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실리콘 밸리와 같은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가 급
격히 성장하면서 세계화 속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
조한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가 지리학 내에
등장했다. 신지역주의이론을기반으로지역혁신1)과
산업클러스터에 관한 연구들이 경제지리학 연구의
다수를차지하기시작했으며, 이는국가단위의분석
만을 강조한 경제사회학과 혁신연구 등 인접 분야의
학문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
다. 신지역주의이론에기반한지역혁신과산업클러
스터에 관한 연구들은 혁신 활동에서 국지적 네트워
크(local networks)와 공간적 근접성(spatial

proxim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내부로부터

형성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지역 내 기업간 유연적 전문화가 국지적 네트워크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신산업지구(new

industrial district) 관련연구들은기업들이지역내에
서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것이 지속
적인혁신창출과지역발전의토대가된다고주장했
다(Piore and Sabel, 1984; Storper, 1989). 또한지역
내지식2)의확산과학습3)의개념을강조한학습지역
(learning region)과혁신환경(innovative millieux)에
관한 논의는 학습 과정에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의 이전을 촉진하는 공간적 근접성
(spatial proximity)을 강조하면서 학습의 국지화가
혁신적인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Florida, 1995; Morgan, 1997; Maske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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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mberg, 1999a)4). 즉 암묵적 지식은 주로 대면접
촉(face-to-face contact)5)과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인접한 관계에서만 효과적으로 전
달될 수 있으며, 공간적 근접성이 암묵적 지식을 창
출, 전달, 공유하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혁신
적인 산업클러스터와 지역의 중요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Gertler, 2003). 이런 국지화된지식(localized

knowledge)의 중요성을 일컬어 Marshall(1927)은
‘산업 분위기(industrial atmosphere)’라고 표현했으
며, Bathelt 등(2004)은‘지역적 활기(local buzz)’라
고지칭했다6). 
그러나, 최근지역혁신의원동력으로지역내부의

국지적 네트워크와 학습의 국지화를 지나치게 강조
한 연구들이 세계화 과정을 제대로 반 하지 못했다
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를 반 하여 혁신 창
출에서 지역 외부의 요인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Oakey et al., 1988; Malecki and Oinas, 1999;

Bathelt, 2001; Gertler, 2003). 예를 들어 Markusen

(1999)은 국지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내생적 지역 발
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실리콘밸리에서
(Saxenian, 1994)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된 막대한 방
위산업 관련 연구개발 자금과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
의해외네트워크가중요한역할을했다는사실을지
적했다7). Hendry 등(2000)은 6개의광산업클러스터
를 사례로 지역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지역
외부의 혁신 주체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국지적
협력이나네트워크보다중요하게작용한다고주장했
다. 또한 Bathelt 등(2004)은 널리 알려진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의 사례들이 지역 내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와의 연계도 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산업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집적 현상을 증거로 학습
의 국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주장에 반대하 다.
지식 창출을 위한 학습 과정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동시에 원거리에서도 일어나며, 이에 따라 산업클러
스터내에서혁신주체간학습과정을설명하기위해
서는 반드시 지역적 활기(local buzz)와 함께 세계적
운송관(global pipeline)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여기서지역적활기(local buzz)란동일한지역
공동체에 배태된 행위자들간 일어나는 자연적인 학
습 과정을 의미하며, 운송관(pipeline)8)은 지식을 얻
기위해지역외부에있는주체들과의도적으로만든
의사소통의통로를지칭한다. 
지역 혁신에서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지역내부에서보
유하고있지않으며그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특정
한지식을얻기위해서 로벌혁신네트워크가중요
하다. 일례로Hendry 등(2000)은다국적기업의지사
들이 본사의 중앙 연구개발 센터를 통해서 핵심적인
지식에접근하는사실을지적했다. 이런특정한지식
들은대개해당기업이나지역의급진적인혁신창출
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며경쟁우위의주요원
천이된다(Bathelt et al., 2004). 둘째, 로벌혁신네
트워크를 통해서 유입된 새롭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
은 지역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역할은 지역 내부의 네트워크가
경직되고 고착(lock-in)될 위험성을 배재하는데 도움
을준다. 즉 지역내혁신주체들간의네트워크가지
나치게 강해지면 외부의 정보와 지식이 차단되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지역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
문에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 외
부와 연결된 혁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박삼옥,
2002). 
지역 혁신에서 이처럼 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

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행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
지만, 실제로 로벌 네트워크의 유형과 형성, 그리
고이에관련된메커니즘을설명한이론적논의의진
전은이에미치지못하 으며, 관련논의들은대부분
서로다른학문분야에서출발한개념들을상호연결
없이 일부 소개하는 단계에 머물 다. 따라서 본 논
문은 우선 지역 혁신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공간적
측면을 설명한 이론적 논의들을 개념별로 검토함으
로써각각의한계를지적하고, 로벌혁신네트워크
의 이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주장
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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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그역할이주목받고있는초국가적민족공동
체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정책적 의의를 제
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 2장에서는지식의유형과근접성의개념

을통하여지역혁신네트워크의공간적측면을설명
한이론적논의들과 로벌차원에서지식이동의전
달 수단과 관련된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각
각의 의의와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3장에서는 초국
가적 민족 공동체의 개념이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과메커니즘을이해하는데어떤기여를할수있
는지검토하고그이론적, 정책적함의를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세계화시대의지역혁신에중요한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종합적 시각을 제

시할것이다. 

2. 지역혁신과 로벌혁신네트워크:
관련개념에대한비판적검토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
론적접근은다음과같은세가지관점에서출발하
다. 첫 번째는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동
하는대상에관한것이다. 즉 어떤지식이 로벌혁
신네트워크를통하여이동할수있는지밝히기위해
지식의 속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그 공간적
인특성과연결시키려는시도이다. 두번째는국지적
네트워크에 비해 의도적인 노력과 비용의 투자가 필
요한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을 촉진하는 조건
에 관한 것이다. 즉 어떤 조건에서 로벌 파이프라
인을통한지식의이동이더원활한지혹은감소하는
지 분석한 관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근접성
(proximity)의 개념을 중심으로 물리적 거리의 제약
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이론적 논의가 진
행되었다. 마지막관점은 로벌차원에서지식을전
달하는 매개체에 관한 것이다. 앞의 근접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관점은 상호
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 확산, 학습하는 주체들
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공유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로벌 혁신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

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로는 기업 조
직에기반한지식의이전을강조한연구들과실행공
동체(community of practice)에 관련된 논의들이 있
다. 이 장에서는위에서언급한각관점을반 한이
론적 개념들을 차례로 검토하고 각각의 의의와 한계
를지적하고자한다. 

