르면, 2014년 미국 제조업 생산의 상대적 비용은 다른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낮다. 그리고 최근 제조업 입지 의사결정에서 총비용의 고려가 중요
하다. 따라서 고객 접근성, 상이한 입지 간 제품개발과 생산의 관리능력,
긴 공급사슬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제조업 입지 의사결정에서 중요시
되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 회귀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조업 기술이 수렴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상이한 제조업 수
명주기 단계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 적층 기술, 3D 프린팅 등과 같은 기
술은 개인이 생산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즉, 이는 쓰레기를
줄이면서 저비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에게 주는 것
이다. 그리고 첨단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신기술이 4차 산업혁
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은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또한 신기술이 착근되는 미래 제조업에서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 간 연결이 핵심적인데, 미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혁
신적인 세계 선두주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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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다.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구
제한 후 제조업 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연방정부는 지
역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과 역량 투자에 집중하여 왔다. 물
론 총비용 변동과 기술 변화 간 조합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르네상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책적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은 향상되고 있다. 그 결과
Boston Consulting Group(2015)은 2015년 미국 제조업 CEO의 53%가 적
극적으로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고려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비율이 2012년의 그것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또한 Deloitte TTL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2016)는 미국은
2016년 현재 제조업 생산에서 세계 2위의 경쟁적인 입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측하였다(표 8-9 참조).
이처럼 향후 제조업 입지 매력도에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
유는 첨단 제조업 공정과 고숙련 인력․재능(talent)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조업 입지요인 변화는 Boston Consulting
<표 8-9> 2016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GMCI)의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

지수 값(100=고, 10=저)
2016(현행)

국가

지수 값(100=고, 10=저)
2020(예상)

1

중국

100.0

미국

100.0

2

미국

99.5

중국

93.5

3

독일

93.9

독일

90.8

4

일본

80.4

일본

78.0

5

한국

76.7

인도

77.5

6

영국

75.8

한국

77.0

7

대만

72.9

멕시코

75.9

8

멕시코

69.5

영국

73.8

9

캐나다

68.7

대만

72.1

10

싱가포르

68.4

캐나다

68.1

자료 :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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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2015)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National Economic Council(2016), Boston Consulting Group(2015),
Deloitte TTL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2016), Celasun et
al.(2014) 등 미국 제조업에 대한 낙관론과 대조적으로 Kearney(2015),
Nager & Atkinson(2015) 등의 회의론도 존재한다. 후자는 리쇼오링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소 과장되고 일시적인 현상에 지
나지 않을 거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 제조업 근로자 임금수준은 미국의 그것과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중국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그것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15년 동안 중국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대략적으로 4.40달러이고, 이는 미국 임금의 약 12%에 불과
하다(Nager & Atkinson 2015 : 19). 중국 제조업 비용 경쟁력이 최근에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비용압력이 국영기업에게는 부
정적이지만, 사영기업에게는 여전히 비용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Kearney, 2015).
둘째, 중국 임금비용의 증가로 미국 제조업체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
시아 등 저비용 국가들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도 있다. 특히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양호한 공
급사슬과 인프라에 기반한 비용 경쟁력이 있는 산업부문이 여전히 존재
한다. Deloitte TTL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2016)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2016년 현재 중국 제조업의 입지 경쟁력은 세계 1위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Made in China 2025”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 노력에서 미국의 그것보다 공격적이다. 따
라서 입지 이전 비용, 중국 정부의 제조업 보호의지 등과 연관된 인센티
브가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제조업체를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
택이다.
셋째, 셰일가스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비료 등 산업 일부가 경쟁력을 다시 향유하기 위해 미국
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셰일가스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 에너지 비용이 절
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용은 미국 제조업체 총비용의 5%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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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bel, 2012). 이처럼 대부분 산업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의 몫은 상
대적으로 크지가 않다.
넷째, 추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면,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로 생산시설의 입지를 이전하는 ‘Nearshoring’이 유력한 대안으로 등
장하고 있다. Graebel(2012)에 따르면, 이러한 옵션을 선택하는 상위 세
가지 이유는 낮은 운송비용(37%), 시장 근접성(31%), 낮은 재고비용
(26%)이다. 북미의 경우 멕시코가 중국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멕
시코 제조업 비용이 현재 중국의 그것보다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표 8-10>은 멕시코가 중국 대안으로 제조업 이전 적지로 나타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다섯째, 미국으로 제조업체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적절한 현장 숙련노
동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교육시스템과 제조역량의 노하우 부
족 등에 기인한다. 리쇼오링의 딜레마로서 숙련 노동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Kearney, 2015). 이는 제조업 고용이 급격히 사라진 것에 기인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제조업체 CEO는 자동화와 첨단 제조공정 도입
이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8-11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제조업체의 리쇼오링 요인
으로 공급자와 고객 접근성, 양질의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가
거론되고 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5).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자동화 도입으로 미국 제조업체가 비용 경쟁력을 가지면서 지역화 이점
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는 작업장 중간 숙련의 부
족을 자동화와 엔지니어의 고숙련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미국의 리쇼오
링 전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8-10> 리쇼오링 입지 이전에 대한 CEO 설문조사 결과(2015년)
(단위 : %)
질문
-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신규 제
조업시설 입지로 가장 유망한 지역

미국

중국

멕시코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6

31

30

20

26

29

자료 : The Boston Consulting Group(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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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자동화와 로봇에 의한 생산성 증가로 노동수요 증대가 기
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전략에 기반하여
제조업 리쇼오링이 추진된다면 리쇼오링 고용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도
않으며, 이제까지 막대한 제조업 일자리 상실의 추세가 역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생태계 조성을 구축하려는 연방정부의 NNMI 정책 효과는 현
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며, 장기적인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인 고용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적 애국심에 기
대는 리쇼오링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욱더 고용효과에 유의할 것이
라는 현실적 대안을 Kearney(2015)는 제시하고 있다. Reshoring Initiative
에 따르면, 2014년 리쇼오링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결합으로 약 60,000개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에서 창출되었다. 이러한 기업 중에 8,000개
가 중국 소유 기업이다. 2000년 이후 중국 투자가 약 460억 달러 규모이
고, 지난 몇 년 동안에 대부분 투자가 발생하였다.
외투기업은 시장에 대한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
인력의 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시계와 더불어, 고객 근접성,
정치․경제적 환경의 안정성, 엔지니어링 숙련과 제조업 노하우 습득 등
으로 외투기업의 신규 투자 유인이 존재한다. 외투기업은 새로운 시설 투
자를 하지만, 리쇼오링한 미국 기업은 예전에 방치한 기존 생산입지로 되
돌아오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약 74%에 달한다(Kearney, 2015). 따라서
리쇼오링이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괜찮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표 8-11> 자동화에 대한 CEO 설문조사 결과(2015년)
(단위 : %)
질문

상

중

하

- 자동화 비용 감소가 저임금 국가로부터 소싱한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 제품 경쟁력을 향상했다.

56

31

13

- 첨단 제조업은 현지화 생산의 경제적 편익을 향상할 것이다.

71

23

6

- 향후 5년 이내에 추가적인 자동화 및 첨단 제조업 기술에
투자할 것이다.

75

16

10

자료 : The Boston Consulting Group(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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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는 산업별 상황과 기업별 전략에 따라 상이하다.

제5절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산업을 구제하고
혁신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시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생산 공정과 제품 디자인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그러한
연계는 바로 입지의 중요성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입지는 지
역적으로 착근된 산업 생태계, 이른바 ‘산업 공유자산’이라고 일컬어진다.
혁신 성과를 제조업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혁
신 네트워크의 활성화, 중간 숙련수준의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 투자,
외국인 투자의 유치,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지원서비스의 확충,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전환 등의 전향적인 제조업 정책을 구사하
여 왔다. 이는 기존 연방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2000년 전후로 환율 저하, 천연가스 가격의 인하, 단위 노동비용의 인
하 등과 같은 비용 변화, 새로운 기술의 발전, 미국 소비자 인식 변화, 혁
신과 숙련 인력의 중요성,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부되면서 일부 미
국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국내로 회귀하는 현상, 리쇼오링이 나타났다. 이
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회의론과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맞서고 있다. 2000년대 미국 제조업 고용규모
가 그 이전의 약 2/3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는 백인 중산층 붕괴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제조업 고용 상실
은 자동화 효과보다는 세계화 효과, 즉 오프쇼오링에 의해 야기된 것이
더 크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그렇다고 자동화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경제의 보호주의적 성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향적인 제조업 정책과 리쇼오링이 우리나라에 함의
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 있지만 제조업 정책과 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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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링의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혁신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이다. 이는 산업이나 기술 선별을
용인하지만 선별된 산업이나 기술의 확산효과(spill-overs)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선별된 기술이나 산업은 주로 범용기술(예 : IT, 나노, 바이오 기
술)이고, 이러한 기술이나 산업이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기존 기
술 및 산업들과 융․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혁신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
고,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 간 관계는 가능한 한 수평적이어야 한다. ‘갑을’
관계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처럼 파편화되
고 구획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혁신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가 함의하는 시사점이 아닐까 한다.
둘째, 리쇼오링 고용효과의 딜레마와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1950
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비중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었지만, 2000년
이전 미국 제조업 고용규모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 2000년대 제조
업 고용규모가 그 이전 수준의 약 2/3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는 역사적으
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자동화와 세계화가 이를 야기한 양대 주범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후자가 더 큰 효과를 미쳤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
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제조업 오프쇼오링은 비용 경쟁력을 회복하는 과
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국내 고용효과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
었다.
중국경제의 성숙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상대적인 비용 변화가 발생하며
일부 미국 제조업체가 국내로 회귀하는 리쇼오링과 같은 경제적 균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임금
비용이 중국의 그것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비용 경쟁력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회귀한, 즉 리쇼오링한 제조업체는 자동화에 더 많
은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제조업 고용 규모가 과거 수준으로 회
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동화는 어쩔 수 없이 고용 없는
성장을 더욱더 촉진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저임노동을 활용하기 위해
오프쇼오링이 일어나고 제조업 고용 상실이 대규모로 발생했는 데 반해,
2010년 이후 리쇼오링 현상은 비용 경쟁력 회복과 유지를 위해 자동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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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리쇼오링으로 인해 미국 제
조업 생산규모와 노동생산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그것의 고용효과는 기
대한 만큼 크지가 않는 리쇼오링 현상의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간 숙련 부족과 신규 투자 부재는 제조업 리쇼오링 효과를 제
한시키고 있다. 너무나 많은 제조업 고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무형의 제
조과정 노하우와 숙련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기대
하지만 새로운 입지에서 신규 투자는 꺼리고 있다. 미국으로 리쇼오링한
제조업체는 숙련 인력의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소위 리쇼오링
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처럼 고용 측면에서 보면 리쇼오링의 ‘역설’과 ‘딜레마’가 존재한다.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와 연관된 리쇼오링 현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고용효과’이다.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자동화 효과가 온전히
대규모 제조업의 고용 상실을 유발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프쇼오
링과 같은 미국 제조업체 입지 전략도 이에 크게 한몫을 하였던 것이다.
경제가 성숙되면 자동화 투자가 증대되어 필연적으로 감소하는 제조업
고용규모는 산업구조, 정부정책, 기업 전략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경제가 성숙되면 제조업 고용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용
규모는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쇼오링한 기업이
국내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제조공정의 노하우와 숙련을 유지하고
창출할 수 있는 풀(pool)로서 일정한 제조업 고용규모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이 주도하는 서비스경제로 경제를 전환시키려는, 제
조업과 연관이 없는 비관련 다각화가 아니라 이와 연관된 관련 다각화 전
략을 통해 제조업의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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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일본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전개와 일자리 변동

