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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은 계  (a relational view)과 네트워크 에서 소유특유우 가 부족한 련기

업이 국제화 역량을 어떻게 보완하고 축 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즉, 재 국제화

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효과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해 설명하 다. 특히, 가칭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lobal Korean Tourism 

Network)를 구축하고 발 시킴으로써 인바운드 국제화를 진시키는 방안에 해 논의하 다. 이 네

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는 (1) 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역량의 공유 기회 제공 

(2) 지식과 정보의 교환에서 거래비용을 감 (3)  세계에 분산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아

이디어를 획득하고, 상호보완  자원의 결합을 통한 창의 인 지식 창출 (4) 인 자원의 국제  교류

를 진시켜 국제 문인력의 양성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 을 실 하기 해서는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성공 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해, 이 네트워크의 심조직이 수행해야 할 핵심기능을 세 가지(참여유도와 지식공유 동기유발, 무임

승차 제재와 규범 정립, 지식이 채 과 이 과정 리)로 제시하 다. 다음으로 상호보완 이고 효과

인 네트워크의 성공요건을 제시한 후에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이러한 요건을 얼마나 충족

할 수 있는지에 해 평가하 다.

 * 이 논문은 부산 학교 자유과제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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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한 효과 인 성공 략을 

세 단계로 제시하 다. 첫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강한 연계를 가진 집된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의 계  트를 창출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네트

워크 참여기업이 계  트를 림으로써 개별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단계로 (1) 새로운 서비스

의 개발 (2) 인바운드 국제화역량의 축  (3) 아웃바운드 국제화 역량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주제어 : (국)제화 략,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원, 계  트

Ⅰ. 서 론

략경 분야에서 경쟁우 의 원천을 설명하는 이론  패러다임은 1980년에 Porter(1980)가 

제시한 산업구조분석모형을 거쳐, 1990년  이후에는 Barney(1991)나 Dierickx와 Cool(1989) 등

의 자원 거시각(a resource-based view)으로 발 하 다. 자원 거시각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내부자원과 능력을 통해 경쟁우 가 창출되고 지속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계  (a relational view)1)은 경쟁우 가 기업내

부에서 창출된다는 자원 거시각과 달리 경쟁우 는 기업 간 원천(interfirm sources)에서 나온

다고 설명함으로써 기존 이론을 보완하는 이론  을 제시하고 있다2). 

한편, 최근 국제경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요한 연구주제를 든다면 태생  로벌기업

(born-global firms)을 들 수 있다. 태생  로벌 기업은 기존의 국제화이론, 컨 , 

Dunning(1980)의 충이론(eclectic theory)이나 Buckley와 Casson(1976, 1990)의 내부화이론

(internalization theory)으로는 설명되는 않는 상이다. 이에 따라 태생  로벌기업을 설명하

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3), 이들 연구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설명요

인을 도출할 수 있다. 그것은 내부 으로 부족한 소유특유우 (ownership-specific advantage)를 

외부 트 를 통해 보완하거나, 기업이 속한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조달한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계  과 태생  로벌 기업에 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경

쟁우 와 국제화 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업 간의 계, 즉 네트워크가 핵심  개념이라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에서 볼 때, 제조업에 비해 소유특유우 가 부족한 한국 

 1) 계  에 한 주요 연구로는 Dyer J.H. and H. Singh H.(1998), Lavie, D.(2006), Mesquita, L., J. Anand and T. 

Brush(2008) 등의 연구를 표 으로 들 수 있다.

 2) Mesquita, L., J. Anand and T. Brush(2008), p.913.

 3) Freeman, et al.(2010), Hashai and Almor(2004), Rialp, et al.(2005) 등의 연구를 그 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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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업의 국제화 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의 이론  패러다임 보다는 네트워

크 근법이 보다 유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련기업의 국제화에 한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해외시장진입방식에 한 연구에 

집 되었다. 이들 연구를 뒷받침하는 주류이론인 내부화이론과 충이론이다. 이들 이론은 

기업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소유특유우 를 해외시장에서 어떤 거래메커니즘(시장거래, 내

부화)을 통해 활용할 것인가에 해 설명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련기

업의 국제화 략, 특히, 이 논문이 심을 가지는 호텔, , 컨벤션 기업의 국제화 략을 

설명하기 해 이들 이론을 용하기가 곤란하다. 

첫째, 본 논문이 심을 가지는 호텔, , 컨벤션 기업의 경우 부분 소기업이므로 소

유특유우 를 뒷받침하는 독  자산을 보유하 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소유특유우 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무역장벽과 국내임 상승 등의 이유로 해외에 진

출할 수 있으나 한국의 호텔, , 컨벤션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은 드문 수 이므로 국제화

략에 해 연구할 수 있는 상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론  근법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면 

련기업의 국제화 략에 해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에서 련기업의 국제화 략에 해 연구할 것이다. 

첫째, 인바운드(inbound) 국제화에 을 둔다. 호텔, , 컨벤션산업에 있어서 해외고객

의 국내유치를 한 경 활동도 요한 국제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외국

객의 국내유치를 한 국제화 략에 해 논의할 것이다.