1) 지식유형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동하는 대상에
초점을맞춘논의들은서로다른유형의지식의특성
을밝히려는혁신연구분야의선행연구에서출발하
다. 먼저 형식화의 정도(degree of formalization)

와 대면접촉의 필요성(requirement of presence)에
따라 지식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들은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과 형식적 지식 (codified

knowledge)의차이점을강조했으며(Polanyi, 1977),
진화경제학과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
아왔다(Nelson and Winter, 1982; Nonaka and

Takeuchi, 1995; Gertler, 2003). 암묵적지식은상황
의존적(context-specific)이며 개인적(personal)이기
때문에 형식화하여 전달하기가 어렵고 대면접촉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반면 형식적 지식은 공
식적이고(formal) 체계적이어서 언어나 문자로 전달
할수있는지식이다. 이런특성때문에형식적지식
은 모방이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쉽고 정보통신 기술
등을 통하여 로벌 차원에서 이전될 수 있지만, 암
묵적 지식의 모방이나 이전은 어려움이 따르고 국지
적으로제한된다. 결과적으로혁신활동이이런암묵
적 지식의 전달과 적용에 주로 의존하는 혁신주체들
은 혁신 과정에 연관된 다른 혁신 주체들(고객업체,
공급업체, 파트너들등)과공간적으로근접하여입지
하려는경향이있다. 반대로형식적지식이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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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요할 경우 형식적 지식은 원거리에서 직접적인
접촉없이도상대적으로더원활하게전달될수있기
때문에 혁신 주체들이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입지할
필요성이감소된다(Gertler, 2003; 2008). 
암묵적지식과형식적지식의구분과그에따른공

간적특성에관한논의는지식의속성과공간적특성
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빈번하게 인용
되었지만 개념적 한계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첫
째,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은 명확한 분리가 어
려우며상호보완적이라는주장이다. 이에따라암묵
적지식과형식적지식을구분하여전자는국지적네
트워크를 통하여, 그리고 후자는 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동한다는 설명은 비현실적이다. Nonaka

and Takeuchi(1995)가지적하듯이새로운지식의창
출과이용은대부분암묵적지식과형식적지식의역
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형식적 지식
의공유는대부분이미암묵적인형태의상호의사소
통이나 인식의 공통된 방식이 선행된 경우에 가능하
다. 또한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은 지식의 습득
과 이전 과정에서 분리되지 않으며, 연속된 단계 중
초기단계는대부분암묵적지식에관계되고그이후
의 단계는 형식적 지식에 관계된다(Torre and Gilly,

2000; Torre and Rallet, 2005; Coe and Bunnell,

2003).
둘째, 지식의 유형은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따라지식이동의공간적특성, 특히
로벌네트워크를통한지식의이동또한산업별로차
별화되는경향이있다. 산업별로차별화된지식의성
격에기반하여최근지식의유형을분석적(analytic),
종합적(synthetic), 상징적(symbolic) 지식으로 구분
한 연구들이 등장했다(Johnson et al., 2002; Asheim

and Gertler, 2005; Asheim et al., 2007). 먼저분석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 혁신 창출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식 창출이 대부분 공식적인 연역적 모델과 과학적
법칙, 그리고 매우 구조화된 지식의 생산과 증명 과
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에서 지배적이다. 대표
적인산업은신약개발과바이오기술분야가있으며,

여기서 핵심적인 혁신 활동은 기업 내부, 혹은 대학
이나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조직된공식적인연구개발을통해서이루어진다9). 새
로운 분석적 지식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의
형태는 매우 공식화되고 추상적이며 분석적 지식이
체계화되는 과정은 해당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에게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똑같이 이해되기 때문
에분석적지식의의미는지역에따라차별화되는정
도가 미미하다. 반면 종합적 지식은 기존의 지식의
적용이나 새로운 조합을 통하여 혁신이 일어나는 산
업에서 지배적이다. 이런 산업에서 혁신은 고객업체
나 공급업체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특정한 문제
를해결하는과정에서창출되는경향이있다. 대표적
인 산업은 특화 기계와 같이 첨단 기계 공학과 관련
된 산업을 들 수 있다10). 지식은 대부분 귀납적으로
창출되며, 기술적 해결과 관련된 지식은 부분적으로
설명서(manual)나 설계도(blueprint)의 형태로 형식
화할 수 있지만 작업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현장 훈
련, 그리고 직접행위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이용에 따른 학습(learning by using), 상호
작용을통한학습(learning by interacting)이지식창
출에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암묵적지식이가장중
요하다(Howell, 2002). 또한 종합적 지식은 고객의
특정 수요에 의해 창출되고 주변의 문화적, 제도적,
규제적 환경을 크게 반 하는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
지기 때문에 상황 의존적인 측면이 크며, 이에 따라
그의미가장소에따라크게다를수있다. 
셋째, 상징적지식은심미적이고, 상징적인성격을

가지며, 화, 텔레비전, 출판, 음악, 패션, 디자인등
빠르게성장하는문화산업에서특히중요하다. 이런
산업에서 혁신은 물질적인 생산품에 관계되기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미지의 창조에 관련된다. 그러
므로, 상징적인 지식이 유형의 물건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 대한 향력과 그 경제
적가치는무형의심미적인혹은상징적가치에의해
서 결정된다. 또한 대부분 단기간 팀 프로젝트의 형
태로 생산되기 때문에 창조적인 프로젝트의 성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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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누구를아느냐(잠재적인혹은실제팀의구성원
에 대한 지식 혹은 구성원의 평판에 대한 접근성)가
가장중요하다. 상징적지식은특정한사회적집단의
습관과 규범과 일상생활의 문화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의존적인 경향이 가장 강하며, 따
라서 상징적 지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Asheim et al., 2007; Gertler, 2008).
그러나이와같은지식의유형구분도실제로혁신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즉 분석적 지식에 주로 관계되는 산업의 경
우 로벌혁신네트워크형성이가능하고종합적지
식이나상징적지식을주로이용하는산업의경우국
지적 혁신 네트워크에 의존한다고 결론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첫째, 모든 혁신과정들이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을 모두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대부분의 산업들이 분석적, 종합적, 상징적 지식
을 모두 이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산
업의 경우 제품 개발이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소
프트웨어, 정 기계, 나노기술,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지식을필요로하며, 이는곧분석적, 종합적,
상징적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ertler, 2008). 둘째, 동일산업내에서도단계에따
라지식유형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신
약 개발과 기능성 식품 산업의 경우 혁신 창출 단계
에따라종합적지식이더중요하거나분석적지식이
더 중요한 단계들이 혼재되어 있다(Moodysson et

al., 2008). 지식의유형별로공간적인특성을밝히고
이를 통해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설명하고자 했던
이론적논의는지식의창출, 이동, 확산과관련된특
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했으나, 지식의 유형을 기준으
로 로벌혁신네트워크를규정하지는못하 다. 