제1절 문제의식과 기존 연구 검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제조업의 국내 회
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중국, 동남아 등지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국내 역투자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
본 제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 제조업의 국내 회귀 등의 동향
을 살피고, 그것이 일본 국내 생산이나 고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일본 기업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노동집약 공정을 발전도상
국에 해외 이전하고, 국내에는 기술집약 공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수직적
분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노동집약 공정을 아시
아 지역에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기계 등 자본재나
중간재(반제품 등)를 일본에서 수출하였다. 해외 현지 법인의 설립과 생
산의 증가에 따라 일본 국내 기업의 생산도 증가하여 수출 유발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전기․전자업종이다. 이러한 국제 분업구
조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듈화이다. 모듈화는 복잡한 제
품을 보다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그것을 독립적으로 설계, 생산함과 동시
에 결합을 규격화함으로써 제품을 비교적 간단히 조립/제조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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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80)

해외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생산 비율81)은 1990
년 6.4%에서 증가하여 2000년 13.4%에 달하였다. 그 후도 계속 증가하
여 2005년 30.6%, 2010년 31.9%, 2014년 38.2%에 달하였다.
해외 현지 법인을 갖고 있지 않는 기업까지 포함한 일본 제조업 전
기업 기준 해외 생산비율은 2014년도 평균 24.3%인데, 업종별로 보면
운송기계 46.9%, 범용기계 34.2%, 정보․통신․기계 30.7%, 화학
22.4%, 업무용기계 19.6%, 전기기계 17.2% 등의 순으로 높다.82) 업종별
로 해외생산 비율이 다르고 그에 따라 생산 네트워크도 다르다.
해외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이 일본 국내에 역으로 수입되는 ‘역수
입효과’도 나타나, 일본 수입액 전체에서 현지 법인 제품 수입액이 점하
는 비율이 90년대에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14.8%에 달하였다. 아
시아 지역에서 역수입액은 전체의 약 80%를 점하였고, 업종별로는 전
기․전자가 전체 역수입액의 약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수출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은 섬유와 정밀기계였다. 해외
로부터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생산이 감소였는데, 이러한 업종은 중
간재를 해외 법인이 있는 지역이나 해외 다른 곳으로부터 조달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일자리에 관련하여 기존 연구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사키와 사꾸라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후생노
동성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아시아로부터 수
입비율, 해외생산비율, 그리고 연구개발비 비율이 대졸 임금지불비율을
증가시켜, 고숙련 기술자 즉 화이트칼라 비율을 높였다고 결론지었다.83)
이토와 후카오는 1988～2002년까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국제 분업과 대
외직접투자가 일본 내 물적/인적 자본 심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80) 내각부(2002).
81) 해외에 현지법인을 갖고 있는 일본 제조업체의 국내 법인 매출액에서 해외 현지
법인 매출액이 점하는 비율.
82) 경제산업성(2015b).
83) 사사키⋅사꾸라(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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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수직적 산업 내 무역(특히 아시아 지역)이 숙련 노동자
(전문적/기술적 직업 종사자)를 증가시켰는데, 그것의 하나는 해외생산
활동의 확대에 따라 본사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하
고 있다.84)
아오키는 2000～09년 제조업 21업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사의
해외 현지 법인 등에 위탁하여 만든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일수록 대졸
수요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고 확인하였다.85)
야마시타는 환율변동이 대외직접투자를 통하여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
향을 시뮬레이션 모델인 system dynamics를 이용하여 1970년 이후 일본
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외직접투자에 의한 해외생산은 국내에 큰 영향
을 미치는데, 산업 공동화를 진행하는 요인이고, 엔고는 산업 공동화를
진전시켰다. 또한, 엔저에 의한 제조업 국내회귀는 고용을 회복시키고, 산
업 공동화에서 탈출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 엔저를 용인하는 정책적 대응
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86)
기존 연구는 대체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전개가 고숙련 기술자나
전문기술직의 증가에 이바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과정과 그것이
일본 국내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최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의 일본 국내회귀의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전망
을 하기로 한다.

제2절 일본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

일본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본격적
으로 전개되었다. 플라자 합의는 세계 주요 5개 선진국 재무장관/중앙은
84) 이토⋅후카이(2005).
85) 아오키(2011).
86) 야마시타 타카유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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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총재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달러 강세와 미국의 무역적자 및 재정적
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율 안정화에 합의한 것을 가리킨다. 플라
자 합의 이후 미국 달러에 대해 일본 엔화 가치는 급속히 높아져 환율이
저하되었다. 1985년 미국 1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는 239엔이었는데, 그
후 급속히 높아져 1988년 128엔에 달하였다. 일본 기업은 이러한 급격한
엔화 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생산 거점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엔고는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는데 1994년 94엔, 그리고 2011년과 2012
년 80엔까지 엔화가치가 상승하였다(그림 9-1 참조). 수출에 의존했던 많
은 일본 기업은 이러한 환율변동, 특히 엔고현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
하였고, 또한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생산거점을 해외에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산업이었다.
이때 해외 생산 거점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 부품은 일본 국내에서
조달하였다. 일본에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우려에 불과하였다.
1991년 일본 거품경제 붕괴 후,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15년, 20년’의
장기불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가격 파괴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내수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국내 수요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이 생산 거점을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 만들었다. 대표적인 산업은 전기․전자 산업이다. 해외 생산 거점
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핵심부품은 일본에서 조달하였지만, 제품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그 외의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였다.
한편,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1990년대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을 하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제품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아시
아 지역의 수요 증가를 기업의 유지/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많은 일
본 기업이 해당 지역에 생산 거점을 만들었다. 해외 거점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부품은 최대한 현지, 또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조달하였고,
그것이 불가능한 핵심 부품만 일본에서 조달하게 되었다.
이상, 엔고, 일본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나 가격파괴에 의한 수요 감소,
아시아 지역 발전에 의한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는 형태로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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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미국 1달러에 대한 일본 엔화의 환율 추이

자료：세계의 경제/통계정보 사이트(http://ecodb.net/exchange/usd_jpy.html).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개를 먼저 대외 직접투자액의 변화
를 통하여 보기로 한다. 일본 기업의 대외 직접투자액은 2008년 세계금융
위기까지 증가하다가, 위기 이후 급감했으나 2013년 급증하여 2015년 15
조 8,287억 엔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5년 대외 직접투자액은
1996년보다 약 5.5배 증가하였다(그림 9-2 참조).
한편, 대외 직접투자액의 증가와 함께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폭은 직접투자액만큼 크지 않았다.
2014년도 법인 수는 10,592사로 1995년도보다 약 2배 많았다(그림 9-3 참
조). 대외 직접투자액과 관련하여 보면,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이 더욱
성장하는 형태로 직접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체 현지법인도 설비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전년보다 그 증
가 폭이 컸던 것은 1990년대 후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까지의 2000년
대 중반, 그리고 2013년도부터이다. 2014년도는 4조 6,494억 엔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9-4 참조).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실시하는 해외
직접투자액 15조 8,287억 엔의 약 1/3에 그치고 있다. 아직까지 일본 국내
에서 실시하는 해외 직접투자가 투자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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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일본기업의 대외 직접투자액의 추이
(단위 : 억 엔)

자료 : 재무성, ｢대외/대내 직접투자의 추이｣.

[그림 9-3]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 수의 추이

자료 : 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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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업체 현지 법인 매출액 추이를 보면, 1995년 약 37조 엔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약 111조 엔으로 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매출액이 급속히 낮아졌으나, 2012년부터 많이 증가하여
2014년 약 130조 엔으로 최고액을 기록하였다(그림 9-5 참조).
[그림 9-4] 일본 제조업체 현지 법인 설비투자액 추이
(단위 : 억 엔)

자료 : 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각 연도.

[그림 9-5]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 매출액의 추이
(단위 : 억 엔)

자료 : 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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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의 경상이익과 순이익을 보면, 양자 모두
2000년대에 들어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
향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 다시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하였고,
2011년부터도 경상이익과 순이익 양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도 경상이익 5조 7,224억 엔, 순이익 4조 1,050억 엔으로 경상이익은 최고
를 기록하였고, 순이익은 과거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그림 9-6
참조). 과거 약 20년간 해외 현지 법인의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2배,
약 7.4배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에 따라 해외 현지 법
인의 종업원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 종업원 수를 보면, 1995년 약 185만 명
에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4년도 457만 명에 달하였다. 과거 20년간 종
업원 수는 약 2.7배 증가하였다(그림 9-7 참조).
[그림 9-6]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 경상이익과 순이익의 추이
(단위 : 억 엔)

자료 : 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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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 종업원 수의 추이

자료 : 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각 연도.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이 어떠한 생산 네트워크를 가졌는지 부
품 등의 조달액 비중을 통하여 보면, 1997년까지 조달액 중 일본이 차지
하는 비율이 약 40%였으나, 그 후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해외 현지 국가의 비율은 1998년 이후 거의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60～70%대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국가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10% 전후이고, 유럽이나 북미는 매우 낮다.
201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하여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그림 9-8～9-9 참조).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해외 현지 법인이
2014년 조달한 부품 등의 조달액은 약 49조 엔인데, 그중 60.1%는 법인이
설립된 지역의 국가 내에서 조달하였고, 14.3%는 해당 국가를 제외한 아
시아 지역이었다. 일본은 23.3%였고, 유럽과 북미는 각각 0.4%, 0.5%에
불과하였다. 2005년도의 경우 조달액의 비중은 해외법인이 설립된 지역
의 국가 52.2%,87) 해당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 14.8%, 일본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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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북미가 같이 0.6%였다. 부품 등의 조달액 기준으로 보면, 해외 현
지 법인은 해당 국가 내 조달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일본, 현지 법인 소재
주변 지역이나, 유럽, 북미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부품 등의 ‘조달
의 현지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국가 내에서 해외 법인
이 조달하려고 하는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즉 생산
네트워크도 진출한 해외 현지 국가 내에서 완결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데 2010년 이후 ‘조달의 현지화’는 정체되어 있다.
[그림 9-8]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 조달처(조달액)의 상황(2014년)
(단위 : 10억 엔)

자료 : 경제산업성(2015b).

