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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경제지리학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을 태동기부터 현재의 GPN 2.0 이론화 단계까지 통

시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논의의 형성 과정을 글로벌 상품/가치 

사슬망의 개념적, 분석적 문제와 결부시켜 설명하고, 이후 논의의 확장과 경험적 연구의 축적을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세계화 경제, 초국적 기업, 지역발전 간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는 담론과 실천의 틀로 자리 

잡게 된 점을 강조한다. 반면, 이론적 결여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최근 

Yeung and Coe는 인과적 매커니즘의 추상화와 이와 관련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략의 유형을 중심으

로 GPN 2.0 이론을 제안했다. 이 결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은 이론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

었고, 연구자는 내부 조직화, 통제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 외부교섭 등 다양한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략을 기업 

경쟁력 강화 요인 및 위험환경과 결부시켜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글로벌 상

품/가치 사슬 논의 간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는데, 여기에는 외부교섭 개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

부교섭은 GPN 1.0에서 가치, 착근성, 권력의 분석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네트워크 형태로 판단되며, 이것은 

기업이나 산업별 거버넌스 차이에 초점이 맞춰진 사슬 담론의 한계를 초월하게 해 줄 것이다. 

주요어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GPN 2.0, 글로벌 상품/가치사슬, 거버넌스, 외부교섭

Abstract : This paper reviews the evolution proces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GPN) discourse, from its 
origin to the recent theorization, namely GPN 2.0. In so doing, the discursive formation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is introduced in comparison with a competing discourse global commodity/value chains, with par-
ticular attention to conceptual and analytical lacunae in the latter. This article also outlines how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perspective has become a useful discursive and practical tool that allows the examina-
tion of the nexus of global economy,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regional development. Subsequently, 
a theoretical dearth in the approach is discussed in reference to key critiques, and in this context Yeung and 
Coe’s recent theorization GPN 2.0, which is centered on casual mechanisms and network configurations 
is reviewe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theory adequately addresses the problem of casuality lacking in its 
precedented conceptual framework, and that it helps exploring the formation and evolution processes of 
varied production networks(including intrafirm coordination, interfirm control, strategic partnership, and 
extrafirm bargaining) in connection with competitive dynamics and risky environments. As a result of the 
theorization, the difference between GPN and the chain approaches has become more apparent, and the idea 
of extrafirm bargaining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differentiation. Extrafirm bargaining is seen t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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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s, 

GPNs)’는 “세계 시장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배치를 말하며, 하나의 글로

벌 선도기업(lead firm)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행위자로 구성된다”(Yeung and Coe, 2015, 

32). 이러한 초국적 연결망은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통하는 동시에 (비)규제 장벽과 

지역적 사회-문화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연

속적으로 토착적인(discountinously territorial)’ 조직

의 모습을 갖는다(Henderson et al., 2002). 이 행위

자-네트워크 기반의 세계화 경제 분석틀은 지난 15

년간 경제지리학에서 초국적 기업과 공간 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행위유발

체(actant) 역할을 했다.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가 기업이나 지역경제의 분석틀로 받아들여져, 경제 

활동, 경제 경관, 경제 관계 등을 세계화의 관점에서 

탐구하는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

의 해외 진출 과정과 활동(이재열·박경환, 2005; 조

성재, 2010), 해외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

크 사례 분석(이재철, 2010; 정명기, 2011; 현재훈, 

2016),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역사적 진화(이일영, 

2015; 임혜란, 2011), 산업 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비교분석(홍장표, 2016),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불

균등) 지역발전과의 관계(홍장표·이대식, 2006; 조

성재, 2013; 김어진, 2013; 이정협 등, 2007) 등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Coe and 

Lee(2006)의 삼성과 영국의 테스코 간의 전략적 제휴

(현재의 홈플러스)에 관한 ‘개척자적인’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한국과 영어

권 지식 간의 연계망이 구성되는 담론과 실천의 장으

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1) 그러나 여전히 미궁 

상태에 있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관련 연구 문제들

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상품 

생산 이외의 분야(광업, 농어업, 서비스업), 한국 초

국적 기업과 해외 생산자서비스업 간의 관계, 해외 초

국적기업과 국내 지역발전과의 관계, 우리나라 중소

기업의 초국적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둘러싼 갈

등과 협상 등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최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관련 핵심 서적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구양미 등, 2014; 안영진 등, 2011), 관련된 학문적 