둘째, 동태  자원축 의 에서 근할 것이다. 기존 이론들은 정태  에서 

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특유우 를 해외시장에서 활용하는 문제에 심을 가진다. 이에 

비해 동태  자원축  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유특유우 와 국제화 역량을 어떻게 

보완하고 축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심을 가진다. 즉, 재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효과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

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를 통한 련기업의 로벌 략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란  세계 한민족을 상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

용되고 있으며, 표 인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로는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 회), 세계한상

네트워크, 코리안넷(재외동포 포털사이트)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세 가지 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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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 련기업의 국제화에 한 연구가 기본 으로 부족한데, 이는 이들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 국제화에 한 심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련산업

의 요성을 고려할 때 이에 한 연구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이런 에서 이 논문은 

련기업의 국제화에 을 맞춤으로써 이들 기업의 국제화에 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련기업의 국제화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국제경 분야의 기존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계   는 네트워크 근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계

 은 소유특유우 가 부족하지만 태생 으로 로벌시장을 지향하는 소기업의 국제

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근법으로, 이를 한국의 련기업에 용함으로써 모형의 일반

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련 연구에서 네트워크 근법을 도입하

는 경우에도 네트워크의 구성범 에 있어서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 제한될 수 있는데, 이 논

문은 로벌 차원의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과 성공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지 까지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로벌 차원의 거시  주제를 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그 의

의가 있다.

셋째, 한국 련기업의 국제화를 진시킬 수 있는 독자  모형을 개발하기 해서는 

이미 알려진 기존 이론과 모형을 용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용이 

성공 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존 이론의 보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 이론의 한계를 악할 수 있다면 한국의 상황  특수성을 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

자 모형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에서 본 논문도 검증을 한 가설이나 

모형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이론을 용하는 탐색  연구에 속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을 둔 것은 분석단 가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 합성의 문제이다. 컨 , 포터

(1990)의 국가경쟁력 결정모형은 분석단 가 국가이며, Dyer와 Nobeoka(2000)의 연구는 분석

단 가 기업이다. 이에 비해 본 논문은 한국 련기업과 로벌 코리안 조직이 구성원이 

되는 거  네트워크가 분석단 이므로 이들 모형을 단순 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

의 상황  조건을 고려하여 개념과 논리를 수정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상황 합성을 높이기 

해 노력하 다. 

그 동안 련기업의 국제화 략과 련하여, 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

하는 문제에 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먼 , 네트워크 근법에 한 문헌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의 이 과 이론  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한국 산업과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황에 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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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발 단계에 해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련기업의 국제화를 진시키기 한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성공 략에 해 살펴볼 것이다.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1.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 관점

1) 네트워크의 개념과 이점

기업 간 네트워크는 기업 간의 연결고리, 즉 타이(tie)들의 합을 의미한다. 기업 간 네트워

크는 때로는 해당기업과 공 자나 고객과의 수직  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는 경쟁자, 

혹은 다른 시장 참가자들과의 수평  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포 으로는 이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Powell 외(1996)에 따르면, 네트워크 이란 기업이 상호 력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완 인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으며. 경쟁우 의 원천을 기업 

간 력 네트워크에 있다고 보는 이론  근법이다.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가지 이

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기업은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형

성함으로써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거래비용은 일반 으로 기

업 간 정보의 비 칭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정보의 

비 칭성을 일 수 있고 이에 따라 거래비용을 일 수 있다. 둘째, 자원  정보의 획득이 

원활하다. Koza와 Lewin(1999)는 시장환경이 불확실할수록 기업 간 네트워크는 시장 불확실

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기업에게 경쟁우 를 가져다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셋

째, 가치 의 공유를 통한 상호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정보의 공유와 

제재를 통해 가치 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암묵

이고 가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려는 의지가 발생하게 된다. 

2) 네트워크의 이론적 접근법

(1) 사회자본적 접근법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개인 혹은 집단들이 지속 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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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  혹은 잠재  자원의 합을 의미한다. 기업은 네트워크에 소속됨으로써 가치 있는 

자원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러한 자원과 정보를 사회  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원의 

개념으로 악하는 것이 사회자본  근법이다. Gnyawali와 Madhavan(2001)에 따르면, 사회

자본의 이 은 네트워크상의 세 가지 흐름(flow)으로 설명된다. 첫째는 자산의 흐름으로 자

본, 기술, 장비 등의 흐름이 포함된다. 둘째는 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얻는 정보와 

지식의 흐름을 의미한다. 셋째는 지 의 흐름으로 지 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낮은 기업으로

의 권력, 인정, 정당성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 때문에 사회  자본을 활용

하려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극 이다. 

(2) 관계적 접근법 

계  (a relational view)은 기업 간의 력을 통해 계특유  자원(relation- specific 

asset)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식공유와 상호보완 인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경쟁우 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을 강조한다4). 자원 거 이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부자원과 

능력이라는 원천에서 경쟁우 가 창출된다고 보지만, 계  은 기업 간 원천(interfirm 

sources)에서 경쟁우 가 창출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 간의 네트워크 연계는 경쟁우 의 

요한 원천이 된다. 

(3) 내재화 접근법 

네트워크에 소속된 기업은 네트워크 내에서 치한 포지션이 다를 수 있다. 구조상 심  

치에 있는 경우 다수 기업들과 연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 기업 간의 계를 맺고 있는 

강도에 따라 의사소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Granovetter(1992), Gulati( 1999), Uzzi(1997)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이 네트워크 내에서 구조  혹은 계  연계의 특성을 요시하는 

이 내재화 이론(embeddedness theory)이다. 내재화 근법은 다음의 두 가지 메커니즘, 즉 

계  내재성과 구조  내재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을 설명한다. 