87) 해외 현지 조달 중, 일본계 기업 비중은 2012년 기준 34.2%였다(경제산업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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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 조달처(조달액)의 상황(2005년)
(단위 : 10억 엔)

자료 : 경제산업성(2015b).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의 부품 등 조달의 현지화도 산업에 따
라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은 조달의 현지화가 높지만 전기․
전자기계산업은 상대적으로 낮다. 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산
업의 경우 현지 법인이 부품 등을 조달한 조달비용은 동 법인이 설립된
국가 내의 비중이 2000년까지는 약 50%였으나, 그 후 증가하여 약 70%
를 차지하였고, 일본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2000년까지는 약 50%였으
나 그 후 감소하여 약 20%였고,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북미의 비중은
10%를 밑돌았다. 반면, 전기․전자기계산업의 경우, 현지 국내와 일본이
같이 40%였고, 아시아 지역이 약 20%였다.88)
88) 경제산업성(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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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등의 조달액의 측면에서 해외 현지 법인의 생산 네트워크의 현지
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품 판매의 현지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
다. 판매의 현지화도 201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있는 일본 제조업체 현지 법인의 매출액 기준 판매처를 보
면, 2014년도 현지 법인 국내가 53.0%, 아시아 지역 24.0%, 일본 16.9%,
유럽 1.6%, 북미 1.8%였는데, 2005년도의 경우, 현지 법인 국내 52.3%, 아
시아 지역 17.8%, 일본 21.5%, 유럽 2.6%, 북미 4.3%였다. 약 10년간 현지
법인 국내와 아시아 지역이 각각 0.7%, 6.2% 증가하였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감소하였다. 판매의 현지화는 현지 법인 소재의 국내와 함께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전개되었다.89) ‘판매의 주변 지역 포함 현지화’로 표현
할 수 있다.
생산 네트워크의 현지화와 판매의 주변 지역 포함 현지화는 일본 본사
의 투자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도 해외 투자 결정 요소를 보
면(복수응답), ‘현지 제품 수요가 왕성하거나 앞으로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 67.5%, ‘납품처를 포함하여 다른 일본계 기업의 진출실적이 있는
지역’ 32.9%, ‘진출국 주변 제3국에서 제품수요가 왕성하거나 앞으로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28.3%, 그리고 ‘양질이고 저렴한 노동력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19.6%였는데, ‘진출국 주변 제3국에서 제품수요가 왕성하
거나 앞으로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비율은 2007년 약 22%에서 지속
해서 증가하고 있다.90)
일본정책투자은행이 2016년 6월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한 바로는, 해
외에서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중시하는 것을 보면,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국가나 지역까지의 거리,
물류의 편리성’을 든 기업의 비율이 84.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낮
은 인건비’ 19.6%, ‘기존 공장과의 시너지 효과’ 19.3% 등이었다.91)

89) 경제산업성(2012b).
90) 경제산업성(2015b).
91) 동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은 331사였다(일본정책투자은행,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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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국내 제조업 일자리 변화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 종업원 수는 1995년
약 185만 명에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4년도 457만 명에 달하여 과거 20
년간 종업원 수는 약 2.7배 증가하였다. 해외 현지 법인 종업원 수의 증가
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0년 1,505만 명을 정
점으로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997만 명이었다. 2012년부터
증가하여 1,030～1,040만 명으로 회복하였다. 2012년 이후 취업자 수의 회
복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주목된다. 한편,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율은 거의 일관하여 감소하고 있다. 그 비율이 1975년 25.8%
였으나 2012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 수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여
2015년 16.2%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그림 9-10 참조).
[그림 9-10] 제조업 취업자 수와 전체 취업자 중 비율의 추이
(단위 : 만 명, %)

자료 : 총무성, ｢노동력 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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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 일본 GDP에 점하는 비율도 1995년 21.9%, 2000년 21.1%,
2005년 19.8%, 2010년 19.5%, 그리고 2014년 18.5%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92)
제조업 종사자 직종별 구성 비율 추이는 <표 9-1>과 같다. 먼저 전체
종사자 수는 1995년 1,456만 명에서 2005년 1,142만 명으로 약 22% 감소
하였고, 2015년에는 1,035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9% 감소하였다. 감소
폭은 최근 10년간이 그 이전의 10년간보다 반감하였다. 직종 분류에 약간
차이가 있어 연도별 정확한 비교는 힘드나 주요 직종을 보면 ‘관리적 종
사자’는 종사자 수도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었다. ‘전문
적/기술적 종사자’는 최근 10년간 종사자 수가 증가하여 20년 전과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체 종사자에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
하였다. ‘사무 종사자’는 최근 10년 종사자 수는 변함없지만, 종사자 비율
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판매 종사자’는 종사자 수나 종사자 비율 모두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종사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생산 공
정 종사자’는 종사자 수도 종사자 비율도 감소하였다(표 9-1 참조).
과거 20년간 제조업 종사자 중 ‘생산 공정 종사자’, ‘관리직 종사자’, 그
리고 ‘판매직 종사자’는 종사자 수와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전문적/기
술적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는 전자가 최근 10년간 종사자 수가 증가하
면서, 후자는 변함이 없으면서 취업자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제조
업 종사자 수와 비율의 변화를 보면, 해외 진출에 따라 생산공정 종사자
는 감소하는 반면, 제품의 연구/개발, 해외 현지 법인 관련 사무처리 부문
의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나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것을 한마디로 국내 제조업 종사자의 ‘고도 전문직화’로 표현할
수 있다.
일본 국내 제조업 취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해외 설비투자 증
감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그것의 증감을 보면 최근 약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전년 대비 해외 투자 증감률(실적 기준)은 2002년
부터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은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92)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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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제조업 종사자 직종별 구성 비율 추이
(단위 : 만 명, %)
직종 분류
전체

1995

2005

2015

1,456(100.0)

1,142(100.0)

1,035(100.0)

관리적 종사자

57( 3.9)

44( 3.9)

29( 2.8)

전문적/기술적 종사자

87( 6.0)

78( 6.8)

86( 8.3)

사무 종사자

214( 14.7)

173( 15.2)

173( 16.7)

판매 종사자

97( 6.7)

서비스 종사자
보안 종사자
생산공정 종사자
운송/기계운전 종사자
건설/채굴 종사자
운반, 청소, 포장 등 종사자

71( 6.2)

3( 0.2)

*

2( 0.1)

*

946( 65.0)
11( 0.8)
0( 0.0)
39( 2.7)

53( 5.1)

1( 0.1)

**

1( 0.1)

1( 0.1)

**

1( 0.1)

731( 64.0)
***
*****
****

627( 60.6)

8( 0.7)

***

0( 0.0)

*****

3.1( 3.1)

****

11( 1.1)
3( 0.3)
51( 4.9)

주 : 1) *는 보안과 서비스의 합계로 5(0.3%)였는데, 임의로 나누어 입력하였음.
2) **는 보안과 서비스의 합계로 2(0.2%)였는데, 1/2씩 입력하였음.
3) ***는 운수/통신 종사자.
4) ****는 노무 작업자.
5) *****는 채굴 종사자.
자료 : 총무성, ꡔ노동력조사연보ꡕ 1995, 2005, 2015.

받아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4년
도와 2015년도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에 따라 제조업 투자 전체에서
점하는 해외 투자 비율(실적 기준)도 2013년도 개별 기업 기준 54.8%, 연
결재무제표 기준 44.8%를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하여 2015년도 각각
49.9%, 36.9%로 낮아졌다(표 9-2 참조). 2016년도 계획도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여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투자의 움
직임이 본격적인 제조업의 국내회귀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제조업 해외 설비투자 증감률을 업종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보면, 2015
년도에 감소한 업종은 자동차였는데 그 외 업종인 전기기계, 화학, 일반
기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투자에서 자동차가 점하는 비율이
53.7%로 압도적으로 높아서 다른 업종이 투자 증가율이 높아도 자동차가
감소하여 제조업 전체가 감소하였다. 2016년도 해외 설비투자 계획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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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제조업 해외 설비투자 증감률, 설비투자의 해외투자 비율의 추이
(단위 : %)
해외 투자 증감률

해외 투자 비율
(개별 기업 단위)

해외 투자 비율
(연결 기준)

계획

실적

계획

계획

2002

3.6

13.6

2003

4.2

10.5

2004

7.8

2005

실적

실적

31.6

-

29.9

34.3

-

16.3

32.6

32.7

-

17.1

35.4

33.1

35.4

-

2006

9.5

2.3

33.1

34.6

-

2007

11.4

7.7

34.2

34.8

-

2008

2.1

-7.4

35.6

31.1

-

2009

-31.2

-44.9

29.6

29.6

-

2010

43.9

27.6

36.4

35.5

-

28.3

2011

54.7

49.6

42.6

45.3

33.9

36.3

2012

28.9

28.2

45.2

51.1

36.8

41

2013

13.7

13.7

50.8

54.8

41.3

44.8

2014

-1.6

-0.9

47.5

52.7

38.7

39.9

2015

4.1

-3

45.4

49.9

37.2

36.9

2016

4.7

44.2

-

34.6

-

-

자료 : 일본정책투자은행(2016a).

학이 30.3%로 매우 높으나 자동차 등 다른 업종은 감소로 나타났다. 한
편, 국내 설비투자 증감률을 보면(2015년도 실적 기준), 자동차가 15.2%
로 가장 높이 증가하였고, 일반기계나 전기기계도 각각 14.0%, 5.7% 증가
하였으나, 화학만 감소하였다. 2016년도 투자 계획은 화학이 29.7%로 증
가율이 가장 높고, 이어 일반기계 19.0%, 자동차 12.4%의 순이었고, 전기
기계는 1.1% 감소로 나타났다(표 9-3 참조). 이처럼 제조업 내에서도 업
종별로 해외, 국내 설비투자 움직임이 다른데, 투자액이 큰 자동차가 해
외 감소, 국내 증가로 나타나 앞으로 제조업 전체의 국내 투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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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업종별 해외․국내 설비투자 증감률
해외 설비투자 증감률
2015년도
(실적)

국내 설비투자 증감률

2016년도
(계획)

비중(2015년
실적기준)

2015년도
(실적)

2016년도
(계획)

제조업

-3

4.7

100.00%

7.7

16.1

자동차

-9

-1.1

53.70%

15.2

12.4

전기기계

17.7

-0.2

4.40%

5.7

-1.1

7.4

30.3

9.90%

-1.9

29.7

16.5

-5.2

10.40%

14

19

화학
일반기계

자료 : 일본정책투자은행(2016a).

제4절 제조업 국내회귀의 실태와 전망

1. 국내 회귀의 개황
상기한 바와 같이 최근 해외 투자액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국내 투자액
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조업 국내회귀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조업 해외 현지 법인 철수 수는 매년 많이 변동해 왔
는데, IT 거품 경제의 붕괴 영향이 있었던 2002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
을 받은 2009년이 각각 354건, 305건으로 300건을 넘었다(그림 9-11 참
조). 2000년 이후 대체로 매년 200건대의 철수가 있다. 하기 도표의 철수
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가 곧 국내회귀로 보기는
힘들다.
2016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 제조업 기업이 과거 3년간 국
내회귀 한 실태를 보면 ‘생산 일부를 국내로 이관’ 7.2%였다. 더욱 광의의
의미로 ‘생산의 해외 이관을 중지’ 3.2%, ‘국내 생산 계속 및 해외 이관 중
지’ 2.0%를 포함하면 12.4%의 기업이 국내회귀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3년간의 계획을 보면, 과거 3년간보다 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생
산 일부를 국내로 이관’ 4.6%, ‘생산의 해외 이관을 중지’ 0.6%이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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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계속 및 해외 이관 중지’ 2.6%는 과거 3년간보다 0.6%포인트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9-12 참조).
[그림 9-11] 제조업 해외 현지 법인 철수 수의 추이

주 : 철수란 ‘해산/이전’ 및 ‘출자비율 저하(일본 측 출자비율이 0～10%)’를 말함.
자료 : 경제산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각 연도.

[그림 9-12] 국내회귀의 실태와 전망
(단위 : %)

자료 : 일본정책투자은행(2016a).