2) 근접성개념

로벌혁신네트워크와관련된이론적논의중지
식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조건에 초점을 맞춘 근접성
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근접성에 관련된 논의는 암묵적 지식의 이동에 필요
한 조건으로 공간적 근접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
었다. 즉 상황 의존적이며 개인적인 특성을 가진 암
묵적 지식은 형식화하여 전달하기가 어렵고 대면접
촉이 필요하므로 공간적 근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 강조되면서 근접성 개념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었
으며, 원거리에서혁신네트워크를형성하기위한조
건으로 관계적 근접성(relational proximity)의 개념
이등장하 다. 관계적근접성은관계를맺는주체들
이 가지는 유사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구분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Boschma(2005)가 제시한 관
계적근접성의유형에기반하여조직적근접성, 인식
적 근접성, 사회적 근접성, 제도적 근접성의 개념에
대하여검토하기로한다. 
먼저 조직적 근접성(organizational proximity)은

1990년대 프랑스 학파(French School of Proximity

Dynamics)에 의해 발전되었다. 관련 학자들은 혁신
과정에서 근접성을 강조하면서 크게 공간적 근접성
과 조직적 근접성을 구분하 다. 조직적 근접성이란
조직을 매개로 한 행위자들의 가까운 정도를 의미하
며, 조직내혹은조직간공유한관계의정도에의해
정의된다. 즉 조직에서 자율성과 통제 정도에 따라
조직적근접성이낮은경우는조직간연결이없는시
장 관계를 의미하고, 중간 정도의 조직적 근접성은
자율적인 주체들간 약한 연결, 즉 합작투자(joint

venture) 혹은 유연한 기업 혹은 네트워크를 지칭하
며, 조직적근접성이강한경우는위계적으로조직된
기업이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Boschma, 2005). 조
직적 근접성은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 있는 조건에서
도 학습과 혁신을 촉진한다(Lee, 2001; 2002). 즉 새
로운 지식의 창출 과정은 불확실성과 기회주의를 동
반하며 이를 감소시키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한통제메커니즘과투자에대한충분한보상이있
어야한다. 둘째, 인식적근접성(cognitive proximity)

은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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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관계되는 것으로 상호 지식
격차가 없이 충분히 인식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서로
완전히 의사소통하고 이해하여 지식이 전달될 수 있
다(Boschma and Lambooy, 1999). 다음으로사회적
근접성 (social proximity)은 원래 착근성
(embeddedness)에 관련된 연구에서 발전되었으며
(Polanyi, 1977; Granovetter, 1985), 미시적 수준에
서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착근된 관계
라고 정의된다. 사회적 근접성을 보이는 행위자간의
관계는친분, 동료의식, 경험 등에기반한개인적신
뢰를 토대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근접성
(institutional proximity) 개념은 거시적 수준(macro-

level)에서의제도적인틀과관련되며민족공동체나
종교적인가치등을공유하는상황이포함된다. 제도
적근접성을가진행위자나조직은법이나제도와같
은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
관, 관습과 같은 일상적인 제도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Zukin and Dimaggio, 1990).
관계적 근접성에 대한 논의는 물리적 거리의 제약

을극복하고 로벌혁신네트워크가형성될수있는
조건을 세분화된 유형에 따라 개념적으로 정의하
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그
러나, 각유형의관계적근접성이 로벌네트워크의
형성을보장하는것은아니며, 관계적근접성이공간
적 근접성의 대체재라고 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
다. Gertler(2003)는 조직적 근접성과 사회적 근접성
이 발휘되는 경우에도 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고 지적하면서 관계적 근접성과 공간적 근접성이 보
완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념적으로는 각
유형의관계적근접성을상호분리하여정의할수있
지만 실제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을 경험적으
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조직적, 인식적, 사회적, 제도
적근접성의경계가뚜렷하지않고혼합된형태로존
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험적인 연구에
서관계적근접성의개념을적용하는경우 로벌네
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

다는한계가있다. 

3) 실행공동체

로벌 차원의 혁신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업간 형성되는 국제적 네트워크 혹은 특히
다국적기업 내부에서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조직
간형성된네트워크에초점을맞추었다. 이런선행연
구들의 핵심적인 논의는 연구개발 기능이 점차 국제
화되는 정도, 국제적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조직 형
태, 연구개발기능과의국제적인전략적제휴의중요
성,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을 창출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서국가나초국가적조직의역할에관한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업이 형성하는 네트워크가 로벌
차원에서 지식을 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네트워크 이외의 매개체를 통하여
상당한양의지식이 로벌차원에서이동, 교환, 학
습된다(Morgan, 2001; Coe and Bunnell, 2003). 특
히 혁신 관련 연구 분야에서 혁신의 창출과 지식의
이동, 학습의 주체로서 공동체(community) 개념이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Storper, 2008), 기업 조직 대
신공동체를통한 로벌혁신네트워크의형성에대
한연구들이수행되기시작했다. 
공동체(community) 개념은 원래 경제학, 사회자

본관련연구, 경제사회학등서로다른학문분야에
서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Storper, 2008). 첫
째, 경제학에서 공동체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
나변화를가로막는등성장을제한하는부정적인이
미지로 이해되었다(Olson, 1965)11).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때문에대부분의경제학이나정치경제학에서
는공동체라는용어보다시장이작동할수있도록질
서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게임의 법칙이라고 정의되
는 제도(institutions)를 선호한다. 둘째, 사회자본 관
련 연구에서는 신뢰나 사회 네트워크, 혹은 사람간
관계의 결속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개인들
을 사회와 결속시키며 합의를 증진시키고 충돌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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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는 개념으로 공동체를 이해한다(Putnam,

2000). 셋째, 경제사회학에서 발전된 공동체의 개념
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든시장교환은비시장적메커니즘, 즉개인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공동체란 신뢰,
개인적 관계, 그리고 평판을 통해서 결속되어 있는
개인간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교환비용
을 현저히 낮출 수 있고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는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
을강화시키기도하고공통자원에대한접근성을차
별화하기도한다(Storper, 2008). 
이런공동체의유형중최근집중적으로관심을받

는 개념이‘실행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이
다. 실행공동체란공통의경험, 전문지식, 혹은동일
한 기업에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
되며12), 실행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통점
은협력적인문제해결을통하여필요한지식을확인
하고, 함께 생산하며, 공유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Wenger, 1998). 실행 공동체 구성원들은 상호 정의
된 정체성과 공동체의 범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식
하며, 일하는 방식과 특정한 전문용어, 표현, 그리고
행동이나산출물의적합성에대한평가기준등을공
유한다. 이는공동체구성원간정보의흐름을가속화
하고 논의할 문제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에 따라 혁신이 빈번하게 창출될 수
있다. 그럼실행공동체가네트워크참여자들과구별
되는 점은 무엇인가? 첫째, 실행 공동체는 해당하는
공동체에속하기위해필요한역량에의해정의되며,
실행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된 역량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
록한다(Storper, 2008). 둘째, 상호작용의정도를비
교할때실행공동체구성원간상호작용의정도가네
트워크 참여자들간 상호작용의 정도보다 훨씬 강하
다. 다시 말하면, 실행 공동체는단지상대방을 알고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와 이해를 공유하는
체계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Coe

and Bunnell, 2003).