담론과 실천 방안에 대한 소개가 국내에서도 좀 더 심

층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결의 문제들은 앞으로 하나둘씩 해결되

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연구의 활성화 분

위기에 동참하고자 본 논문은 작성되었지만, 지금까

지보다는 조금 더 성찰적인 방식으로 차후 글로벌 생

산네트워크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

원에서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첫

째, 국내 사례 연구들은 대체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라는 분석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 경제지리학 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

과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세계화 경제의 분석틀로

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 

‘이론화 결여’를 강조하며, 이 맹점을 해결하고자 하

는 최근의 노력 중 하나를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Henry Yeung과 Neil Coe

가 2015년에 제안했던 Global Production Networks 

2.0(GPN2.0)의 유용성을 검토한다(Yeung and Coe, 

comprehensive networking form inclusive of such GPN 1.0 analytical concepts as value, embeddeness, and 
power, and research attentive to, and engaging with, the extrafirm networks is expected to help transcending 
the chain governance approaches’ analytical excess of interfirm linkages and industry-centeredness. 

Key Words : global production networks, GPN 2.0, global commodity/value chains, governance, extrafirm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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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Coe and Yeung, 2015). 2000년대 초반 맨체스

터 학파 경제지리학자들의 문제 제기가 지난 15년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연구의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GPN 2.0 이론이 이 연구 분야가 앞으로 진화할 방향

을 제시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2) 이러한 상황 인

식 하에서 본 논문의 세 번째 주안점은 GPN 2.0의 이

론화 논의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15년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논의의 전

개 과정을 통시적으로 검토하고, GPN 2.0을 소개, 

비평하는 문헌이 국내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밝

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영숙·이돈순(2015)의 최

근 평가에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GPN 2.0을 “기업

의 조직적 플랫폼에 초점을 두고… 기업 중심 세계생

산네트워크론으로 회귀”하는 시도로 평가하며, 이 논

의가 “기업 관점의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를 강화시

켜 나갈 가능성”을 우려했다(이영숙·이돈순, 2015, 

38). 그리고 이들은 과도한 기업 편향성 때문에 GPN 

2.0이 글로벌 상품/가치사슬(global commodity/value 

chains) 담론과 유사해졌으며, “지역 발전에 미치는 

결과나 기업 외 행위자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GPN 

2.0의 지역발전 분석에 대한 효용성도 낮다고 평가한

다. 마지막으로, GPN 2.0의 유용성이 한국에서는 매

우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펼친다. 근거는 재벌 중심

의 ‘국가 사업체계(business systems)’(Whitley, 1999)

이다. 이영숙·이돈순(2015)에 따르면, GPN 2.0의 초

국적 기업 전략 유형 중 오직 ‘내부 조직화(interfirm 

coordination)’와 ‘통제의 관계(interfirm control)’만이 

재벌 중심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분석에 활용 가능

하고(4절 참조), 연구자가 폐쇄적 재벌조직 문화에 접

근하는 과정에서 학문의 자율성이 훼손당할 위험성

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비판적 평가는 새

로운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경종

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GPN 2.0의 활용 가능성에 

보다 많이 주목하며 이영숙·이돈순(2015)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비평을 제시한다. GPN 2.0이 기업 중심

의 이론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을 친기업적 성향과 동일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본 저자는 GPN 2.0 이론 수립자들이 기업의 초국적

화를 세계화 경제 구조와 동력 이해의 근간으로 상정

하고, 기업을 경험적 분석의 ‘하나의 출입구’로 제시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외부교섭(extrafirm bar-

gaining)에 대한 Yeung and Coe(2015)의 논의를 조금 

더 깊이 숙고하고 이해한다면, GPN 2.0를 “기업 관

점의 논의”로 특징짓는 것은 너무 단순한 평가인 듯하

다. 그리고 이들은 외부교섭을 개념화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토착적, 비토착적 행위자들의 역할에 주목하

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 경제와 글로벌 생산네트워

크 분석을 다양한 행위자의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양한 비토착적 행위자들의 

활동과 영향에 대한 분석은 신지역주의자들의 ‘방법

론적 지역주의’와 국가 수준의 경로의존성에 과도하

게 집중하는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3) 이런 과

정에서 권력 관계와 착근성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가

능하고(5절 참조), 이는 헤게모니적 사회통념이나 이

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

래서 GPN 2.0의 이론화를 단순히 사슬 관점으로의 

“회귀”로 판단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GPN 

논의의 자체가 글로벌 상품/사슬 담론과 거리를 두면

서 시작되었고, 본론에서 구체화시켜 논의를 진행하

겠지만, GPN 2.0이론에서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금까지 기술한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주