첫째, 계  내재성(relational embeddedness)은 네트워크내 기업들의 계  특성, 즉, 구성

원들의 직 이고 응 성이 있는 계의 특성을 의미한다. 구성원 상호간에 직 이고 친

한 계를 가질 때 더욱 깊이 있고 긴 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할 수 있다. Gulati(1999)는 

구성원 간에 형성된 계의 강도에 따라 강한 연계(strong tie)와 약한 연계(weak tie)로 표

 4) 이러한 주장에 해서는 Dyer and Singh(1998)와 Mesquita, Anand and Brush(2009)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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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강한 연계는 구성원 간 빈번한 상호작용, 오랜 역사, 친 성 등의 특징이 있으

며, 이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정보보다는 조직  응을 진시키는 이 이 있다고 하 다. 

이에 비해, Granovetter(1973)에 따르면. 약한 연계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리 으로 떨어져 있는 구성원 간에 고유한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약한 

연계는 방 한 정보에 한 근을 용이하게 하고, 새롭고 진기한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

게 한다.

둘째, 구조  내재성(structural embeddedness)이란 네트워크에서 구성원이 치한 구조  지

에 심을 갖는다. 즉 네트워크상 어떤 지 에 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 달라진다는 것

이다. 구조  내재성에 련된 네트워크 변수로는 집한 연계(dense-tie)와 성긴 연계(sparse 

tie), 심성(centrality), 그리고 구조  공백(structural hole)을 들 수 있다. 한 연계의 이

은, 첫째, 많은 상호 연결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루틴을 공

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보와 자원을 더욱 효율 으로 이 할 수 있다. 둘째, 구성원들 간

에 공유되는 신뢰, 규범, 행동패턴을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으며, 셋째, 이로 인해 구성원들

의 기회주의  행동을 사 으로 제약하고, 기회주의  행동에 해 사후 제재를 효과 으

로 가할 수 있다. 이는 구성원의 평 에 한 정보가 집한 네트워크일수록 빨리 될 것

이기 때문이다5).

2. 한국 관광산업과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현황 

1) 한국 관광산업의 현황과 국제화

호텔, , 컨벤션과 같은 서비스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 등과 함께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고용창출과 고부가가

치 창출능력이 월등하여 외화 가득률이 높은 차세  성장 동력산업이다.

세계여행 의회의 조사에 따르면(WTTC, 2006)6), 2016년까지 련 서비스 산업이 

세계 GDP의 10.9%로 성장하고, 세계 총 고용의 9.0%가 련 서비스산업에 종사할 것으

로 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국, 일본 등을 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국제 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1995년 7.8%(4,410만 명)에서 2020년 14.4%(22,436만 명)로 연평균 6.7%의 성

장률을 보일 것으로 망한다. 이에 따라, 동북아지역이 새로운 국제 목 지로 부각되고 

 5) 구조  내재성에 한 이론  논의에 해서는 Burt(1997)과 Granovetter(1992)을 참조.

 6) WTTC(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The 2006 World Travel and Tourism Economic Researc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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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등 시장이 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속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북아지

역을 방문하는 국제 객 에서 한국이 10%를 유치할 경우, 한국은 외래 객 1천만 명

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이를 해서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 를 할 수 있

는 국제화 략을 필요로 한다.

한편, 세계여행 의회의 조사에 따르면(WTTC, 2006), 한국방문  해외여행지로 비교 

검토했던 경쟁국가로는 일본(28.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태국(16.6%), 국

(16.1%)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국, 만, 홍콩, 싱가포르 등 화권 객들의 반정

도가 여행목 지로 한국 신 일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표산업으로 

성장한 호텔, , 컨벤션과 같은 서비스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들 

국가는 시장 선 을 한  매력물 조성과 산업 육성 등에 역 을 두고 있다. 

컨 , 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홍콩은 디즈니랜드 개장에 발맞추어  도시로 변

신하기 해 규모 투자를 추진 이다. 한 마카오는 인 카지노와 컨벤션을 개발하

는 등 동북아 각국에서 규모 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수지의 에서 볼 때, 지 까지 한국의 련 기업은 한국인의 아웃바운드

(outbound)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다 을 두고 있어, 외국인을 상으로 하는 인바운

드(inbound) 서비스는 상 으로 요도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원이 상

으로 부족한 도 원인이 되겠지만, 외국인을 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매하는 

국제화역량이 부족한 것이 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외국

인의 국내 을 유치하는 체계  략과 비 이 미흡한 수 이다. 

련 산업의 국제화를 진하기 해서는 우선 외국인을 상으로 한 인바운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매하는 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략을 수립하

기 해서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창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로벌 잠재고객에 한 수

요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로벌 창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련 서비스 기업들과

의 로벌 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  과제이다.