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 실행 공동체의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는 실행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
로보유한역량이 로벌차원에서의지식이전과혁
신창출을촉진하기때문이다. 지역내클러스터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과 달리 외부의 지
식을 연결하고 원거리의 파트너와 새로운 관계를 구
축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과 비용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흐름은
지역적 활기(local buzz)와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것이아니며, 여기에참여하기위해서는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복잡한 과정은 대부분 미리 계획되고 설계
되어야한다. 가장먼저결정되어야할것은지역외
부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이며, 잠재적인 파트너에
대한정보는보통구하기어렵고이를평가하여선택
할 수 있는 실제 역량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는 쉽
지 않은 결정이다. 실행 공동체 구성원 간에는 공유
하는 역량에 기반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
거나이를평가하는것이훨씬용이하기때문에파트
너를선택하는데필요한노력과비용을절약할수있
으며, 상호 도움이 되는 파트너를 선택할 확률이 높
아진다. 
다음으로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행

위자들은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서로 공유하는
배경이나 경위를 조성해야 한다. 즉 로벌 혁신 네
트워크를 통해 세계의 반대편에 있는 행위자들과 상
호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장소, 지역, 국가별로 다
른 특정한 제도적 혹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
어야 하는데, 이는 복합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며 이
를 성취하기는 쉽지 않다(Bathelt et al., 2004). 예를
들어 Schoenberger(1999)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네트워크를 다른 국가로 확장할 때 의사소통에 문제
가 생기는 경우를 보여주었으며, Gertler(2001)는 제
도적차이때문에세계어느곳에서나공용되는표준
을확산시키는일은불가능하다는점을지적했다. 그
결과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은 파트
너간 신뢰 정도에 크게 향을 받는다. 따라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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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파트너와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
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호 신뢰를 구
축해야하며, 이런사실을확인하는과정도동반되어
야한다(Harrison, 1992). 즉 로벌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은 위험부담이 적은 일에서부터 위험
부담이 큰 일로 차차 발전하고 그와 함께 상호 책임
이점차증가하는일련의단계를밟아갈때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Lorenz, 1999). 이 과정에서도 실행
공동체의 경우 서로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이나
특정 용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거리에서도 효
율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으며, 공동체
구성원간 소속감은 신뢰 구축에 요구되는 시간과 노
력을 상대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Wenger, 1998). 즉
실행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적 근접성(relational

proximity)이 존재할 경우 지식은 지역과 국가의 경
계를넘어전달될수있으며, 따라서학습과정이지
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
에서도일어날수있는것이다(Gertler, 2003)13). 
실행 공동체 개념은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학자들

에게주목을받으면서한편으로그의미가매우확장
되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고 다
른 한편으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도구적으로 사용
되는 경향이 있다(Amin and Roberts, 2008b). 원래
실행공동체에대한개념은보험처리, 복사기수리,
기업의 연구개발 등 작업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어
나는 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나(Lave and

Wenger, 1991; Brown and Duguid, 1991), 현재는
수없이다양한업무나조직, 그리고공간에서나타나
는학습과지식창출과정을모두포괄하여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경 학 분야의 연구들이나
경 컨설턴트들의 실무에서 실행 공동체 개념이 학
습과 지식 창출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써
이용됨에 따라 실행 공동체의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
들이지나치게강조되는경향이있다. 
이런논의에기반하여실행공동체개념에서로다

른 과정과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한 형태의 상호작용
을 동반하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다

는비판이있었으며(Nooteboom, 2008), 대표적으로
Amin and Roberts(2008a)는지식의종류와그획득,
창출, 확산과정을중심으로네가지유형의실행공
동체를제시했다14). 특히그들의유형분류는실행공
동체유형들을상호작용의공간적, 시간적측면과구
성원간관계의속성과연결하여파악하고자했다. 먼
저 ‘장인적 업무 공동체 (craft-task-based

community)’는심미적이고감각적이며구체화된지
식을 주로 이용하며, 대면접촉과 오랜 기간의 견습
생활을통해서형성된다. 장인적업무공동체구성원
들간관계는장기간지속되며상호신뢰는공동작업
을함께수행하는 과정을통해서형성된다. 둘째, 교
사나 의사 같은‘전문직 공동체(professional

community)’는 오랜 기간 교육과 훈련 기간을 거쳐
얻어지는특화된전문지식을이용하며, 전문직을취
득하기까지는 시범이나 실연을 통한 의사소통이 필
요하기 때문에 공간적 근접성이 중요하지만 그 이후
는 중요하지 않다. 전문직 공동체 구성원간 관계는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며 변화가 적고 공식적인 규제
에 의해 통제된다. 구성원간 신뢰는 전문 업무와 관
련된행위규범에기반하여제도적으로형성된다. 다
음으로 과학자나 공연 예술가 집단 같은‘창조적 업
무 공동체(expert and high-creativity community)’
는 기준 및 규칙을 동반한 특화 혹은 전문화된 지식
을 사용하며 이런 지식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구
성원간 의사소통은 대면접촉이나 원거리 연결을 통
해서촉진될수있으며, 이 공동체는주로명확히정
의된특정한프로젝트를통하여단기간유지된다. 구
성원간 신뢰는 평판과 전문적인 능력에 의해 구축되
며공동체는연결정도가약한복수의네트워크에의
해구성된다. 혁신창출과정에동반되는불확실하고
상황 변화가 잦은 학습 과정을 반 하여 형성된다.
마지막으로소프트웨어개발등에관련된‘가상공동
체(virtual community)’는 주로 성문화된 내용에 대
한 지식을 사용하며 개인간 친 한 관계보다는 화상
회의나인터넷같은정보통신기술을통해원거리상
호작용이이루어진다. 가상공동체는매우속도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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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동시적인 상호교류를 통해서 발달하며 단기간
혹은장기간유지될수있다.
실행공동체개념은기업단위혹은다국적기업내

조직들간연결이외에업무나작업을기반으로한공
동체를 통한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을 설명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업무나 작업을 기
반으로 한 지식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산
업측면의유사성혹은직업적유사성에기반하고있
으며, 특정한공동체의구성원과비구성원은해당지
식을보유하는정도에의해구분된다. 관계적근접성
의 개념과 연결한다면 실행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인
식적 근접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Nooteboom

(2008)은 상이한 공동체들은 서로 다른 정도의 인식
적 거리(cognitive distance)를 보이며, 새로 형성된
실행 공동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적
거리를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했다. 
그러나, 실행 공동체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있다. 첫째, 실행 공동체개념은실행공동체
그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
를가진다. 유사한직업이나업무에종사한다는사실
이 실행 공동체를 형성하는 충분 조건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둘째, 실행공동체가형성되었다고할지라도
그 존재가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아니다. 즉 어떤경우에실행공동체를통한
로벌혁신네트워크의형성이촉진되는지, 혹은어느
경우에 실행 공동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로벌 혁
신 네트워크 구축이 실패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
하지못한다. 예를들어 Gertler(2004)는독일과캐나
다, 미국에각각입지한기계생산과정에연관된실
행공동체구성원간지식의전달이원활하지못한사
실을밝히고이는부분적으로각국가간제도적차이
에기인한다고주장했다. 동일한직업에종사하고유
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실행 공동체
일지라도 문화, 언어, 규범 등의제도적근접성이 부
재한 경우에는 로벌 차원의 성공적인 지식 이전을
보장하지못하는것이다.