33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광의의 의미에서 제조업 국내회귀는 과거 3년간 약 12%의 기업에서
나타났는데, 앞으로 3년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여 국내회귀는 매우 한정
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국제협력은행이 해외 생산 거점을 가진 제조업체 1,016사를 대상
으로 2015년 7월 실시한 앙케트93) 조사에 의하면(응답회사 607사, 회답률
59.7%) ‘2013～14년도’에 국내회귀 한 기업94)은 9.9%였는데, ‘신규로 국내
투자를 동반한 국내회귀’는 2.2%, ‘신규 국내 투자를 동반하지 않은 국내
회귀’는 78.7%였다. 2015년도 이후 국내회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은 4.0%였다. 국내회귀 하지 않은 기업은 78.6%였다.95) 국내회귀 실시와
계획 기업(100%, 복수응답)을 대상으로 국내로 이관하는 제품을 보면,
‘주로 일본시장에서 판매하는 범용품’ 50.7%, ‘주로 일본시장에서 판매하
는 고급품’ 32.0%, ‘주로 해외시장에서 판매하는 범용품’ 18.7%, ‘주로 해
외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급품’ 16.0%였다. 어디에서 국내회귀 하는지 보
면, 중국이 68.0%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태국 14.7% 등이었다. 국내회
귀 이유를 보면, ‘엔저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 4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외 거점의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 25.3%, ‘일본에
서 생산하는 것이 납기가 짧았기 때문’ 18.7%, ‘해외 사업 위험(노무면이
나 사회면 등)이 높아졌기 때문’ 12.0%, ‘일본 거점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 9.3%, ‘주요 거래처가 일본으로 생산 이관했기 때문’ 6.7%였다(그림
9-13 참조).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4년 12월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96) 과거 약 2년
간 해외 생산 거점을 국내에 회귀하였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13.3%
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품질이나 납기 등 해외거점에서 생
산면에 과제가 있었다’가 3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엔저로 일본 국내에
서 생산해도 채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와 ‘인건비 급등 등으로 해외
93)
94)
95)
96)

국제협력은행(2015)..
국내회귀에 관련된 질문에 응답한 기업 수는 556사이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7.6%.
또한, 경제산업성이 2015년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과거 1년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제품, 부품을 국내생산으로 돌린 기업은 12.0%에 이르렀다고 한
다(경제산업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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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용이 증가하였다’는 같이 24.4%, 그리고 ‘진출국의 투자규제나 제
도에 문제가 있었다’와 ‘데모나 자연재해 등으로 진출국의 리스크가 높아
졌다’는 같이 3.3%로 적었다(표 9-4 참조).
[그림 9-13] 제조업 국내회귀 이유(복수응답)
(단위 : %)

자료 : 국제협력은행(2015).

<표 9-4> 국내회귀 이유
(단위 : %)
품질이나 납기 등 해외거점에서 생산면에 과제가 있었다

34.4

엔저로 일본 국내에서 생산해도 채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4.4

인건비 급등 등으로 해외 생산비용이 증가하였다

24.4

진출국의 투자규제나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3.3

데모나 자연재해 등으로 진출국의 리스크가 높아졌다

3.3

기타
자료 : 경제산업성(2015a).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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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국내회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국내 생산 비율을 높인 요인’으
로 가장 많이 든 것은 ‘숙련 기술자에 의한 현장력의 강함’으로 조사기업
의 64.5%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모든 아시아 나라와 비
교해도 일본의 모공장 생산성이 해외 현지 기업보다 높다고 응답하였
다.97)

2. 국내 회귀 사례

일본 주요 대기업의 국내회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을 대
표하는 전기․전자업체인 파나소닉은 탁상 조리기를 중국으로부터 일본
고베 공장으로 생산 이관하였고, 에어컨, 세탁기, 식기 세척기, 전자레인
지의 국내 판매용 해외생산을 일부 국내로 이전 검토하고 있다.98)
다이킨 공업은 2005년도 중국기업에 위탁 생산하던 가정용 에어컨의
일부와 일본 판매를 위한 자사 중국공장의 생산을 일본의 사가 제작소에
이관하였다. 엔저와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점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가 제작소의 에어컨 생산 대수는
과거 80만 대에서 2015년도 10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
내생산을 늘리므로 일본 국내 기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
었다.99)
캐논은 전체적으로 2013년 국내제조비율 43%를 3년에 걸쳐 60%로 증
가 예정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던 고부가가치 복사기 일부를 이바
라키현 돗떼 공장으로 이관하고, 고품질 컬러 프린트 일부를 시가 현 나
가하마 공장으로 이관하였다.100) 캐논은 국내회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101) 국내회귀로 고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조공정의 자동화/로봇화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97)
98)
99)
100)
101)

경제산업성(2016).
｢일본경제신문｣ 2015. 1. 6.
｢일본경제신문｣ 2015. 7. 3.
｢산케이 비즈니스｣ 전자판 2015. 1. 9.
캐논 홈페이지(http://web.canon.jp/corporate/vision/greeting.html).

제9장 일본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전개와 일자리 변동 335

으로 2018년까지 디지털카메라 일본 국내 생산을 완전 자동화할 방침이
다. 자동화되는 공장의 근로자 약 5,200명은 고부가가치 생산 분야에 배
치 전환할 예정이다.102)
샤프는 가정용 공기청정기와 냉장고 생산의 일부를 중국에서 일본 오
사카 야오 공장으로 이전한다.103) 또한,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일본 시장용 액정 TV를 일본 토치기 야이타 공장으로 이관한다.104)
오키데이터 그룹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일본 국내용 A3 흑백프린터 전
량을 후쿠시마 사업소로 2014년부터 점차 이관하였고, 고부가가치 제품
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일본산 기종을 늘릴 예정이다. 생산은 다품종 소
량생산105)에 대응할 수 있는 ‘1인 셀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생산하는 제
품과 수량을 생산 전주(前週)에 확정하는 ‘1주간 확정 생산방식’ 체제를
도입하여 제조에서 출하까지 1주 정도의 단기간에 생산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도 인재육성을 위해 ‘장인 양성 매뉴얼 도입’ 등을 도입하
였다.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도장의 자동화도 실행하
였다. 그 결과, 중국 제조 시 불량률 0.65%에서 0.26%를 낮추었고, 생산
성도 10% 높았다고 한다.106) 국내회귀에 따라 약 80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한다.
혼다자동차는 배기량 50cc 이하의 오토바이 생산을 2016년도 말까지
중국과 베트남에서 구마모토 제작소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에서
생산해도 구입하기 쉬운 가격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간 생산 대수는 1만 8,000대이고, 엔진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다. 그
때문에 국내산 부품비율은 24%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엔진생산도 국내이
관을 검토하여 국내산 부품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107)
닛산자동차는 북미수출 차종인 SUV ‘로그’를 2016년 봄에 자회사인 닛

102)
103)
104)
105)

｢로이터｣ 전자판 2015. 8. 4.
｢경제/비지니스 Nippon.com｣ 전자판 2015. 4. 10.
｢요미우리신문｣ 2015. 1. 6, ｢산케이뉴스｣ 전자판 2015. 1. 22.
해외 공장보다 3배 정도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주문도 월 1대〜수백 대
받고 있다.
106) ｢오키테크니컬 리뷰｣ 2015년 5월 제225호 Vol.82 No.1.
107) ｢동양경제｣ 전자판 201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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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동차 큐슈에서 생산하기로 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서는 로
그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닛산자동차 큐슈의 코스트 경쟁력이 높
아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생산이 2014년 87만 대에서 2016년도 100
만 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08)
스즈키 자동차는 2016년도 소형차 생산거점인 사가라 공장의 생산능력
을 2배로 늘려 연간 15만 대 생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였던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위프트’ 소형차 생산을
중단하고, 사가라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였다.109)
TDK는 250억 엔을 투자하여 스마트 폰이나 자동차 관련 전자부품 생
산 공장을 새롭게 2개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동사가 국내에 대규모 공
장을 신설하는 것은 8년 만이라고 한다. 엔저로 국내생산의 채산성이 높
아졌기 때문인데, 2016년 말 2곳의 새 공장이 가동하면, 중국에서 해외수
출용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일부를 가져오게 된다.110)
케힌111)은 혼다 등의 자동차 회사에 배기가스 중 오염 물질을 걸러주
는 벌브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2014년 말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생산
하던 것을 일본에 회귀하였다.112) 국내 생산량을 2년 후에는 20～30% 늘
릴 예정이다. 동사 공장의 일본 회귀는 해외진출국의 임금인상뿐만 아니
라 기술축적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일본 회귀한 공
장에는 하나의 라인에 4명이 작업하고 있는데 중국공장보다 1/4로 줄고,
1개 제품 제조시간도 2초 단축되어, 전체적으로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중국공장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해외 현지 공장에서는 생
산기술 진화(혁신)이 멈추었다”면서 국내 공장에서 생산기술을 진화시켜

108)
109)
110)
111)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5. 2. 2.
｢산케이신문｣ 2015. 10. 3.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5. 2. 26.
1956년 창업한 기업으로, 2016년 3월 말 현재, 자본금 69억 엔이고 연결재무제표
의 업적으로 매출액 3,415억 엔, 영업이익 164억 엔이다. 근로자 수는 4,083명이
고, 기업그룹 전체의 근로자 수는 22,011명이다. 일본 국내 공장은 4개이고 개발
센터 2개 등이 있고, 해외에도 많은 공장과 영업소가 있다. 혼다가 동사의 주식
약 41%를 보유하고 있다.
112)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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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제조업 국내회귀 대표적 기업
기업명

국내회귀 내용

파나소닉

탁상 조기기기를 중국으로부터 일본 고베공장으로 생산 이관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렌지의 국내판매용 해외생산을 일부
국내로 이전 검토

다이킨공업

중국기업에 위탁 생산하던 가정용 에어컨의 일부 생산을 사가 제작소
에 이관

캐논

전체적으로 2013년 국내제조비율 43%를 3년에 걸처 60%로 증가예정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던 고부가가치 복사기의 일부를 이바라키현 돗
떼공장으로 이관, 고품질 컬러 프린트 일부를 시가현 나가하마 공장으
로 이관

샤프

가정용 공기청정기와 냉장고 생산의 일부를 중국에서 일본 오오사카
야오공장으로 이전

중국에서 생산하던 일본 국내용 A3흑백프린터 전량을 후쿠시마 사업소
오키데이터
로 점차 이관
그룹
고부가가치품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일본산 기종을 늘릴 예정
혼다자동차

오토바이 생산 일부를 2015년도 말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구마모토공장
으로 이관예정

닛산자동차

북미판매 SUV인 로그를 현재 북미 생산에서 국내생산으로 바꾸고 수
출할 것을 검토 중

스즈키
자동차

2016년도 소형차 생산거점인 사가라 공장의 생산능력을 2배로 늘려 연
간 15만 대 생산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유럽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였
던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위프트’ 소형차 생산을 중단하고, 사가
라 공장에서 생산

TDK

중국에서 생산하던 자동화 가능한 자동차부품 일부(30%)를 국내생산으
로 이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용 전자부품을 해외에서 국내생산으로 이관예정

케힌

2014년 말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하던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밸브
를 일본에 회귀. 국내 생산량을 2년 후에는 20～30% 늘릴 예정

엔도조명

LED생산 대기업으로서 2015년 봄까지 태국에서 생산하던 제품의 20%
를 국내의 사노공장에 이관하는데, 학교나 공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엔저로 해외 생산의 채산성이 악화되었기 때문.