 

2)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현황

재 700만을 넘는 재외동포는  세계 150여개 국가에 걸쳐 2,600여개의 동포단체를 구성

하여 극 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구성을 보면, 한인회, 한인 연합회, 부인회, 동호회, 향우

회, 종교단체 등이 수 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단체는 아주 소수에 머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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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재외동포 경제인의 네트워크는 각국별, 지역별,  업종별로 단체 는 단체연합회, 기

업인단체, 경제인 의회, 상공인단체 등의 이름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재외동포의 수가 은 

국가는 한인회 등에서도 경제단체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국별로 조직되어 있는 재외동포 경제단체로는 재미한인기업가 회, 미주한인상공인단체 총

연합회, 재일본 한국상공회의소, 국한국상회, 카자흐스탄고려인 회 등을 들 수 있으며, 재

외동포가 거주하는 부분의 국가에서 조직되어 있으며, 주요 지역별  도시별로도 경제단체

가 조직되어 있다. 각 업종별 재외동포 경제단체의 사례로는 미주한인식품상총연합회, 미주한

인드라이클리 총연합회, 미주한인방송 회, 국제한인법률인 회, 뉴욕한인수산입 회, 재일본 

한인 신용조합 회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국에 주요 업종별, 지역별로 결성되어 있다. 

한편, 온라인상 네트워크로는 표 인 해외한인 네트워크로 들 수 있는 것이 월드옥타

(World-OKTA), 세계한상네트워크, 코리안넷 등이 있다. 그리고 세계해외한인무역인네트워크,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 소상공인네트워크, 세계한민족IT네트워크,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

워크 한민족 로벌벤처네트워크 등 많은 한민족 네트워크들이 있다. 한편, 한국에 기반을 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 회(KITA), 한상공회의소(KorCham) 등도 크게 보

면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한국무역 회 사이트에는 각 지역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업종별 지역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기본 으로 온라인 네

트워크로 서비스업에 을 둔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Ⅲ.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의 구축과 성공전략 

1.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의 구축과 발전단계 

1)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의 구축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lobal Korean Tourism Network)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구이며, 체 인 구성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는 이러한 의문에 해 구체 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먼 ,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에 존재

하는 한국인이 운 하는 호텔, , 컨벤션에 종사하는 서비스 기업( 는 개인)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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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체, 항공업체, 그리고 운송업체에 종사하는 기업( 는 개인)까지 포함된다. 최근 의료

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의료법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게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련 서비스의 특성 때문이다.

첫째, 련 서비스는 다수의 지원 서비스들이 체 으로 조화를 이룰 때 고객의 만족

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련 서비스는 상호간에 다른 서비스에 한 보완재  성

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 컨 , 음식 수 )의 품질이 미흡할 경우 다

른 서비스( 컨 , 숙박)에 한 만족도까지 하시키는 련성을 가지고 있다.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모형으로 보면, 련산업과 지원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이 발 하여야 

해당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체로 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한 정확

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며, 사 으로 서비스의 수 과 신뢰도에 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

다. 특히, 국제 을 하는 외국인이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오랜 거래를 하지 않고서 거래상

방에 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로벌 네트워크는 이런 정

보를 통합하고 축 하는 허 가 될 수 있다.

셋째, 국제 서비스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문화  민감도(cultural 

sensitivity)가 아주 높다. 국제 의 핵심은 상이한 문화  환경에 의도 으로 노출되는 것이

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화  차이가 고객의 입장에서 순화되지 않거나, 맞춤화되지 않은 경

우 오히려 문화  거부감을 일으켜 고객만족도를 하시킨다. 컨 , 외국 객의 주거문

화와 음식문화를 고려하지 않는 숙박과 지음식을 그 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서

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지인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해외조직과의 력이 

필수 이다. 한국기업의 경우 로벌 코리안이 이러한 역할을 해  수 있다.

다음으로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체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

다. 먼 ,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 즉, 네트워크를 운 하고 지원하는 심기 이 필요한

데, 이는 정부(문화체육 부), 공사(한국 공사), 회(한국 회), 는 별도로 설립되

는 제3의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한 것은 심기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핵심기

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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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의 구성도

첫째, 련 산업에 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로벌 코리안 기업( 는 개인)을 상

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한 참여한 기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지식을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공유하게 동기유발시켜야 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

신이 보유한 지식을 숨기고 보호하는 것이 일반 인 성향이기 때문에 심조직은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자산의 확 를 해 공헌하게 만드는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에 속한 구성원들은 네트워크의 사회  자본에 근할 수 있는 이 을 릴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자신의 지식은 공유하지 않은데 사회  자본만 향유하려는 무임승

차자(free riders)들을 리하여야 한다. 자신의 목 만 달성한 채 체 네트워크의 목 을 

해 공헌하지 않는 구성원들을 제재하는 규칙과 규범을 만들고 공공재의 부담의무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의 공유는 자연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보를 보유한 구성원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가장 효율 으로 하게 만드는 것은 표 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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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백지는 문자화될 수 있으므로 단시간에 다수를 상으로 지식을 이 할 수 있지만, 암

묵지는 지식이 을 해 지속 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그룹 간에 반복

인 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심기업은 이러한 지식이 과정의 특징과 함께 이  

채 에 한 이해와 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심기업을 포함하여 네트

워크에 속한 구성원들이 네트워크 체의 발 을 해 공헌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의 효과 

사회자본의 에서 보면 네트워크의 이 은 세 가지 흐름으로 설명된다(Gnyawali and 

Madhavan, 2001). 첫째는 자산의 흐름으로 자본, 기술, 장비 등의 흐름이 포함된다. 둘째는 

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얻는 정보와 지식의 흐름을 의미한다. 셋째는 지 의 흐름으로 

지 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낮은 기업으로의 권력, 인정, 정당성의 흐름을 의미한다. 한편, 구

조  내재성(structural embeddedness)의 에서 볼 때 네트워크의 이 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상호 연결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루틴

을 공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보와 자원을 더욱 효율 으로 이 할 수 있다. 둘째, 구성원

들 간에 공유되는 신뢰, 규범, 행동패턴을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으며(Burt, 1997), 셋째, 이

로 인해 구성원들의 기회주의  행동을 사 으로 제약하고, 기회주의  행동에 해 사후 

제재를 효과 으로 가할 수 있다. 이는 구성원의 평 에 한 정보가 집한 네트워크일수록 

빨리 될 것이기 때문이다(Granovetter, 1992).