3. 로벌혁신네트워크로서초국가적
민족공동체의의의

1) 초국가적민족공동체개념의등장배경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은 원래 인력
의 이동, 특히 국제적인 인력의 이동에 대한 관심에
서비롯되었다. 첫째, 국제경제학분야에서는생산요
소의 하나로 인력의 국가간 이동의 양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대부분 상품의 이동(무역)이나
자본의 이동(해외 투자)에 비하여 인력의 국제적 이
동의15) 비중이작다는점을강조했다. 그러나, 인력의
국제 이동은 상품이나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보충하
며, 특히첨단기술분야에서이런현상이두드러진다
는지적이있다(Freeman, 2006; OECD, 2008). 둘째,
국가간 인력 이동을 집합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개인
을단위로사람의국제적이주와정착에대하여구체
적으로 분석한 국제이주 연구(migration studies)들
은 사회학, 인구학, 인류학, 정치학, 지리학 등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국제이주 연구에
서는 특히 사회적인 차별이나 불평등의 관점에서 공
통의 역사적 경험과 유산, 언어나 종교 등에 기반한
소수민족(ethnicity)들의이주와정착과정을비교하
여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다16). 
국제이주 연구에서 초국적 이주(transmigration)

혹은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개념은특히 1990

년대 이래 주목받아 왔으며, 국제이주자들이 모국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연계
를 유지하는 현상 혹은 그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 장
(social field)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Vertovec, 1999; Basch, Schiller and Blanc, 1994;

Portes, 2001). 역사적으로국제이주자들이항상모국
과연계를유지해왔다는점에서이는반드시새로운
현상이라고할수는없으나17), 최근국제이주자숫자
의급격한증가, 정보통신 기술의발달, 제도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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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등으로이런모국과의연계의정도와범위가크게
강화되었다. 그 결과 국제 이주, 모국으로의 송금과
상품의국제이동, 그리고모국과이주국사이의정보
의 이동이 증가하고 이에 기반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가 조 하게 형성되기 시작하 다(Coe et al., 2007;

박경환, 2007). 
초국가적 이주의 경제적 향에 관한 초기 연구들

은 이를 경제통합의 강화나 세계화의 발전을 보여주
는 한 단면으로 이해하 다. 즉 경제규모가 큰 산업
화된국가들은개발도상국에서이주해온국제이주자
들의 저렴한 임금에 의존하고 경제규모가 작은 개발
도상국들은 국제 이주자들이 모국으로 보낸 송금에
의존한다는것이다. 특히모국으로보내는송금은개
발도상국들의 중요한 소득 원천이 되며, 이는 경제
적, 정치적 변동에 의해 좌우되는 모국 내 투자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World Bank,

2006; Faist, 2008). 반면 부정적인 향을 지적한 연
구들은모국경제에서해외송금이큰부분을차지하
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해외 노동 여부에 따라 모국
내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가, 주택, 양질
의교육, 사치품등의가격상승의요인이되기도하
며, 환율 상승을 초래하여 수출이 어려워져 결국 해
외송금에대한의존성이더욱높아지게된다고비판
했다(Coe et al., 2007).
한편 최근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연구들은 국제이

주자들중고급인력과이들을통하여모국으로지식
이 이전되고 결과적으로 혁신을 창출하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국제이주자들에 의해 형성된 민족 공동체
(ethnic community)와 초국가적 민족 네트워크
(transnational ethnic networks)가 로벌 차원에서
지식의 전달과 공유를 촉진하는 유력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부 연구들은 특허 자료를 이용하여
초국가적민족네트워크를통한지식이전효과를분
석했다. 대표적으로 Oettle과 Agrawal(2008)은 특허
발명자들의 국제이주는 모국과 이주국간 지식의 흐
름을 증가시키며, 특히 이주국에서 모국으로 지식이
유입되는 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제시했으며,

Agrawal 등(2008)은 미국 내 특허 자료를 이용하여
발명자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식의 이동이 감소하
지만, 발명자들이 동일 민족인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도지식이전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19). 
한편 사례 연구들은 고급 인력들이 초국가적 민족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국으로의 지식 이전과 혁신 창
출, 그리고경제발전에기여하는긍정적인역할을강
조하 다. 대표적으로 미국 실리콘 밸리의 국제이주
자를대상으로그들의초국가적창업활동과민족네
트워크가 모국의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는 사실을 지적한 연구들이 있다(Saxenian, 1999;

2002; 2005; 2006; Biradavolu, 2008). 특히 Saxenian

은 초국가적 민족 네트워크를 통하여 형성된 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 개념으
로설명하면서대표적인사례로대만, 인도, 중국, 이
스라엘을 들고 있다(Hsu and Saxenian, 2000;

Saxenian and Hsu, 2001; Saxenian, 2002; 2006).

Saxenian과 동료들의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논의들
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초국가적 민족네트
워크가 특히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지식을 효
과적으로이전하고결과적으로개발도상국들의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주목
하 고, 이에 관련된 초국가적 고급인력들을“new

Argonauts(Saxenian, 2006)”20)라고 지칭하 다. 둘
째, 개별적인지식이전보다선진국의시스템에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이식하여 개발도상국의 제도를 개
선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콘
밸리의고급인력들과정부의지원을통하여벤처캐
피탈 시스템이 대만에서 새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들고있다. 셋째, 초국가적민족네트워크의‘탐색네
트워크(search networks)’(Saxenian and Sabel,

2008) 기능을 강조했다.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과 국
지적 네트워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지역의 발전경
로를 고착(lock-in)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반면초국가적민족네트워크는지역외부의새
로운정보와지식, 시스템을유입할수있는통로역
할을한다. 이와같은 Saxenian과동료들의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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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리학 관련 분야의 연구에 민족(ethnicity)이라
는 사회문화적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다양한 규모의
공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
다. 그러나이연구들은 지역이나 대상, 초국가적 네
트워크의 형태 등에서 소수의 성공적인 사례를 지나
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히 제한
적이다(Storper, 2007). Saxenian(2005) 본인도 한국
이나일본과같이초국가적민족네트워크를통한새
로운지식이전과시스템이식이적용되지않는경우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모국의 경제구조,
경제적 개방성, 정치적 안정성 등이‘new

Argonauts’의 역할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
다. 