자료 :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5. 2. 26. 등 각종 신문매체(상기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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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해외 공장에 이전할 예정이다. 이러한 생산기술 혁신은 절삭 가공
기의 회전수를 높이고(이전보다 4배) 인간의 손으로 했던 상세한 작업을
대체할 로봇의 개발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엔고에서도 채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하청기업에도 새로운 가공법 등을
제안하여 생산기술 혁신을 공유하여 부품조달 비용을 중국보다 15% 삭
감할 예정이라고 한다.
엔도 조명은 LED 생산 대기업으로서 2015년 봄까지 태국에서 생산하
던 제품의 20%를 국내의 사노 공장에 이관하는데, 일본의 학교나 공장에
서 사용되는 제품이다. 엔저로 해외 생산의 채산성이 악화하였기 때문이
다. 이러한 생산 이관으로 해외생산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질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113)
이상, 일본 제조업 해외 현지 법인을 철수하거나 아니면 현지 법인 생
산의 일부를 일본 국내로 이관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국내회귀를 중
심으로 그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엔저이다. 상
기한 바와 같이 미국 1달러당 일본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와 반대로 일본 제조업체가 외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역수입하는
경우 엔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회귀
를 하는 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 혼다의 오토바이 생산이 전형적이다.
둘째, 일본과 아시아 진출지역과의 임금격차의 축소이다. 일본의 임금
은 거의 오르고 있지 않은데, 아시아 진출지역, 예를 들어 중국의 임금은
많이 올랐다. 또한, 중국 등 아시아 진출지역의 임금은 올라갈 것으로 예
상하기 때문에 일본과 아시아 진출지역 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줄어들어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게 되었다.
셋째, 일본 국내 제품 물류의 변화로 납품의 단기화/최단화이다. 컴퓨
터,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주말에 양판장에서 많이 팔렸다. 그래서
주말까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통신판매,
TV 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이 급성장하여 가전제품의 판매구조가 바뀌었
는데, 그로 인해 언제든지 신속히 납품해야 한다. 그로 인해 물류시간이
113)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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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러한 판매구조에 적합하게 되었다.
넷째, 최적 생산기지로서의 일본의 장점이다. 일본 제조업체 중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것은 기술유출,
모조품, 기술자 확보 등의 이유인데, 그러한 기업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
하여 제품/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외국보다 일본이 최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70만 종류의 나사 재고가 있어 언제든지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가격보다는 높은 품질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데 이것이 국내회귀의 한 요인이 된다.114)
다섯째, 공정의 완전 자동화이다. 캐논과 같이 공장 자동화를 하여 인
건비의 격차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를 방지한다. 공정의 완전 자동화/
로봇화 기술은 일본 기업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동화/로봇화 비용은 일본
국내외에 큰 격차가 없다. 제품의 시장이 일본이고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공정은 일본 국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3. 주요 설문조사 결과
생산의 글로벌 네트워크화가 진행되어도 여전히 일본에 남는 부문이
있어, 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당분간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
조업체가 조직 대부분을 일본 국내에 남기려고 하는 부문을 보면(복수 응
답), ‘기획/경영관리’ 79.4%, ‘연구개발(기초)’ 59.4%, ‘연구개발(응용/시범
제품)’ 49.9%, ‘자금 조달’ 43.8%로 사무, 전문/기술직이 중심이고, ‘모 공
장(기간 부품 생산 등)’(54.5%)에 한정하여 생산직이 계속 일본 국내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대량생산)은 고부가가치 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에 남길 가능성은 낮고, 범용품은 더욱 낮다(그림 9-14 참조).
경제산업성의 추정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제조업 직종별 종
사자의 변동을 보면, 남녀 모두 증가하는 직종은 ‘전문기술직’이고 남성
약 25만 명, 여성 약 5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관리직’도 약 3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의 직종, 특히 ‘생산
114) 고토 야스히로(2015), ｢엔저만 아닌 생산의 국내회귀 3요인｣,(｢일본경제신문｣
2015. 2. 15. 전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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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직’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남성은 약 12만 명, 여성
은 약 7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115)
한편, 제조업 국내회귀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생산 비율을 높이는 요인
을 보면116) ‘숙련기능자에 의한 현장력의 강함’이 64.5%였고, 이어 ‘전력
비용의 저하’ 57.7%, ‘공장 노동자를 확보하기 쉬움’ 57.1%, ‘고도 기술자
를 확보하기 쉬움’ 54.3%, ‘엔화 약세 기조’ 53.7%였다.
국내생산 거점의 앞으로의 역할을 들어본 결과, ‘해외 거점과 차별화를
[그림 9-14] 대부분을 국내에 남길 부문
(단위 : %)

자료 : 경제산업성(2015a).

115) 경제산업성(2015a).
116) “국내 사업 환경에 관한 다음 항목이 개선되면 국내생산 비율을 높일 것인가”라
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다(경제산업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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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는 기업은 62.2%, ‘생산 거점의 하나에 불과하
다’는 33.0%, ‘국내 거점의 축소/폐지할 방침’을 든 기업은 4.8%였다. 국내
거점을 ‘해외 거점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거점’이라고 응답한 기업에
국내 거점의 역할을 물어본 결과,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등 새로운 가치
를 창조해 내는 이노베이션의 거점’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8.6%이고, 이
어 ‘해외에 이관하는 생산기술이나 해외공장의 지원을 하는 母 공장’이
32.1%, ‘다품종 소량생산, 단기 납기 생산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른바 유연 공장’이 13.3%였다. ‘자동화나 IT의 도입으로 압도적으로 생산
성이 높은 제조의 고도기술 거점’ 4.7%, ‘기술이나 노하우의 유출을 막는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노하우 거점’ 4.0%로 매우 낮았다(그림
9-15 참조). ‘인재육성이나 기능 전승을 하는 인재육성 거점’과 ‘시범제작
[그림 9-15]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의 우위성(해외에 거점을 갖고 있는 기업 기준)
(단위 : %)

자료 : 경제산업성(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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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최저한의 기초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시범제작 개발 거점’은
같이 2.1%에 불과하였다.117)
더 나아가 해외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기업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의 우위성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응할 수 있다’로 46.8%였다. 이어 ‘단기 납품
에 대응할 수 있다’ 42.4%, ‘거래처의 니즈를 파악하기 쉽다’ 42.0%이고,
‘거래처의 개발단계에서 참가할 수 있다’가 37.2%였다. ‘고도의 기술을 활
용할 수 있다’ 26.7%, ‘서플라이 체인이 충실하다’ 24.8%, ‘최저한의 기반
기술을 국내 유지/보유할 수 있다’ 21.0%,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 12.9%,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보조금 등을 받
을 수 있다’ 6.2%, ‘일본 소비자의 까다로운 목소리를 흡수할 수 있다’
5.9%, 그리고 ‘산학연계가 쉽다’ 2.3%였다.
이상, 제조업 국내회귀 요인과 국내 생산의 우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여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향상이 매우
중요하다.118)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
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비용절감이다. 에너지 비용, 높은 법인세 등의 비용 요인을 낮추
는 것이다.
셋째, 제조업 기업이 소비자 수요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신속
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전개해야 한다.119) 이를 위해서
IoT나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조업의 본격적인 국내회귀에는 한계도 있다. 첫째, 제조업 투
자는 기본적으로 지산지소(地産地所)/최적지 생산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장이 있는 곳에 생산거점을 만들고 있다. 일본의 제조업이 본
격적으로 국내에 회귀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나고 확대해야 하는데,

117) 경제산업성(2015a).
118) 현재 아베정권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방식 개혁’을 최우선 정
책과제로 내걸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19) 하마구치(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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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고, 국내회
귀가 있더라도 일정 정도의 움직임에 그칠 것이다.120) 도요타자동차 사장
은 생산의 국내회귀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다”121)라
고 단정하였다.
둘째, 제조업의 국제적 분업구조의 확립이다. 제조업체가 특정 제품을
국내회귀 해도 부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부품 제조
업체는 일본기업이라 해도 대부분 외국에 거점을 두고 거기에서 부품을
대량 생산하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인 경우가 많다. 엔저가 진행되면 외국
에서 구매하는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 결국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셋째, 국내회귀 해도 제품은 일본 국내시장용 제품, 다품종 소량생산,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에 한정되어 있고, 캐
논와 같이 공정의 전자동화가 가능한 제품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생산성을 매우 높여 생산할 수 있는 제품에 한정될 것이다.
넷째, 국내 제조업의 이익률이 해외보다 낮다는 점이다. 최근 8년간 일
본 국내 제조업체의 이익률은 4.11%, 해외 현지 법인의 경우 4.75%이다.
특히 일본 현지 법인이 많은 아시아 지역 이익률은 더욱 높다.122) 높은
이익률을 추구하는 기업에 일본 국내회귀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제조업 국내회귀의 한계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회귀를 하지 않은 기업에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해외와 국내의 분업체계
가 확립되어 있어서’가 5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地産地消이므로’
38.4%, ‘주요 거래처가 일본으로 이관하지 않기 때문’ 26.5%, ‘해외 현지
생산거점의 고용이나 가동률 등을 유지하기 위해’ 17.2%, ‘일본 국내에 이
관/집약에는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 15.3%, ‘일본 국내 거점의 설비
나 인원에 여유가 없기 때문’ 14.3%, ‘일본에 원재료 수입 비용이 크기 때
문’ 6.9%, ‘기타’ 5.0%였다.123)
120) 시모다(2015).
121) ｢일본경제신문｣ 전자판 2015. 1. 9.
122)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제조업)은 2003년, 해외현지 법인 아시아 지
역의 경우 5.9%, 북미 3.7%, 유럽 1.6%였고, 일본 국내 평균은 3.2%였다(경제산
업성(2005),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결과｣).
123) 국제협력은행(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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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책투자은행이 2015년 대기업 342사를 대상으로 국내에 회귀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3개까지 복수응답), ‘앞으로도 해외 수요가 예상되
기 때문’이 79.2%로 가장 많았고, ‘해외 생산이 비용적으로 이점이 있어
서’ 34.8%, 이어 ‘해외 생산 거점의 가동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25.4%, ‘환율변동이 업적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8.8%, ‘국내회
귀에는 조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8.5% 등이었다.124)

제5절 제조업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해외 생산 거점 실태와 과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제조업체 중 해외에 직
접 투자하는 기업의 비율은 근로자 규모별로 큰 격차가 있는데, 2009년에
기준 41～50명은 2.5%, 51～100명 5.0%, 101～200명 10.7%, 201～300명은
19.3%였다. 또한,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
율은 약 70%였다.125) 투자 국가로서는 중국이 58.2%로 압도적으로 많았
고, 태국 12.6%, 베트남 6.1%, 인도네시아 4.9%, 한국 3.6% 등이었다.
해외에 생산거점을 설립한 중소기업이 그것의 사업 운영상 장점으로
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코스트 삭감’으로 66.8%로 가장 많았고, 이
어 ‘현지 판로 확대’가 56.3%로 과반수였다. 이어 ‘기존의 거래처 유지’
36.7%, ‘국내외 판로확대’ 25.7%, ‘현지 살아있는 정보 수집’ 20.5%, ‘현지
동향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 향상’ 18.0%, ‘현지 인지도 향상’ 15.9%, ‘현
지에서 우수한 인재 확보’ 15.4%, ‘생산의 리스크 분산’ 14.7%, ‘제품의 품
질 향상’ 12.0%, ‘국내 업무의 고부가가치화’ 11.3%, 그리고 ‘환율 위기의
회피/최소화’ 10.5%이다(그림 9-16 참조).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상거래상 직면하고 있는 과제/리스크를

124) 일본정책투자은행(2015).
125) 경제산업성(2012a).

제9장 일본의 동아시아 분업구조 전개와 일자리 변동 345

[그림 9-16] 중소기업 해외 생산거점 설립으로 사업운영상 장점
(892사 복수회답)
(단위 : %)

자료 : 미쓰비시UFJ리서치와 컨설팅(2011).

보면, ‘품질관리’가 54.2%로 가장 많고, 이어 ‘현지 마케팅’ 43.3%, ‘현지에
맞는 상품의 생산/공급체계의 구축’ 28.6%, ‘현지 수요 파악과 정보 수집’
23.9%, ‘현지의 거래조건’ 23.8%, ‘비즈니스 파트너 확보’ 14.9%, ‘거래처
의 신용불안’ 12.9% 등이었다(그림 9-17 참조). ‘과제/리스크가 없다’는
기업은 11.0%에 불과해 많은 기업이 상기와 같은 과제/리스크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해외 현지 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 환경상 과제/리스크로
서 가장 많이 든 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60.5%에 이르렀다. ‘환율변동’
49.6%, ‘현지 인재의 확보/육성/노무관리’ 48.8%, 그리고 ‘법 제도/규제의
복잡/불투명’ 45.2%로 40% 이상의 기업이 직면한 과제/리스크로 들었다.
그 외에 ‘경제정세의 변화’ 31.3%, ‘정세불안/자연재해’ 24.6%, ‘지적재산
의 침해, 모방품의 증가’ 14.8%, ‘현지 물류나 산업 인프라의 미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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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7] 중소기업 해외 현지 법인의 상거래상 과제/리스크(853사 복수회답)
(단위 : %)

자료 : 미쓰비시UFJ리서치와 컨설팅(2011).