이상과 같은 에서 볼 때, 가칭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lobal Korean Tourism 

Network)는 어떤 이 이 있는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 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째, 로벌 네트워크의 자원과 역량에 근함으로써 부족한 로벌 역량을 보완하고 조달할 

수 있다. 이는 장기 으로 련기업의 로벌화를 진시킬 것이다. 둘째, 사회  네트워

크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면 탐색비용, 계약체결비용, 감시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

을 감할 수 있다. 셋째, 문화  민감도가 높은 국제  서비스를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지인 문화를 잘 알고 있는 해외조직과의 력이 필수 인데, 로벌 코리안 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해  수 있다. 넷째,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되는 지식은 일방  흐름이 아닌 

방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호보완 인 자원의 결합을 통해 창의 인 지식을 창출하는 시

지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첫째,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서비스기업과 국내 서비스기업간의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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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로벌 역량(새로운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경쟁역량의 증 )

을 개발하고 축척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기업 주의 다국  경 활동을 기반으로 해

외자회사를 통해 국제  경험과 지식을 획득할 수 있지만, 소 서비스 기업은 이러한 기반

이나 채 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에서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는 해외에 있

는 련서비스기업과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

스상품을 개발하고, 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을 축척하는 기회를 제공해 

 수 있다. 

둘째, 시장을 통한 지식의 교환에는 탐색비용(searching cost), 계약비용(contract cost), 감시

비용(monitoring cost), 계약이행비용(enforcing cost)과 같은 거래비용이 많이 들지만 로벌 코

리안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면 상당한 비용을 

감할 수 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련기업의 신용과 평 을 세계 으로 하고 

공유함으로써 기회주의  속성을 제어하여 할 수 있다. 집한 네트워크일수록 구성원들의 

기회주의  행동을 사 으로 제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회주의  행동에 해 사후 제

재도 효과 으로 가할 수 있다. 

셋째,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는 문화  민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해외인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도 도움을 다. 로벌 고객의 국내유치를 한 문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있어, 해외 이민 2, 3 세 를 활용하는 략  제휴와 인턴십을 통해 외국인

에게 편리한 문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한 재외한국인 서비스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국내인력에게도 국제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 자원의 국제  교류는 서비스 기업의 국제화를 고도화시키는데 있어서 필수 인 

국제 문인력의 교육과 양성에도 도움을 다. 

넷째,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되는 지식은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 서

비스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교환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서

비스상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이 은 일방 인 흐름이 

아니라 방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호보완 인 자원의 결합을 통해 창의 인 지식을 창출

하는 시 지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해 이상과 같은 이 을 얻고 목 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참여자와의 계를 구축하고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첫

째, 네트워킹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고, 실질 이고 잠재 인 네트워크 트 와 커뮤니

이션을 하는 빈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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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증 시키고, 사업 아이디어에 해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  수를 증가시킴으

로써 네트워크 내의 심성(centrality)을 높아야 한다. 셋째, 다양한 참여자와의 약한 타이를 

구축함으로써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다양한 원천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

보는 새로운 사업기회와 고객기반을 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것이다. 따라서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참여자의 목 을 달성하게 하기 한 네트워크의 구축방안을 

통해서 참여자의 갈증해소와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역량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3)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의 발전단계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 해야 하며, 한 이 네트워크가 

체 으로 완성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에 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로벌 코리

안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에 해서는 이론 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실제로 이러한 이 을 릴 수 있기 해서 네트워크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를 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잠재이익을 실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에서 Dyer와 Nobeoka(2000)의 연구는 네트워크의 발 방향에 한 요한 시사

을 제공해 다.

토요타자동차의 지식공유네트워크는 세 개의 발 단계를 거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  I 

단계는 토요타가 부품공 업자와 약한 연계를 발 시켜나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도요타와 

부품공 업자 상호간의 계가 새롭고, 의사소통의 빈도나 강도가 낮은 단계이며, 부품공

업자간의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으로, 주로 도요타자동차와 부품공 업체간의 지식

공유를 한 네트워크의 단계이다. II 단계에서는 심조직과의 강한 연계를 발 시키는 단

계이다. 도요타자동차는 무료로 부품공 자의 공장이나 시설에 문컨설턴트를 견하여 생

산성을 높이거나 재고감축에 도움이 되는 암묵  노하우(implicit knowledge)를 이 한다. 그

리고 노하우의 이 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의 이익에 해서는 부품공 업자가 향유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요타의 문컨설턴트와 부품공 업자는 강한 연계를 통해 상호

지식공유에 한 규범을 확립하게 되고, 공 자 네트워크 내에서 이러한 지식을 개방하도록 

한다. III 단계에서는 부품공 업자 상호간의 강한 연계를 발 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가 