2) 로벌 혁신 네트워크 형성과 초국가적 민족
네트워크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에서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는공통된역사적경험이나유산, 혹은언어나
종교와 같은 문화적 공통성을 통하여 로벌 차원의
지식 이전과 학습을 위해 필요한 신뢰 구축과 이에
따르는시간과비용투자를줄일수있다. Bathelt 등
(2004)은 지역 외부의 새로운 파트너와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과정이새롭게필요하며, 이런신뢰구축과
정은시간과비용의투자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는 일단 외부의
잠재적파트너를발견하기위해정보가필요하며, 일
단파트너가결정된이후에는얼마나많은양의정보
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을 어느 정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필요하다. 민족공동체구성원내에서파트너
를 선택할 경우 상호 역사적 경험, 언어, 종교 등 문
화적 공통성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상대적으
로증가시키며, 파트너에대한감시나통제도용이해
진다. 로벌혁신네트워크에서의사소통과정은본
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공통의 제도와 절차

상 규칙이 단계별로 만들어지는 동시에 경험에 의해
서지속적으로재형성된다(Bathelt et al., 2004). 이런
과정에서신뢰구축이필수적인데, 민족공동체구성
원간 공유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은 로벌 혁신 네트
워크의형성을간접적으로지원한다.
한편혁신네트워크는그목적과특성에따라유형

이구분된다. Owen-Smith and Powell(2004)이사용
한개념을적용하면, 첫째, 닫힌운송관(pipeline) 형
태의 네트워크로 지역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으
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특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중요하다. 운송관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특정한 주체들간 법적인 계약과 소유권을 동반한(상
호 비 보장에 대한 협약을 하거나 파트너간만 지적
재산권을전달하기로라이센스를주는등) 정보와지
식 교류가 이루어진다. 운송관 형태의 로벌 혁신
네트워크는 관련 주체들간 연결 정도가 강하며 특정
한지식의직접적인전달에유리하다. 운송관형태의
로벌 네트워크는 공식적 연결에 의한 전략적 이익

의획득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 안정적인환경에서
지속적인 지식의 교류를 보장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경직된 성격을 가진다. 둘째, 열린 통로(channel) 형
태의 네트워크로 지역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
발굴을위한새롭고다양한정보와지식을얻기위해
필요하다. 통로형태의혁신네트워크는정보가다수
의주체들사이에확산되는형태로전달되며다른외
부효과들을동반한다. 또한연결정도가느슨하며따
라서 특정 지식의 직접적인 전달 측면에서는 취약하
지만, 투과성이높아서다양한지식의유입과확산이
용이하고변화가많은환경에서유연한장점이있다.

Saxenian and Sabel(2008)은 초국가적 민족 네트
워크가 로벌 차원의 혁신 네트워크에서 특히 중요
한 이유는‘탐색 네트워크’의 기능에 있다고 주장하
면서, 이는지역내에서자동적으로형성되는암묵적
네트워크와 공식적인 생산 시스템에 기반한 네트워
크의중간적인형태라고설명했다. 위의혁신네트워
크 유형 분류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탐색 네트
워크는열린통로형태의네트워크에가깝다고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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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민족공동체구성원간공유하는사회문화적요
소에기반하여서로다른정보를교환하고상호비교
하는과정이원활하게진행되고이를통해특정부분
의 이해와 해석을 공유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초국가
적민족네트워크를통해새로운형태의모델을모국
에적용할수있도록한다.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 개념은 사회문화적 공동체

로서민족공동체가지식이전과혁신창출, 특히원
거리에서의제약을극복할수있는 로벌혁신네트
워크로서작용할수있다는점을제시한측면에서의
의가있다. 특히이개념은서로분리되어발전해온
지역 혁신에 관련된 연구들과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
들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앞으로 양 분야의 선행연
구들을 바탕으로 한 논의의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관계적 근접성의 개념과 연결한다면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는 다국적 기업 조직이나 실행 공동체가 설명
하지못했던제도적근접성을제공한다. 초국가적민
족공동체를통하여국가단위의제도적차이를극복
할수있는근접성이형성되는것이다. 
그러나, 로벌 혁신 네트워크로서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의 역할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선행 연구들은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가 로벌 혁신 네트워크로서 작용한 성
공적인 사례들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일부성공사례의소개를통하여 로벌혁신
네트워크로서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 개념을 성급하
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구화한다면 이 주제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논의의발전을더이상기대할수없
을것이다. 둘째, 선행 연구에서 강조한초국가적 민
족공동체의역할은전체민족공동체나국가전체에
적용가능한것이아니다. 실제로선행연구들은국제
이주자들 중 고급인력, 특히 과학기술인력과 그중에
서도모국과강한연계를유지하는일부에초점을맞
추었으며, 이주국과모국의연결을분석하기위해이
주국 내 특정 지역과 모국 내 특정 지역의 네트워크
를조사했다. 초국가적민족공동체안에서형성되는
특정한 실행 공동체, 그리고 그 실행 공동체들이 뿌

리내리는 특정 지역과 이에 향을 주는 국가적, 세
계적 차원의 향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1960년대 이래 국제적

인 인구 이동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최
근에는초국가적민족공동체를통한 로벌혁신네
트워크의 형성이 국제적으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다(OECD, 2008; Kuznetsov, 2006). 1960년
대 공공정책은 선진국들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개발도상국들의발전을도모한다는점에서국제이주
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해하 다. 그러나 1970년대
와 1980년대들어저개발과국제이주의부정적관계
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게 되었
다. 이 당시에는 종속 이론(dependency theory)과
세계체제이론(world systems theory)에 기반하여 국
제이주가개발도상국들의저개발을초래한다고주장
했으며, 이에 따라 공공정책 측면에서는 두뇌유출
(brain drain)이중심이슈 다. 개발도상국의고급인
력이 선진국으로 이주하게 되면, 이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인적자원의 불균
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21). 초국가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로서 국제이주자들에 관한 공공
정책분야의관심이급속히강화된것은 1990년대이
후의일이다. 국제이주를통해형성된초국가적민족
네트워크와개발도상국의발전을연결시키는정책이
프랑스, 네덜란드, 국 등 유럽 국가들과 세계은행
같은국제기구에의해추진되고있다22). 최근국제이
주에대한관심은모국으로의송금등재정적인측면
뿐만아니라보다일반적인지식의흐름과사회적공
헌에초점을맞추고있다(Maimbo and Ratha, 2005).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인력 순환(brain

circulation)을통하여개발도상국의발전을촉진하는
방안이정책적논의의중심으로등장하고있다(Faist,

2008).
이런 맥락에서 로벌 혁신 네트워크로서 초국가

적민족공동체의역할과이것이지역혁신에미치는
향을분석하는작업은국제이주와지역혁신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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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관련 정책들에 가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것이다. 특히지난 30년간공공정책에서지리학
의기여가크게감소했다는비판을감안할때(Martin,

2001),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와 로벌 혁신 네트워
크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으로서 지리학이
현실적인 사회적 이슈나 공공정책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4. 결론

이제까지 지역 혁신을 위한 로벌 혁신 네트워크
의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하 다. 지식 유형, 근접성, 실행 공동체, 초국가적
민족공동체등본문에서살펴본개념들의의의와한
계를요약, 비교하면표 1과같다. 
먼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대상, 즉 지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이해하려
는논의들은지식의유형과그이동의공간적정도를
이론화함으로써 국지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지식과 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지식을 차
별화하 다. 그러나, 대부분의 혁신 활동은 서로 다
른 유형의 지식들을 모두 포함하며, 동일 산업 내에
서도단계에따라연관된지식의유형이달라지기때
문에 공간적인 관점에서 지식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근접성 개념은 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조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공간적 근접성이 부재하는 경우 로벌 혁신 네트워
크는관계적근접성을기반으로형성되며, 관계적근
접성은 다시 인식적 근접성, 조직적 근접성, 사회적
근접성, 제도적 근접성 등으로 세분화된다. 관계적
근접성의 개념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여 지식의 이
전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간적 근접성과 관계
적 근접성을 상호 대체 가능한 조건으로 단순화하기
는어려우며, 세분화된관계적근접성의유형들은개