‘일본보다 치열한 경쟁’ 9.5%, ‘기타’ 1.2%였다(그림 9-18 참조). ‘특별한
과제/리스크 없음’은 2.2%에 불과해 거의 모든 기업이 사업 환경상 과제/
리스크를 앉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 중 해외 직접투자가 국내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에 해외 직접투자를 실시한 기업은
그 후 국내 고용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02년도 대비 113.6으로 약 14%
증가하였고,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회복되었다.
2002년 이전에는 100을 밑돌아 2002년도 해외 직접투자를 계기로 종업원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조사된 199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근로자 수는
18.3%(113.1-96.8) 증가하였다. 직접투자하지 않은 기업은 2002년도를 기
준으로 그 이전은 약간 감소하였고, 그 이후는 약간 증가하였다. 1995년
도에서 2009년도까지 근로자 수는 3.8%(103.0-106.8) 감소하였다(그림
9-19 참조).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가 일본 국내 근로자 수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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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8] 중소기업 해외 현지 법인의 사업환경상 과제/리스크(892사 복수회답)
(단위 : %)

자료 : 미쓰비시UFJ리서치와 컨설팅(2011).

[그림 9-19] 중소기업 해외 직접투자 기업과 비직접투자 기업의 일본 국내 종업
원 수의 추이(2002년 기준)

주 : 해외 직접투자 기업이란 2002년도에 직접투자를 개시하여 2009년도까지 계속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53기업, 비직접투자 기업이란 199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한 번도 직접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으로 5,104기업.
자료 : 경제산업성(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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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더 많이 늘리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해외 직접투자 기업이 그 투자로 인해 국내 근로자를 늘린 요인이 무
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외 사업 거점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복
수응답)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126) 즉,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작단계
시 지원’이 58.0%로 가장 많았고, ‘해외 거점에 상주/순회로 기술지도’
55.9%, ‘자금제공’ 38.3%, ‘설비 기기의 제공’ 29.1%, ‘트러블에 대한 대응’
[그림 9-20] 중소기업 해외거점 철수/이전 이유(241사 복수회답)
(단위 : %)

자료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2008년도 중소기업 해외사업 활동 실태 조사｣. 경제산업
성(2012), ꡔ중소기업백서ꡕ에서 재인용.

126) 경제산업성(2012a). 상공조합중앙금고와 상공종합연구소가 실시한 ｢중소기업 국
제사업 전개에 관한 실태조사｣에 응답한 522 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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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종업원 국내연수’ 20.1%, ‘소재의 공급’ 18.4%, ‘부품의 공급’
18.0% 등이었다. 주로 거점 설립 단계 지원, 그 후 기술지도에 관련된 종
업원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한 중소기업이 국내 거점과 해외거점에 어떤 분담
을 하고 있는지 보면, 고도한 기술, 고부가가치, 납기가 짧고, 생산단위가
적은 제품일수록 국내 거점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이 2008년 해외거점을 철수/이전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든 것은 ‘수주처, 판매처의 개척/확보의 곤란성’으로
31.1%였는데, 이어 ‘생산/품질관리 곤란성’ 18.3%, ‘생산 비용의 상승’
18.3%, ‘일본 본사 사업전략 변경’ 17.4%, ‘현지 파트너와의 트러블’ 16.6%
가 10% 이상에 달하였다. 그 외에 ‘시장 수요에 신속한 대응의 곤란성’
9.5%, ‘해외 현지 파견 일본인 책임자 역량 부족’ 9.5%, ‘현지의 시장 경쟁
격화’ 8.3%, ‘판매대금 회수의 곤란성’ 7.9%, ‘임금 상승’ 7.5%, ‘중요 거래
처 이전/철수/도산’ 6.2%, ‘세제/법 제도의 문제’ 5.4%, ‘제품가격의 하락’
3.7%, ‘정세/경제 불안, 사회불안’ 3.7%, ‘납기관리의 곤란성’ 3.3%, ‘모방
품의 증가, 기술 유출’ 2.9%, ‘노동쟁의 등 발생’ 2.5%, ‘인프라 미비’ 2.5%,
‘주요 직책 인재의 유출’ 1.7%로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그림 9-20
참조). 그 외의 이유도 ‘기타’ 17.4%나 있었다.

제6절 소 결

이상,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일자리 변동, 제조업 국
내회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제조업체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에 대응하기 위
하여 해외 직접투자를 시행하였다. 해외 직접투자액은 2008년 세계금융위
기로 많이 감소하였지만, 그 이후 급증하여 2015년도의 투자액은 1996년
보다 5.5배 증가하였다. 현지 법인 수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하는 데 그쳐
기존 현지법인이 더욱 성장하는 형태로 직접투자가 전개되었다. 해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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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법인도 설비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본 본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의 약 1/3
에 불과하여 직접투자는 아직도 일본 본국이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지 법인의 매출액은 과거 20년간 3배 증가하였고, 경상이익과 순이익
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감한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
하여 과거 20년간 해외 현지 법인의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2배, 약
7.4배 증가하였다. 그와 동시에 현지 법인의 근로자 수도 1995년 185만 명
에서 2014년 457만 명으로 2.7배나 증가하였다.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가, 매출액이나 이익의 증가, 근
로자의 증가와 함께 생산 네트워크도 변해 왔다. 한마디로 ‘조달의 현지
화’에 따른 생산 네트워크의 현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품 등의 조달
을 해외 현지 법인이 있는 국가 내에서 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일본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업종은 자동차였다. 또한, 판매에서는
‘주변 지역 포함 현지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품 판매액은 현지 법인의
국가 내와 주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졌다.
일본 제조업체 현지 법인의 매출액, 이익, 근로자 수의 증가와 함께, 생
산 네트워크의 현지화, 판매의 주변 지역 포함 현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1년까지 거의 일관되게 감소하고, 전체
취업자에 점하는 비율도 감소하여 2015년 16.2%에 불과하였다. 한편, 취
업자 수는 2012년부터는 약간 증가하여 유지되고 있다. 과거 20년간 취업
자의 구성도 변했는데, 생산 공정 종사자는 감소하고, 전문적/기술적 종
사자와 사무 종사자가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일본기업 본사가 연구개발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본사 기능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일본 국내 제조업 취업자의 증가를 제조업의 국내회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외 법인을 가진 제조업체의 약 10%가 일본 국내로 생
산 일부를 이관하였는데, 국내 신규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회귀는 엔저로 일본과 해외 법인의 인건비 격차가 줄었고, 현지 법인
의 품질, 납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타났는데, 국내회귀는 대체로 일
본 시장용 제품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제품은 생산/납품의 단기화/최단화
가 요구되거나, 고품질/고부가가치이고, 캐논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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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동화로 생산되는 제품이다. 일본 국내 생산 거점은 새로운 기술/
제품 개발 등 이노베이션이나 해외공장 지원의 母 공장, 다품종 소량생산
이나 생산/납기의 단기화가 요구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등 해외 현지 법인
과 구별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내회귀도 이러한 국내 생산 거점 역할
에 부합하는 경우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회귀는 한정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요인을 좀 더 넓게 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본 국
내의 수요가 확대하기 어렵고, 생산의 국제 분업 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낮은 이익률 등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도 비용 삭감, 판매확대, 거래처 유지 등을 꾀하기 위하여 해
외 생산 거점을 만들어 왔는데 현지 법인의 품질관리, 현지 마케팅, 현지
에 맞는 상품의 생산/공급체계의 구축 등 상거래상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 환율변동, 현지 인재의 확보/육성/노무관리
나, 법 제도나 규제의 복잡/불투명성 등의 사업 환경상의 과제도 있다. 중
소기업은 이러한 상거래나 사업 환경상 과제가 있지만, 해외 진출한 기업
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근로자 수를 더 많이 늘리고 있다. 즉, 해외
진출에 의한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현지 법인을 철수/이전한 기업
도 있는데 주된 이유는 ‘수주처, 판매처의 개척/확보의 곤란성’, ‘생산/품
질관리 곤란성’, ‘생산 비용의 상승’, ‘일본 본사 사업전략 변경’, ‘현지 파
트너와의 트러블’ 등이었다. 이것이 국내회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본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관하여 몇 가지 간추려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 진출 요인을 정확히 분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가장 큰 계기는 엔고와 무역마찰이었고,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기에서는 국내 수요 감소와 해외 수요 증가에 대
응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엔화와 같이 급격하고 지속적
인 원화 가치 상승은 없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국내시장이 작아서 해
외 수요 증가를 노리고 해외에 진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그런지. 또한, 환율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해외 법인 조달의 현지화에 따
른 생산 네트워크의 현지화가 점점 심화하여, 부품 등 중간재를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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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조달하는 비중이 낮아졌는데 대표적인 업종은 자동차였다. 해외 법
인의 생산 증가가 국내 부품 등 중간재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지속해서
작아졌다. 업종별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그것의 국내에 미치
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가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
석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지 않았
고,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제
조업 취업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였는데,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의 기술전문직, 본사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직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가 기술전문직, 사무직 구성을 높이는지 눈
여겨봐야 할 것이다.
넷째, 제조업 국내회귀의 가능성이다. 일본의 경우 엔저로 외국과 인건
비 격차가 축소되는 가운데 2012년 이후 국내용 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국
내회귀가 나타났다. 고품질/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생산/납기의 단
기화, 이노베이션이나 공정의 완전 자동화 등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이 많
이 기대되는 제품이 국내회귀의 주된 대상이었다. 일본의 임금수준은
1997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였는데, 해외 진출 지역인 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의 임금은 많이 증가하는 가운데 엔저는 외국과의 임금격
차를 많이 줄였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회귀가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국내
회귀는 국내 시장용 제품에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내수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내회귀
를 낙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일본 이상으
로 저출산 고령화 진척이 빨라 앞으로 인구감소도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제조업 국내회귀의 가능성은 일본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기적인 제조업 국내회귀, 그를 위한 정책은 부
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인구, 사회,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여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국내회귀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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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이론적․실천적 함의

1. 연구의 개괄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되면서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가 빠르게 구축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노동 측면의 연구
는 물론이거니와, 자본과 경영 측면의 연구도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
다. 그것은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현실
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통계의 검토와 분석은 간혹 이루어져 왔으나, 현
장 방문을 통하여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가늠해내고, 산업
현장의 동학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희귀하였다.
본 보고서는 거시적, 미시적 통계 분석과 더불어 휴대폰, TV 및 디스
플레이, 자동차, 의류 등 4개 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글로벌 생산네트
워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내외 일자리의 양과 질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제2장과 제3장 통계분석 결과는 공히 해외투자가 자체적으로
국내 일자리의 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들과 내생성을 모두 통제하고 엄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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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외진출이 일자리의 양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렇지만, 제2장의 분석에서는 직접 효과뿐 아니라, 고차에 걸친 전
후방 산업연관효과를 감안한 간접 효과까지 추정할 경우 해외투자는 국
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4～7장 사
례연구에서 보았듯이 국내 대기업들은 중소 협력업체들과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산업의 발달은 투자 입지요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통계분석 결과의 현실적합성이 수긍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제3장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해외진출이 뜻밖에 서
비스판매직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대로 생산단
순직의 일자리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통계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
에 다양한 분석 결과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장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작업장혁신의 정도가 해외진출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또 해외진출한 기업들의 작업장혁신이 더욱 활성화되
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또한 작업장혁신은 그 자체로 총 고용량에 대해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해외로의 진출에 대한 방어적 노
력에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 A사 노조의 단협과 달리, 글로벌화 시대에 특
히 생산기능직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하여 작업장 혁신
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8장 미국의
GE와 스타벅스 사례는 리쇼오링 과정에서 린 생산방식 적용이 확대되었
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질적 사례연구에서는 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
시 베트남으로 일자리가 이동하는 현상이 휴대폰, TV, 의류산업에서 모
두 관찰되었다. 또한 [그림 10-1]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산업 모두 미국,
유럽, 중동을 비롯한 제3국 시장이 주요한 수요처이며, 때로 독일이나 일
본의 기계와 설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다른 산업들과
는 달리 세계 최대 자동차 수요처로 부상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사업
을 전개하고 있었다. 4개 산업 모두에서 국내에 기획과 연구개발, A/S와
브랜드 관리 등의 고부가가치 기능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부품협력
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생산기능은 산업별로, 기업별로 차

제10장 결 론 357

[그림 10-1] 사례대상 글로벌 생산판매 흐름도

자료 : 필자 작성.