되면 부품공 자들간에 직 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큰 네트워크 내에 하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품공 자간의 강한 연계가 생겨나며, 원들 간에 암묵  지식이 공유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토요타자동차가 성공 으로 구축한 지식공유 네트워크의 발 단계와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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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계 발전단계별 주요 사업

 <I 단계> 약한 연계를 통한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Building weak tie)

 - 네트워크의 구축과 참여기업의 유도

 - 문  정보와 자료의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자원(network 

resource)의 축 과 확

 - 네트워크 자산의 이 에 한 홍보

 - 심조직과 참여자간의 활발한 소통 

 <II 단계> 심조직과의 강한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발  (Developing strong 

tie with focal organization )

 - 심조직과 구성원간의 강한 연계 구축

 - 문  서비스와 컨설 의 제공(암묵지의 공유)

 - 문지식의 공유를 한 규칙과 규범의 제정

 - 강한 연계 네트워크의 이 (가치  공유, 신뢰 형성, 거래비용 감

소 등)을 공유

 <III 단계> 개별 서비스 기업 간의 

강한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완성

(Developing strong tie among service 

firms)

 - 다자간  참여자간 방향  교류의 활성화

 - 지역별 업종별 하 문조직의 그룹화

 - 사업노하우의 공유와 성과배분

 - 사업기회의 공동발굴과 략  제휴

 - 핵심 클러스터의 구축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장기 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다. 토요타 사례를 

통해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구축해야 할 발 단계를 세 단계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먼 , 첫 번째 단계는 약한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발 시키는 단계이

다. 이 단계에서는 네트워크의 심조직(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주 조직)이 서비스 

기업간 약한 연계(weak tie)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구성원을 확보하고 알리는 단

계이다. 이를 해 서비스산업의 국제화를 한 공감 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상에 지식과 사

업기회가 존재함으로 홍보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공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요하다.

<표 1>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의 발전단계별 특징

두 번째 단계는 심조직과의 강한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발 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

에서는 심조직이 서비스산업의 이익기회에 한 구체 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문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성원들에게 네트워크 자원에 해 이익을 충분히 리게 

하는 것이 요하다. 한 심조직은 자원개발에 한 투자기회에 한 문컨설  서

비스를 통해 네트워크의 유용성에 해 공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 이

고 성공 인 정보를 오 하는 기업일수록 높은 등 을 매겨 다양한 정보컨설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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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개별기업 간의 강한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발 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서비스 기업들이 상호간의 다자간(multi-lateral) 교류를 활성화하기 해 네트워크 

발 에 극 인 기업들과 정보교류가 활발한 기업들을 묶어서 상호간의 좋은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발 되는 단계이다. 그런데 이 단계는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에 

암묵 인 사업 노하우와 독  사업기회를 공유하는 단계이기는 하나, 토요타의 지식네트워

크는 토요타자동차라는 강력한 심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 지만,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는 계  내재성의 에서 볼 때 강한 연계의 정도가 이에 미치지는 못할 것

이다.

 

2.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의 성공전략 

1) 클러스터의 성공조건과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 

Porter(1990)에 의하면 클러스터(cluster)란 수평 이든 수직 이든 같은 지역 내 련산업에

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클러스터는 상황특유 (situation- specific 

knowledge) 지식의 이 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식의 공유와 확

산를 한 효과 인 수단이다. 한, Saxenian(1994)은 같은 지역에 집된 산업공동체는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 다.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이러한 클러

스터 인 산업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모형에 따르면,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상호 련을 맺으면서 발 하여야 한다. 첫째, 강하면서 고 스런 국내 수요가 존재해

야 한다. 둘째, 해당산업을 지원하는 련산업과 지원산업의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생산요소(자원)가 풍부하게 존재해야 한다. 넷째, 기업이 생산성 증가에 노력하게끔 하는 경

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들 네 가지 조건을 한국의  산업에 용시켜 본다면, 한국

의 산업이 발 하기 해서는 첫째, 에 한 강하면서 고 스런 수요가 존재해야 한

다. 둘째, 산업을 지원하는 련산업과 지원산업의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한다. 넷째, 기업이 생산성 증가를 해 노력하게 하는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할 경우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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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➀ 강하고 고 스런 국내수요: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는 기본 으로 외국인 유치를 

한 인바운드 국제화를 진시키기 한 목 에서 유도된 개념이다. 따라서 국내수요의 진

작에 한 측면은 크게 련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로벌 환경에서 경험한 로벌 코

리안의 국제 지식이 네트워크를 통해 달되고 공유된다면 한국인의 아웃바운드 수요

를 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에 해서는 사 으로 가늠하기가 어렵다. 