안점과 논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의 태동 과정을 서술한다. 이 

논의의 시작이 글로벌 상품사슬과 가치사슬의 분석

적 맹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그리고 3절에서 지난 15년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연구 분야가 이룩한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

한다. 여기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담론이 세계화와 

지역발전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연결하고, 경제지

리학에서 초국적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을 가능

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인과적 이론화에 대하

여는 미흡했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 4절은 이론화 결

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Yeung and Coe(20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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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력을 정리하고, 그들의 GPN 2.0 이론화를 글

로벌 상품/가치사슬 관점 및 GPN 1.0과 비교하며 평

가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이상의 논의에 대한 요

약과 정리가 이루어지고, GPN 2.0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태동:  

사슬 개념과 기업 중심 거버넌스 

분석을 넘어서 

멘체스터 학파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논

의는 경제사회학의 ‘글로벌 상품사슬(global com-

modity chains, GCCs)’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를 통하여 성립하고 발전하였다(Dicken et al., 2001; 

Coe et al., 2008). 그래서 이 과정을 추적하기에 앞

서 GCC 연구의 등장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로 진화하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모두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조직적 관계망을 세계화의 차원에서 

분석하며, 가치 형성 과정과 권력 관계의 작용에 관심

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Coe, 2011). 하지만, 아래에

서 서술하는 것처럼 이들을 인식하고 개념화하는 방

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GCC는 ‘세계체제이론’에서 파생된 연구 및 분석 

방법인데, 초기에는 국가권력이 상품의 국제적 이동

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분석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Hopkins and Wallerstein, 1994; 1986). 구체적으로, 

관세, 무역장벽, 현지조달 규제 등의 국가 권력과 비

대칭적인 국제 관계의 맥락에서 세계적 수준의 생산

시스템이 조직, 재조직되는 양상이 연구자의 핵심 관

심사였다. 그리고 1990년대 GCC 분석의 중심은 국

가에서 기업으로 이동한다. WTO 출범 등 자유무역

의 진전으로 상품의 생산과 국제적 이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국가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경제의 세계화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이전 시대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했던 상황이 초래한 

변화였다. Garry Gereffi(1994; 1999)는 이 전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자이고, 그는 기업의 전략

과 활동에 초점을 두며 GCC를 재개념화했다. 이 과

정에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생산자 주도(producer-

driven) 상품 사슬’과 ‘구매자 주도(buyer-driven) 상

품 사슬’의 이념형적 GCC 구분이 이루어졌다. 생산

자 주도 거버넌스는 자동차, 항공, 전자 등 자본과 기

술 집약적인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초국적

기업의 치밀한 생산시스템 운영과 관리로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구매자 주도 거버넌스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나타나는데, 대량 구매

의 능력이 있는 대형마트 기업, 편의점 체인, SPA 브

랜드 업체, 종합상사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Gereffi 

and Korzeniewicz, 1994). 

2000년대 이후 기술이 발전하고 아웃소싱의 형태

가 복잡해지며, 생산자 주도와 구매자 주도의 거버넌

스의 구분은 모호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

서 분석의 초점은 다시 상품 사슬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 GVC)’로 이동한다(Gereffi 

et al., 2005; Humphrey and Schmitz, 2002; Ponte 

and Gibbon, 2005; Ponte and Sturgeon, 2014; Stur-

geon, 2009). Sturgeon(2009)에 따르면, 사전적 의미

로 석유나 곡물 등 1차 상품을 뜻하는 ‘commodity’는 

상당히 제한적 용어이고, 가치를 창출하고 확보하는 

것이 세계적 차원에서 사슬을 구축하는 핵심 동기이

기 때문이다.4) 그리고 GCC에서는 생산자 주도와 구

매자 주도의 명확한 구분 하에서 사슬 거버넌스가 정

적으로 이해되지만, GVC는 보다 역동적인 방식으

로 거버넌스를 분석할 필요를 강조한다. 전통적으로 

생산자 주도로 구분되던 산업들의 거버넌스에서 구

매자 주도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다.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은 디자인과 마케팅 분야의 혁신에 집중하고 핵심 생