념적으로 구분 가능하지만 실제 경험적인 사례에 적
용할경우에는분리가불가능하다는한계가있다. 다
음으로 실행 공동체 개념은 구성원간 공유하는 요소
들을 기반으로 로벌 차원의 지식의 이전을 매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즉 물리적 거리를 극
복할 수 있는 강한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
간 관계를 공동체의 개념으로 설명하 으며, 업무를
기준으로한실행공동체의유형분류는관계적근접
성중에서특히인식적근접성의조건을설명하 다.
하지만, 실행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를촉진할수있는조건은무엇인지에대한설명을
제시하지못하는한계를가진다. 
마지막으로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는 실행 공동체

와더불어 로벌차원에서지식이전을매개하는개
념으로지역혁신과국제이주와관련된양분야의선
행 연구들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역사적 경험, 언
어, 문화적 배경 등을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가 국제
이주를 통하여 초국가적 민족 네트워크 형성의 근원
이 되고, 이는 로벌 차원의 지식 네트워크가 작동
할 수 있는 제도적 근접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는 공통된 업무나 직업과 관계
된인식적근접성을기반으로한실행공동체구성원
들이물리적거리의제약을극복하고 로벌지식네
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를 통한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을 강조한 선행 연구들은 성공적인
사례들을지나치게강조하 고, 이에대한정책적관
심이급속히증가함에따라이개념이전략적인측면
에서성급하게 도구화될우려가있다. 또한, 선행 연
구에서 강조한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의 역할은 국제
이주자들 중 고급인력과 그중에서도 모국과 강한 연
계를 유지하는 일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주국과
모국의연결을분석하기위해이주국내특정지역과
모국 내 특정 지역의 네트워크에 관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이주자들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초국가적 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지, 그들이 이주국과 모국에서 뿌리내린 정도,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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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 뿌리내린 정도와 이것이 초국가적 민족
네트워크의 지속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
한연구가앞으로필요할것이다. 
지역 혁신과 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혁신 연구나 학습에 관련된 분야에
서발전해온지식유형에관련된선행연구와근접성
개념을 최근 로벌 혁신 네트워크 형성의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 개념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관
점이요구된다. 로벌혁신네트워크를형성하는주
체와 이를 통해 이동하는 대상, 그리고 네트워크 형
성을촉진하는조건이동시에고려될때비로소 로
벌 혁신 네트워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소
개한초국가적민족공동체의경우실행공동체를통
해 로벌혁신네트워크의형성을설명한이전논의
의한계를보완할수있다고판단된다. 즉 로벌차

원에서 직업이나 업무의 유사성에 기반한 실행 공동
체의 형성이 사회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민족 공동
체에 의해서 촉진되는 정도와 메커니즘, 또는 그 반
대의경우에대한분석을통하여 로벌혁신네트워
크를형성하는주체에대한이해가높아질것이다. 
동시에 로벌 혁신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다양

한 공간적 단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초국가
적 민족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특정한 실행 공동
체, 그리고 그 실행 공동체들이 뿌리내리는 특정 지
역과 이에 향을 주는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향
들에대한종합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이를 통하여 이동하는 대상과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
고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조건을종합적으로고
려할 때 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실제 형성 과정과
작동메커니즘에대한이해가증진되고, 이는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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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개념들의 비교

이론적
개념

주요
차원

의의

한계

- 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이동대상

- 로벌 네트워크의 형성
조건

- 로벌차원의지식이전
매개체

- 로벌차원의지식이전
매개체

- 지식의유형과그이동의
공간적 정도를 이론화함
으로써 국지적 네트워크
를통해이동하는지식과
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지식을구분함

- 공간적 근접성이 부재하
는경우 로벌네트워크
를형성할수있는조건,
즉관계적근접성을개념
적으로설명함

- 물리적거리를극복할수
있는강한상호작용을제
공할 수 있는 주체간 관
계를 공동체의 개념으로
설명함

- 업무를기준으로한실행
공동체의유형분류는인
식적근접성의조건을설
명함

- 제도적 근접성을 제공하
는조건

- 실행공동체의형성을촉
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해될수있음

- 공간적인 관점에서 지식
의유형을명확히구분하
는것이불가능함

- 세분화된 관계적 근접성
의 유형들은 개념적으로
구분가능하지만실제경
험적인사례에적용할경
우에는분리가불가능함

- 실행공동체가어떻게형
성되는지, 이를 촉진할
수있는조건은무엇인지
대한설명을제시하지못
함

- 관련선행연구들이성공
사례를 지나치게 강조함
에따라전략적인측면에
서성급하게도구화될우
려가있음

- 초국가적 민족 네트워크
의형성가능성과지속성
등에대한설명이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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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혁신 활동의 공간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기여
할것이다. 
본연구는특히최근 로벌혁신네트워크의형성

에서 주목받고 있는 초국가적 민족 공동체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정책적 의의를 제시하 다. 초
국가적 민족 공동체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혁
신 네트워크로서 해외 한인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
국내외국인이주자에대한관심에서비롯되었다. 특
히 1990년대이래국내외국인이주자의수가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의 국내 적응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다. 서로다른문화와배경을가진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를
위한‘다문화주의’가그이념적기반으로등장하 으
며(박배균, 2009; Mitchell, 2004), 이를 반 하여 초
국적 이주로 인한 다문화사회를 분석한 연구가 2000

년대들어증가하 다.23) 특히공간적인측면에서초
국가주의를이해하는관점이간과되었음을비판하고
(Park, 2007), 장소, 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네 가
지 차원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분석해
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박배균, 2009). 
이처럼 초국가적 이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
구 주제는 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는소수에불과하며24), 더구나초국가적민족공동체
를 통한 로벌 차원의 지식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고급인력의 초국적 이주와
그들이 형성하는 지식 네트워크가 모국의 지역 혁신
과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한
편 국내에서는 해외 인재의 유치 및 활용에 대한 정
책적관심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이분야의연구
가국내에서도앞으로필요하다고판단된다. 

주

1) 혁신(innovation)이란신기술, 신상품및서비스, 새로운

생산방식 및 서비스 전달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중요성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Morgan,

1997). 혁신은 기업 내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품,

과정, 조직의혁신으로부터산업, 지역, 국가수준에서의

사회적 또는 제도적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혁신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지식(knowledge)

이핵심적인자원이며지식을창출하거나확산시키고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과 생산방식을 만들어내는

과정모두가혁신에해당한다(Howells, 2002). 혁신은상

호학습의과정이며사회제도에의해 향을받는사회

적과정이다(Morgan, 1997). 