이를 보였는데, 휴대폰은 A사 구미공장의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소
재 생산 등에서 베트남 생산기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공장(mother
plant)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숙련수준이
부족하여 블록 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 공장들에서와는 달리 높은
숙련을 바탕으로 1인 셀 방식을 채택하여 유연성과 생산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산업에서는 A사의 중국 생산량이 이미 국내 생산량을 훌
쩍 넘어서고 있었으며, 생산성도 국내 공장들보다 높아 모공장의 중심적
역할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A사
의 국내 중심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산업
은 수출위주의 사례대상 기업들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국내 공장 없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치사슬의 중류는 중국이나 베트남, 상류와 하류는 국내라
는 이분법적 분업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관련 산업과 경쟁기업
들이 대거 등장하여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중국 사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베트남에서도 일부 연구개발과 디자인 기
능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베트남 생산기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개

358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발에서 생산까지를 일관되고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략이 작
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의류산업처럼 바이어들이 아예
샘플을 베트남에서 제작하길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자동차부품사 W에서는 향후 상세설계는 인도에서 해올 것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독점 공급하던 금형 부문도 중국에서 생산할 것임을 밝히
는 등 향후 국내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는지는 불확
실하다. 해외 기지에서 가치사슬의 자기완결성이 높아질수록, 국내의 부
가가치 산출과 고용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은 제9장에서
보았듯이 일본 기업들의 동아시아 진출 대상 국가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
의 자기완결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수십년간 일본 제조업 고용이 감소해
온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결국 국내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분법적 생산네트워크
구축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상품이 끝없이 시도되는 모험과 창조 정신
이 지속되고, 아울러 그러한 개척 정신과 창의성이 기술혁신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혁신에서도 발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장혁신은 일자리를 지키면서 노동생활의 질도 향상시
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다.
한편 해외 생산기지에서 경제적 고도화가 사회적 고도화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휴대폰, 의류를 비롯하여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제 시민단체의 활동과 개도국의 법규범에 대해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거나 효율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기존에 이
러한 역할을 해오던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가 적어도 글로벌 생산네트워
크에서는 의문시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일자리를 방어적으로만 지
키려는 국내 노동운동에 경종을 울려주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제2장에서 본 대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주로 개도국에 수직적 분업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그것은 본고의 사례 대상인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의류업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이러한 자본의 이동에 따라 국내 일자
리는 중국으로 이동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통계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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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해외 투자 확대에 따라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국내 고
용에 확실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3장의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판매직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직종별로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제3장의 분석 결과 작업장혁신은 해외 진출과 긍
정적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고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장혁신을 통해 해외진출이 생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는 그러한 작업장혁신의 유효한 영향이 부분적으
로만 포착되었으나, LG전자 창원의 세탁기 공장 사례 등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세탁기 산업은 이미 성숙화된 지 오
래여서, 한국과 같은 고임금 국가에서 생산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으나, 창원공장에서는 부단한 작업장혁신을 통하여 2016년에도 오히
려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창원공장을 중심으로 중국
난징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가 미중 무역마찰로 인하여 베트남 하
이퐁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후, 역시 창원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높은 경쟁
력을 유지하고 있다127). 이로부터 한계 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한계 기업
이라는 개념이 보다 유용하며, 설핏 한계산업으로 보이는 영역에서도 얼
마든지 혁신과 GPN을 통한 기업들의 활로가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된다. 그것은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의류산업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다.

2. 해외 사업장 고용관계 전개와 실천적 시사점
2016년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주제를 매개로 과거 10여 년에 걸친 한국
계 기업들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초대형 기업들뿐 아니라 관련 중견, 중소부품업체들의 고용관계
특성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가치사슬의 중류 부문에 특화한 경우가
127) 연구진은 이에 대해서도 수년간의 반복 방문을 통하여 사실들을 확인하였으나,
지면과 시간 관계상 본 연구에서는 소개하지 못하였다. 추후 기회를 보아 별도
로 분석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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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기 때문에 생산기능직 중심의 고용관계가 어떻게 발달해 있는가
가 주요 관심사였다.
우선 고량용의 측면에서 생산물량의 빠른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
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베트남에 진출한 의류산업에
서는 최근 고용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와 마찬가지로 아웃소싱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숙련향
상과 자동화 투자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A디스
플레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듯이 고용구성에서 단순 오퍼레이터의 비
중이 줄어들고, 테크니션과 엔지니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술
적 업그레이드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사무관리기술직의 비중은 일부 전자업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중소업체들의 경우 그들의 10% 내외를 주재원이 차지하
고 있어서 여전히 주재원 중심의 공장 운영과 생산직 위주의 현지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러한 생산직 위주의 현지 경영에서 소수의 핵심 인원을 높은
직책수당으로 보상하면서 현장감독자로 육성하는 한편, 사출기계와 금형,
금속 가공 등의 핵심 숙련공 양성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
지만 일반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 수준은 낮은 편이며128), 특
히 중국에서는 정규직도 이직률이 높은 유동적 노동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무공(파견), 도급, 용역, 실습생 등을 광범하게, 그리고 일부 전자부품업
체들의 경우는 매우 높은 비율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적 노동시장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양
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정규직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라 2～3년씩 두 번 계약 후 무고정기한 계약으로 진
입하여 고용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는 정규직이라
고 하더라도 주로 1년씩 계약을 반복하는 양태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적 틀은 같은 사회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고도화 과정에서 역시 해당국의 법제도 정
128) Lee & Gereffi(2013)에서 주장하듯이 GVC 내 개도국의 고도화 과정에서 고용
측면보다는 임금 측면의 사회적 고도화가 일반적으로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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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보상 측면에서 중국 내 한국계 업체들의 임금수준은 초대형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의 시장임금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었으며, 원청기업의 임금수
준이 정해지면 그것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90%, 80% 등으로 부품업체
들의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초대형 기업을 포
함하여 한국계 기업들의 임금수준은 중국 내에서 유럽계, 미국계, 일본계
등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고, 대만계나 중국 로컬업체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평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 외국계 기업이나 이들과 경합할 수 있는
로컬기업들이 많지 않아 휴대폰 A사의 임금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
었다. 의류산업에서도 한국계 기업들의 임금수준은 다소 높았었으나, 기
업들 간의 임금차이로 인한 연쇄파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치민시 빈증
에 입지한 A사와 B사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국계 기업들뿐 아니라, 일본
계와 중국계 기업들까지 포함한 임금 조정(coordination) 행동이 매우 발
달하게 되었다. 결국 임금수준 측면에서 특별히 높은 경향을 보이지는 않
게 되었다.
노동시간 측면에서도 중국에서는 한국계 업체들의 노동시간이 긴 경우
가 일반적이어서 잔업, 특근수당의 비중이 높고, 또한 그렇게 잔업물량이
많은 달에는 상당한 정도의 총임금수준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총임
금수준이 높다는 점보다도 노동시간이 길다는 측면에 대한 반성적 고찰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국제시민단체 활동의 주요 대상이
된 전자와 의류산업이 주로 진출한 베트남에서, 한국계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행동규범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하고 있어서, 중국보다 노동시
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시민단체의 비판 속에 휴대폰
A사가 중국 공장들에서 일시적이나마 2조 2교대를 3조 2교대제로 바꾼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비록 수년 후 물량이 감소하면서 다시 2조 2교
대로 돌아갔지만, 3조 2교대제 실시 기간 중 설비 활용도가 제고되는 등
사회적 고도화와 경제적 고도화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한편 한국계 업체들은 중국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인상되는 것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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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장 혁신활동을 통하여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에서부터의 혁신 역량이 중국으로 이
식된 것인데, 중국 관리자들과 숙련공들이 어느 정도나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지는 모호하며, 여전히 한국인 주재원들 중심의 혁신활동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일상적 작업을 넘어서는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기업들의 지원과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129) 이
러한 양상은 최근 물가와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어
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의류산업에서는 린 생산방식의 적
용을 통한 혁신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물론 이를 총괄하는
본사 린 혁신 팀의 지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중국 내 일부 한국 업체들에
서 파업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불거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
으로 한국의 강성 노조를 경험한 이후 그와 같은 일을 피하기 위한 반면
교사 전략이 또한 작동하여 한국 업체들은 예방적 노무관리에 많은 신경
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업체들의 경
우는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회 결성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
나, 여전히 근로자들의 의견수렴과 능동적 고충처리 등에서 개선의 여지
들을 남기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역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내 복지 활동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
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식 노조와 무관한 비공인 파업(wildcat strike)이
전자부품과 의류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임금수준의 조정이 치
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최근 파업이 급감한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이렇듯 생산기능직 중심의 고용관계에서 한국적 특성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적 상황과 베트남의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조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와 산업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러한 고용관계의 동태적 변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전반적으로 초창기에는 노동집약적 공정에 집중하면서 가치 창출이
제한되고, 고용관계도 원초적인 단계에 머문 업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
129) 실제로 TV 및 디스플레이 부문의 A그룹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반성장 차
원에서 부품기업들에 대한 현장지도를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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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그러나 가치사슬의 상류와 하류로 경영활동이 확대되고, 더욱이 중
국 내 경쟁업체들의 대거 등장으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없이는 경쟁우
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 측면에서도 기술직과 숙련공의 비
중이 높아지고 핵심인력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
다.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가 단축되면서
엔지니어와 테크니션 중심으로 고용구성이 빠르게 변화해나갔다130).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작업자나 단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임금수준
을 낮게 유지하면서 파견과 도급 등 비전형 고용관계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등 유연성이 높은 중국 노동시장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어도 전자산업의 경우에 EICC나 China Labor Watch
등 시민단체들의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어서 고용관계가 나락으
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화사회 건설 노선 이후
친노동 정책이 강화되어 온 흐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는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기업들은 장시간노동 이외에 경영활동의 임
기응변성과 신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물론, 일부 초대형 기
업들의 경우도 주요 보직은 주재원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관리자들이 승진 비전을 갖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세심한 문화적 코
드를 읽어내야 하는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현지인들의 정서를 감안한
전략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한국계 어느 자동차부품업체가 2010년에 파
업을 경험한 이후 비싼 임금을 주고 생산 책임자를 중국인으로 채용한 사
례는 이 같은 관행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것이다.
요컨대, 초대형기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치사슬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
하고 있는 생산네트워크 전체가 경제적,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수반하여
사회적 업그레이드와 고용관계의 발전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
은 파업과 같은 극단적 형태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빠른
임금인상을 벌충하고도 남을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
130) 이의 전형적인 예는 본 보고서의 사례들보다는 사실 중국에 진출한 A사의 반도
체 사업장들에서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조성재(2016)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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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긴요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용관계에서 현지 사정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재원부터 시작하여 전 구성원이 규칙을 준수하면
서 그 시스템을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3. 이론적 시사점과 분석의 의의
본고는 자본의 해외 이동에 따른 국내외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고용의 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거시 데이터, 제3
장에서 미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다른 요인
과 내생성을 모두 통제하게 되면, 해외투자가 그 자체로 고용의 양을 줄
인다는 유의한 증거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
만, 제2장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바와 같이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해외투자는 국내 고용에 확실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
론을 얻었다.
둘째, 그러나 고용 총량에 대한 영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질,
즉 직종이나 숙련 구성의 변화일 수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한계부문
의 고용은 어차피 퇴출되어야 하고, 문제는 성장 산업과 고숙련, 고부가
가치 직종으로 얼마나 빨리, 원활하게 옮겨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
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초로 해외 진출이 직종별 고용량과 고용비중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이는 안상훈 외(2013)에서 학력별로 영향을
추정한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제3장에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
후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해외진출은 서비스판매직의 고용량과 고용비
중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생산단순직의 비중은 낮추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렇지만, 제1장과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 확인된 대로 연구개
발직의 고용량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에 대한 추가 분
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연구개발직과 관리사무직 중심으
로 직종 구성이 재편되었다는 제9장의 내용과 스마일 커브의 함의를 감
안할 때 향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하여 해외 진출이 직종 구성과 숙련 고
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10장 결 론 365