한편, 해외에 잠재해 있지만 그 동안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외국인 잠재고객에 한 정

보를 수집하고, 이를 인바운드 국제 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즉 잠재 

외국인고객을 발굴하고, 이들이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에 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

할 경우 한국으로 인바운드 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➁ 련산업과 지원산업의 기반강화: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해 기 되는 가장 

요한 효과는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개선시키는데 있다. 로벌 네트워크를 통

해 로벌  노하우와 지식이 효과 으로 이 되고 공유된다면 국내 련 산업의 경

쟁력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 경쟁기업들의 노하우와 능력을 네트워크를 통

해 이 받거나,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해 어떤 정책과 인 라가 필요한 지에 한 정보

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 국내 련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는 련 산업에 속하는 해외한인 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 종사하

는 해외기업과도 교류함으로써 정보와 지식을 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산업에 심을 

가지는 해외한인들이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미 해외에서 서비스기업을 통해 성장한 해외

한인들이 업으로 다각화하는 데도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언 하 듯이 호텔, , 컨벤션 산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상호보완성을 

가지는 서비스이다. 특정고객의 련 수요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호텔, , 의료, 운

송 등의 련  지원산업이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있어야 한다. 이러한 련  지원산

업의 연계성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이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발 하여 련기업 간 계 네트워크는 아주 강하고(strong) 복되는(redundant) 

연계를 형성하는 단계가 되면, 이러한 연계를 가지는 네트워크의 이 (자원, 정보, 신뢰, 지  

등의 활발한 흐름)을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제공해  수 있을 것이므로 결과 으로 

련산업 간의 연계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➂ 자원의 풍부성;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개선시키

는 데는 사실성 큰 향을 미치지 않다. 그러나 자원의 가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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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발에 의해 가치가 증 되고, 한 보완재를 생산하는 련산업의 발 에 의해 부가가치

가 증 되는 것으로 본다면 선진국의 자원 개발과 조성에 한 경험과 노하우를 획

득할 수 있다면 국내 자원의 풍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➃ 기업의 생산성을 진시키는 경쟁환경: 이 조건을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는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부분이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산업은 비효율 인 경 을 하더라도 시장경쟁에 의해서 쉽게 퇴출되지 않는

다. 상품과 가격에 한 표 화가 어렵고, 신뢰성이 낮은 기업과의 거래정보가 체시장

에 달되기 않기 때문에, 특정고객군을 만족시키지 못한 련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고객군을 상으로 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는 이러한 비효

율  시장질서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수 있다.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확 되고 발 할수록 네트워크의 집성(density)이 높아질 

것이다. 네트워크의 성이 높아질수록, 첫째, 많은 정보공유채 이 형성되어 경쟁효율성을 

높이는 정보와 가격정보를 수집하기가 용이하므로 보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탄생하게 된

다. 이에 따라 비효율 인 경쟁기업의 생존가능성은 낮아진다. 둘째, 구성원 간에 신뢰, 규범, 

행동패턴을 보다 쉽게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셋째, 이로 인해 구성원들의 기회주의  

행동을 사 으로 제약하고, 기회주의  행동에 해 사후 제재를 효과 으로 가할 수 있다. 

기회주의  행동을 한 기업의 평 은 집한 네트워크일수록 빨리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의 성공전략

Bartlett과 Ghoshal(2002)은 다국 기업의 경쟁우 는 로벌 학습에 있다고 하 다. 본국과 

다른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경 환경에서 활동하는 해외자회사는 다국 기업의 로벌 학습

을 진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에 따라 해외자회사의 자율 인 학습과 신은 본사의 로벌 

역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다른 해외자회사에 경쟁우 를 강화시키는데도 기여를 한다. 이

에 따라 최근 다국 기업은 지자회사가 수행하는 지식경 의 요성을 인식하여, 자회사특

유자산(subsidiary-specific asset)의 개발과 축 에 상당한 심을 가지고 있다. 해외자회사가 

지의 지식경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다국 기업의 성과, 특히 신제품개발, 

다국  역량의 증 에 어떤 향을 주는지에 한 분석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진행되었다7). 

그런데 본 연구에서 심을 가지는 련 기업의 경우는 부분이 소기업이며, 해외

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외자회사를 활용한 정보수집과 지지식경 이 어려운 

 7) 이에 한 표  연구로는 Frost, Birkinshaw and Ensign(2002)와 Gupta and Govindarajan(2000)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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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련 기업의 국제화가 고도화될수록 진 으로 해결될 것이지

만, 이 분야의 국제화가 그 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는 해외자회사를 보유하지 않은 련 기업들에게 해

외시장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며, 한 지지식경 을 간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다고 하겠다.

기존 다국 기업과 해외자회사의 지식이 과 공유에 한 연구결과를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활용 략에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내의 지식이

과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해서는 <그림 2>와 같은 지식이 과정이 원활하게 수행되

어야 한다.

<그림 2> 글로벌 코리안 관광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지식이전모형

<그림 2>는 크게 세 단계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국제화역량을 강화할 목

을 가진  련기업이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해서 약한 연계를 구

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발 시켜 강한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조 인 공백이 없는 집

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약한 연계는 평소에 하지 않는 새로운 기회와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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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데 도움이 되며, 강한 연계는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교류의 빈도나 정도가 증가하므로 

암묵  지식이나 고 정보가 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 수록 개별 기업간에 직

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한 하부그룹이 생겨나면서 네트워크의 집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연계강도와 수가 증가

하게 되면, 첫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계특유  자산(relation-specific assets)이 축

될 것이다8). 이러한 자산은 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황  노하우나 지식에 

한 네트워크 자산이 축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활용하

는 기업들 간에 지식공유루틴이 개발된다. 지식공유루틴이란 특별한 지식을 이 하고, 재결

합하고, 창출하는 규칙 인 기업 간의 상호작용패턴을 의미한다. 지식공유루틴은 네트워크 

구성원의 결속력을 더욱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셋째,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

해 다른 구성원의 보완  자원이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 지 효과로 인해 경쟁역

량이 증가한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기업이 가지지 못했던 자원이나 역량이 보완

됨으로 인해 더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네트워크가 성숙될 수록 자원의 공개

와 이 에 한 효과 인 규율과 규범이 정립될 것이므로 기회주의  행동을 제재하는 지배

구조가 갖추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거래는 거래비용이 낮아짐으로 비

용 감효과를 가져온다. 