2) 지식(knowledge)은정보(information)를교환, 가공, 이

해하는역동적인틀또는구조라고정의된다. 지식은정

보를소화하고이를보다넓은틀에서이해할수있도록

할뿐만아니라이정보로부터적합한행동을취할수있

게한다(Howells, 2002). 

3) 학습(learning)이란개인이문제해결책을찾는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축적 과정이라고 정의된다(Capello,

1999). 

5) 20세기 후반 들어 학습과 지식이 경제지리학의 주요 연

구과제로등장한배경은세계화의진전과함께생산요소

의 보편화(ubiquitification)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세계화로 인해 과거에 중요했던 입지 요인을 이제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지식

창출이 중요해졌으며, 지식 창출 과정은 지역의 특정한

국지적 역량(localized capabilities)에 향을 받는다

(Maskell and Malmberg, 1999a, 1999b). 

5) 혁신 과정에서 대면접촉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면접촉은 중요한 의사소통의 기술이며

특히정보를성문화하기힘들경우더욱유용하다. 둘째,

대면접촉은 신뢰 구축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도덕적 해

이를 방지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셋째, 대면접촉은 기업

이거래하기를원하는대상을가려내고상호작용에요구

되는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에도움을준다. 넷째, 대

면접촉 자체가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다

(Storper and Venabl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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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 분위기나 지역적 활기와 같은 용어는 동일한 지역

에입지하여대면접촉하는과정에서생기는정보와의사

소통을일컫는다. 이는특정한정보들로구성되며이정

보는 끊임없이 최신 정보로 재구성된다. 이런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혹은 우연한 것이든 학습 과정이 포함되며,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와 문화적 전통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이런지역내학습과정을촉진시킨다. 

7) 방위산업의 역할은 실리콘밸리의 형성의 초창기뿐만 아

니라 현재까지도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발전을 설명하는

데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Gray et al., 1999).

8) Owen-Smith and Powell(2002)는원거리상호작용에이

용되는 통로를 일컫는 단어로‘운송관(pipeline)’이라는

용어를처음사용했다.

9) 이런 유형의 지식에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과학적 논문이나 특허를 통하여 형식화되며, 점

진적혁신보다는급진적혁신에관계된다. 

10) 이런산업에서는연구보다개발이중요하며, 연구활동

은주로응용연구의형태로이루어진다. 혁신의형태는

주로문제해결을위한점진적혁신이주를이룬다. 

11) 공공선택이론, 정보 경제학, 그리고 계약 이론 등에서

공동체개념은부정적인의미로사용되었다. 공동체안

에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리더십

이발휘되기어려우며, 공동체그룹들은구성원과비구

성원간갈등을야기한다. 이것이결국장기적경제성장

의핵심인생산요소의유동성을방해한다고주장했다. 

12) 실행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란 용어는 1990년

대초반 Lave and Wenger(1991), Brown and Duguid

(1991)에의해처음소개되었다. 

13) Gertler(2008)는지식의유형(분석적혹은종합적)과사

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관계적 근접성이 공간적 근접성

을필요로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비교하 다. 

14) Amin and Roberts(2008a)는네가지유형이외의지식,

그리고그네가지유형어느범주에도속하지않으면서

각각의 성격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지

식이존재할가능성이있다는사실을인정했고, 그들이

제시한실행공동체의유형이모든실행공동체의종류

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으며, 서로 다른 유형들이 상호

배타적인것은아니라는점을밝혔다. 

15) UN은“1년이상의의도적체류를동반한국제적이주”

를국제인구이동으로정의하고있다.

16) 인종(race)은인간의눈에보이는특성(머리카락색, 피

부색, 골격구조등)에기반하며, 대부분그정의가불분

명하고 동일 인종 내에서도 뚜렷하고 다양한 차이점들

이존재하므로분석범주로서민족(ethnicity)보다적합

성이떨어진다(Coe et al., 2007). 

17) 국제이주자들은이전부터항상본국과의관계를유지해

왔기때문에초국적이주가새로운현상이아니며, 이민

1세대의본국과의초국가적연계는다음세대로갈수록

약화된다고주장했다(Portes et al., 1999). 

18) 즉, 다수의국가에서재외국민들이모국에투자하는것

을정책적으로장려하고, 이중국적과부재자투표를수

용하며, 재외국민네트워크의조직, 유지를지원하기시

작했다. 

19) 한편동일민족이아닌발명자들에게있어서공간적근

접성은지식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데큰 향을미친

다. 

20) 이들초국적이주자들에관하여 Biradavolu(2008)는인

도의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핵심적인역할을한인도

의 초국적 이주자들을‘초국가적 자본주의 계급(Sklair,

2001)’이라 지칭하고 이들의 활동이 모국의 발전에 기

여한바를강조하 다. 

21) 그러나, 대만, 중국, 한국의경우이시기경제발전이빠

르게진행되면서‘역두뇌유출(reverse brain drain)’의

상황이 벌어지는 예외적인 사례를 보 다(Zweig,

2006). 

22) 이같은현상의배경으로 Faist(2008)는다음의두가지

경향들을 제시하 다. 첫째, 국가나 지역 발전의 주요

주체로서 공동체가 시장이나 국가에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게되었고이에따라민족공동체에대한관심이

높아졌다. 둘째, 몇몇사례에서초국가적민족네트워크

가국가와지역발전의원동력이되는현상이주목받으

면서 일부 국가들 혹은 국제기구들이 초국가적 행위를

보이는국제이주자들을지원하여민족네트워크를형성

하고있다. 

23) Park(2006)은제주특별자치구역을대상으로진정한다

문화주의가뿌리내리지못한사실을지적했다. 또한정

책적으로‘다문화사회 건설’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

면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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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책들이 등장하 고(박배균 2009), 국내의 이런 정

책적경향을반 하여 Park(2009)은초국가주의와국가

의역할에대하여논하 다. 

24) 국내유입된외국인이주자들을대상으로한연구는지

역 경제에 미치는 향(최병두, 2009)과 이들이 소규모

자 업을 통하여 모국과 형성하는 초국적 네트워크에

관한분석(고민경, 2009)이있으며, 해외네트워크를대

상으로한연구로는해외국내업체와재미한인업체간

무역의 공간적 연계(최재헌, 1996)와 실리콘 밸리에 진

출한 국내 업체의 혁신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서연미,

2007)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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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Innovation and Global Networks: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Arguments and the Role of Transnational Ethnic

Communities 

Hyungjoo Kim*

Abstract：Research on regional innovation has recently emphasized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ies
of global networks. However, theoretical arguments have not provided the answers for how global
networks are actually formed and work, and the related discussions have not been cohesive while
introducing separate concepts originated from diverse disciplines without connecting them with
each other. This paper intends to critically review theoretical concepts on spatialities of regional
innovation networks and demonstrate limits of each concept, arguing that a synthetic perspective i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how global innovation networks work. The author introduces,
specifically, the concept of transnational ethnic communities, which has been recently given much
attention to investigate global innovation networks, and provide i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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