셋째,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종합한 삼각 추론(triangulation) 방식
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 이동에 따라 국내 고용이 변화하는 동학
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종 구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서비스판매직의 고용이 늘어나는 사
례들을 의류업이나 휴대폰 A사 사례에서 적절히 찾아볼 수 있었다. 아울
러 고용 대책과 관련하여 작업장혁신의 중요성을 양적, 질적 방법에서 모
두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리쇼오링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모
두 관련 산업의 발달 혹은 유지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
데, 이는 제2장의 분석과 같이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한 연구가 매
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삼 환기시켜 주었다.
넷째, 국내에서 고용을 지키기 위한 작업장혁신의 중요성은 모공장의
역할과 관련한 산업별로 다른 사례로부터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10-2]에서 볼 수 있듯이 모공장의 중심성은 산업별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휴대폰산업에서는 A사 구미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최신 소
재 생산이 베트남에서 주로 이루어지면서 구미공장의 모공장으로서의 상
대적 위상은 하락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1인 셀 방식을 적용하는 등
높은 숙련 수준에 기반한 유연성과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모공
장의 중심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반면 자동차산업에서는 생산량은 유지되고 있으나, 생산성과 유연성
수준이 낮아 해외공장들을 선도하는 입장에 서지 못한다. 또한 중국의 4
개 공장 등 해외에서 주로 신공장들이 건설되면서 새로운 생산기술이 적
용될 수 있는 기회가 국내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디
스플레이 공장은 기술함량이 높은 전(前)공정이 광저우에 건설되기는 하
였으나, 여전히 전공정과 고도 기술은 파주와 구미 공장에서만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공장의 중심성이 강하다. 반면 의류업은 아예 모공장이 국
내에 없는 경우가 많아, 혁신은 본사의 주도하에 해외공장 간 벤치마킹을
통해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 : TNC)으로서 본
국과 투자대상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해외에서 대등한 혁신이 일어나
게 된다면 모공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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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모공장의 중심성에 대한 업종별 비교

자료 : 필자 작성.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어렵고, 본고에서 본 대로 모국의 직종 구성 고도
화를 통한 고용창출이 중요하다면 모공장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제8장 미국편에서 살펴본 리쇼오링의 딜
레마와 제9장 일본편 모공장의 선도성 유지는 모공장과 숙련 기반을 유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다. 처음부터 모공장
없이 출발한 의류산업은 다층적 구매자주도 상품연쇄하의 중간자 지위라
는 특수한 경우로서 다른 산업으로 일반화되기에 적절한 예는 아니다.
다섯째, 모공장의 역할을 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 대기업 주도의
생산네트워크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해외 기업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국내 GPN 리더 기업(flagship) 중심의 폐쇄적 생산네트워크가 본
연구에서 여러 산업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확인되게 되었다. [그림 10-3]
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대기업들은 애플과 같이 대형 EMS 기업에 생산
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외에 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인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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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Lee & Jung(2015)에서 규정한 대로 오프쇼어링
이기는 하지만, 아웃소싱인 것은 아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은 부품협력
사들과 해외로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를 통해 국내 원하청
관계가 해외에서 그대로 복제되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우 동
반진출은 도요타보다도 훨씬 강고한 편이다(조형제․정준호, 2016). 이
경우 리더 기업의 해외 진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2장 분석에
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몇 배로 증폭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해외진출로 핵심부품 수출이 늘어날 경우 국내 고용이 오히
려 늘어날 수 있는데, 자동차부품산업은 그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다만, 최근 원청인 A사가 옌타이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부품업체들
도 따라서 기술연구소나 금형공장들을 중국에 설립하고 있어서, 직종 구
성의 고도화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러한 폐
쇄적 생산네트워크와 부품업체 혹은 계열사와의 동반 진출은 휴대폰과
TV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2차 협력사까지 미치는 영향
이나 국내와의 분업구조 등은 업종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여, 이 부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3] 우리나라 GPN의 폐쇄적 성격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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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자리 정책 및 고용관계 발전 방향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한마디로 자본의 환류, 즉 리쇼오링
정책보다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모공장의 중심성을 유지하면서 연
구개발직과 영업직 등 고숙련 직종 중심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나
가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출주도 성장인가, 아니면 수입대체 공업
화인가가 중요한 이슈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밸류 체인
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핵심 이슈이
다131). 이러한 네트워크와 가치 흐름에 대한 이해는 제조업 일자리의 양
과 질 변동뿐 아니라, 관련 다각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에 대한 영
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유용한 틀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기업들의 급속한 부상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중간재 수출기지로서의 우
리나라 위상을 진단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즉
국내외 사업장들의 생산성과 가치 배분 실태를 정확히 가늠하면서 미래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제8장에서 보았듯이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 가치 창출 등에
서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나섰던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제조업의 쇠락은 불가피하므로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의 글로벌화 및 관련 다각화와 긴밀하
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와 가
치 창출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의 업그레이드
가 핵심 과제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제조업 하면 생산기능직과 연구개발직만을 떠올렸지
만, 본 연구를 통하여 서비스판매직과 영업직 등의 숙련도 대단히 중요하
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생산기능직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토대로 한 작
131) 그러한 점에서 자본의 리쇼오링 논의는 과거의 제조업 공동화론만큼이나 허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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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혁신을 통하여 모공장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지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직과 더불어 테크니션, 영
업직,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차별화된 직업훈련과 육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 수립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염두에 둔 기획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조업의 고도화는 로봇을
대거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해
야 한다. 또한 해외진출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일단 리쇼오링의 사례가 언론에서 다루는 것보
다 많지 않다는 것이고, 국내 회귀 이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화
투자 등으로 인하여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제한된다는 점이다. 제8장에
서 언급한 리쇼오링의 역설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 사례는 제조업에서 자
본의 회귀를 도모하려 해도 국내에 이미 숙련 기반이 크게 약화된 후라면
국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2016년 상
반기까지 돌아온 기업은 80개뿐이며, 모두 중소기업들이다. 더욱이 2013년
37개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15년 9개로 줄었고, 2016년 상반기도 4개에
그쳤다.132)
한편 미국이나 일본에서 일부 자본의 환류가 가능했던 이유는 내수시
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환류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에
게 적정한 임금을 줌으로써, 임금 - 소비 - 생산 - 투자의 선순환에 대해서
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선순환에서 이제까지 비용요인이
라고만 간주되었던 임금을 투자 기반으로 역발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작지만, 인구 5천만의 규모는 결코 적은 내수시장이
아니다. 만약 국내에서 적정한 소득 확보를 통해 소비의 행태가 혁신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생산과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해외 공장
들에 대한 모공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살아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132) 중앙일보, ｢2013년 U턴 지원법 만들었는데 돌아온 기업은 중소기업 80개뿐｣,
2016년 9월 5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2054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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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마이클 포터는 국가경쟁력의 요소로서 ‘수요 조건’을 중시한 바
있다(Porter, 1990).
다만, 앞서 논의한 대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한 현 시대에 있어
서 자본의 환류는 주요한 정책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국내와
해외 사업장 모두에서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가치사슬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때 앞선 기술과 조직 기반을 갖고 있는 국내 사업장
에서 생산, 개발, 브랜드 관리 및 영업 모든 측면에서 해외 사업장을 선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한국적 경영의 DNA를 다듬어나갔을 때만이 해외 현지공장에
그것을 다시 적용하여 글로벌 마켓의 격심한 경쟁에 대처할 경쟁력을 갖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에는 상류와 하류를 한
국 법인이 책임지고, 중류는 개도국 사업장에서 주로 수행한다는 원시적
분업관계는 이미 깨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국내외 사업의 동시적 발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인사노무
관리의 고도화,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충실한 협의와 현장의 작업장혁
신 모멘텀 유지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고용관계는
개도국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것이다.
결국 [그림 10-4]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개발과 핵심부품 개발,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 고도화와 더불어 가치사슬의 중류부분에서도 작업장혁
신을 지속하여 가치사슬 전반의 상향 이동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작업장혁신은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동시에 노동의 인간화를
달성하는 노사간 윈윈 게임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작업자들의 암묵적 지
식을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참여와 역량 개발이 뒷받침되는 과정이
기도 하다(조성재․이준협, 2010; 조성재․전우석, 2011). 또한 가치사슬
의 전반적 고도화를 위하여 기존에 숱하게 강조되어온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영업과 서비스 인력의 숙련에 대해서도 정책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제시해 주고 있다.
요컨대, 여전히 가치사슬의 중류로 동아시아 개도국 사업장의 역할을 국
한하고, 매우 유동적인 노동시장의 단맛만을 누리고자 하는 기업들의 행태
는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경제적 업그레이드와 함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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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스마일 커브로 본 미래 전략

자료 : 필자 작성.

는 사회적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고용관계를 고도화하여 고진로(high
road) 전략을 구체화할 때이다. 그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만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본사와 모공장에서도 부단한 혁신을 통하여 국
내외 사업장 간의 대등한 교류로 완성해 나가야 할 시스템의 고도화 과제
를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외적으로는 중국 및 베트남의 문화와 노동시장, 제도의 특
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
업들이 우수한 주재원을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보다 원활한 인력 교류는 국내외 사업장 간의 가치
사슬 동시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과 베트남 내 한국기업들뿐 아
니라 로컬기업들의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 한-베트남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만 준법
경영을 하게 될 경우 입게 될 경쟁상의 손해를 매우 크게 생각한다. 그것
을 고려하여 한국 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나가면서 동시에 로
컬 기업들의 준법경영과 고용관계의 고도화에 대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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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 보고서의 시사점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확장적 의미를 지
니고 있다. 즉, [그림 10-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나쁜 방향으로 노동
과 관련한 경쟁조건을 만드는 것(race to the bottom)이 아니라 좋은 방
향으로 경쟁조건을 만들어나가게 되면, 편법에 의해 인건비를 절감하려
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에 긴요한 기술혁신과 작업장혁
신, 인적자원관리의 고도화에 업체들이 더욱 매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다.
[그림 10-5] 미래의 선택

자료 :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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