세 번째 단계는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성과가 개별기업별로 나타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의 네 가지 향요인( 계특유  자산, 지식공유루틴, 보완  자

원과 역량, 효과 인 지배구조)으로 인해 발생한 계  트(relational rents)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이다. 계  트란 기업이 독립 으로 운 하

는 경우에는 달성할 수 없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로 인해 발생하는 과수익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 심을 가지는 성과는 (1)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2) 인바운드 국제화 역량의 

축  (3) 아웃바운드 국제화 역량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바로 련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를 고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8) Dyer and Singh(1998)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지속  계에서 형성되는 자산을 계특유  자산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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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은 서비스 기업의 국제화를 진시키기 해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략에 해 연구하는 데 목 이 있다. 본 논문이 심을 가지는 

련 기업, 즉, 호텔, , 컨벤션, 의료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부분 소기업이므로 뚜렷한 

소유특유의 우 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동태  자원축 의 에서 소유특유우

가 부족한 서비스 기업이 국제화 역량을 어떻게 보완하고 축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심

을 가지고,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효과 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

는 략에 해 설명하 다.

내재화 에서 볼 때,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상당한 도움

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는 해외에 있는 련서비스기업과

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을 축척하는 기회를 제공해  수 있다. 둘째,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면 상

당한 거래비용을 감할 수 있다. 셋째,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되는 지식

은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 서비스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교환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

이디어가 될 수 있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다. 넷째,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이 은 일방 인 흐름이 아니라 방 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호보완 인 자원의 결합을 통

해 창의 인 지식을 창출하는 시 지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다섯째, 인 자원의 국제  교

류를 진시켜 서비스 기업의 국제화를 고도화시키는데 있어서 필수 인 국제 문인력의 교

육과 양성에도 도움을 다.

이상과 같은 이 을 가지는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국가와 업종의 기업

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련 서비스의 특성 때문이다. 련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한 보완재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며, 한 부분의 기업이 소기업이므로 가격

과 상품에 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 서비스는 

문화  민감도(cultural sensitivity)가 높은 서비스이므로 외국 객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조

직과의 력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여기에 도움을  수 있다.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운 하고 지원하는 심기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핵

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국내  로벌 코리안 기업( 는 개인)을 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한 참여한 기업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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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식을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공유하게 동기유발시켜야 한다. 둘째, 자신의 지식은 공유하

지 않은데 사회  자본만 향유하려는 무임승차자를 리하여야 한다. 자신의 목 만 달성한 

채 체 네트워크의 목 을 해 공헌하지 않는 구성원들을 제재하는 규칙과 규범을 만들고 

공공재의 부담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기업은 지식이 의 과정의 특징과 

함께 이  채 에 한 이해와 함께 리역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해서

는 효과 인 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해 세 단계의 성공 략을 제시하 다. 첫 번째 

단계는  련기업이 국제  역량을 강화하기 해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활용

하기 해서 약한 연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발 시켜 강한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조 인 공백이 없는 집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의 계특유  트를 창출하여야 한다. 계

특유  트란 기업이 독립 으로 운 하는 경우에는 달성할 수 없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로 

인해 발생하는 과수익을 의미한다. 이를 해서는 네 가지의 향요인에 한 리가 필요

하다. 그것은 계특유  자산의 축 , 지식공유루틴의 개발, 보완  자원이나 역량을 이 을 

통한 시 지 효과, 규율과 규범이 있는 지배구조이다. 

세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 참여기업이 계특유  트를 림으로써 개별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단계로, (1)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2) 인바운드 국제화 역량의 축  (3) 아웃바운

드 국제화 역량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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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lobal Korean Networking Strategy for 

Tourism-related Firms' Internationalization

Min-Sook Kim*․Ho-Yeol Bang**

9)10)

The previous studies based on a resource-based view of firm highlighted the role of resources within 

a firm in creating and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Recent research, however, the relational view 

points to the importance of inter-firm sources(or relational capital) in creating firm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business field, the studies on born-global firms also states that when firms are lack of 

ownership-specific advantages in their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they resort to the external partners and 

social networks to complement their resource scarcity. 

By adopting the relational view and born-global firms concept, a network-based approach needs to be 

applied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strategy of Korean service firms. This is because most of Korean 

service firms own less ownership-specific advantages than global competitors. This study proposes Korean 

firms' global network building and exploiting strategy to enhance their international stages of development. 

The network, for example, Global Korean Tourism Network, enables network members access to the 

valuable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ey are lack of when undergoing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This study's contribution is along two dimension. First, even global Korean network is emerging as a 

major issue in recent years, we could not figure out how to build global Korean network for service firms. 

This studies gives an answer. Second, we derived what benefits can be gained from the network if Global 

Korean Tourism Network is developed for hotel, tourism, convention firms' internationalization. 

Key Words :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Korean Global Network, Network Resource, Relational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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