산 공정마저도 외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5) 이러한 

맥락에서, GCC와 같이 GVC도 기업 중심의 거버넌

스를 연구하지만, GCC와 다르게 “대량 주문을 함으

로써 ‘구매자 권력(buyer power)’을 행사할 수 있는 기

업”(Ponte and Sturgeon, 2014, 200)에 거버넌스 분석

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GVC 주창자들은 거버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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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GCC와는 다르게 재분류 하는데, 두 가지 분류 기

준이 널리 사용된다. 첫 번째는 Sturgeon(2009)이 제

안한 것으로, 산업의 구분과 무관하게 기업이 가치 

사슬을 조직하는 방식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한다: (1) 가격만으로 통제하는 ‘시장연계(market 

linkage)’, (2) 상당히 표준화된 방식으로 유능한 공급

업체와 거래하는 ‘모듈연계(modular networks)’, (3) 

구매자와 유능한 공급자 사이에 암묵적 지식의 교환

이 이루어지는 ‘관계적 연계(relational linkage)’, (4) 

역량이 부족한 공급자에게 상세한 작업지시가 이루

어지는 ‘포획적 연계(captive linkage)’, (5) 수직적 통

합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내 연계(linkages within 

the same firm)’. 이와는 다르게 기업 간의 ‘품질 관례

(quality convention)’를 설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Ponte and Gibbon(2005)는 여섯 가지 거버넌스 유

형을 구별한다: (1) 가격이 품질의 기준이 되는 ‘시장

(market) 품질 관례’, (2) 규범과 표준의 준수로 품질

이 결정되는 ‘산업적(industrial) 품질 관례’, (3) 원산

지 표시와 같이 신용, 반복, 역사 등을 통해 품질이 결

정되는 ‘가정적(domestic) 품질 관례’, (4) 사회적, 환

경적 영향이 품질의 기준이 되는 ‘공민적(civic) 품질 

관례’, (5) 품질이 감성적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감

화적(inspirational) 품질 관례’, (6) 전문가나 공공의 

평판으로 품질이 결정되는 ‘의견중심(opinion) 품질 

관례’. 

이처럼 사슬 거버넌스가 GCC에서 GVC로 이어

지는 연구 전통에서 세계화가 경제 분석의 핵심 영역

을 차지하지만, Peter Dicken, Henry Yeung, Neil Coe 

등을 필두로 한 맨체스터 학파 경제지리학자들은 그

러한 연구 초점의 맹점을 비판하며 GPN을 대안적 분

석틀로 제시했다(Dicken et al., 2001; Henderson et 

al., 2002; Coe et al., 2004). 우선, 이들은 사슬 개념

은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을 파악하기 힘들게 한다고 

지적한다. Sturgeon의 연계망 중심 분류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슬이 표시하는 연결망은 “본질적으로 수직

적이거나 선형적”(Henderson et al., 2002, 442)이기 

때문에, 그 외의 연결망 형태들은 관찰하고 기술하기 

어렵게 만든다. GPN 주창자들은 선형성과 수직성의 

여부로 판별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연결망이 생

산 관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평, 수직, 교차, 대각, 

발산, 수렴 등 다차원의 위상학적 관계와 연결망을 재

현을 위해서 네트워크가 사슬보다 더 나은 개념적 장

치라고 주장한다. Henderson et al.(2002, 444)에 따

르면, 

사슬 개념은… 최종 상품에만 관심을 둔다. [상

품] 소재의 흐름, 중간재 제품, 디자인, 생산, 금융

과 마케팅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리고 대

각의 모양으로 복잡하고 역동적 형태를 가지고 형

성될 가능성은 인식하지 못한다. 노동 재상산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에도 사슬 개

념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의 생산시스템

으로 통합된 기업들이 일정 정도의 자치성을 가지

고 있다는 것 또한 무시한다. 이들의 자치성은 산

업 개선(industrial upgrading)과 그를 통한 경제발

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도 말이다… 네트워크

는 보다 포괄적이고 경험적으로 적절하며, 분석적

으로도 더 좋은 결실을 마련할 수 있다. 

사슬 개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PN 1.0에서 

네트워크의 개념화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

서 네트워크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혼성적 집합

체(hybrid collective)’로 인식되고, 그렇게 다양한 이

질적인 것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요소들 간의 관계

를 탐구하여 규명하는 것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분

석의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Dicken et al.(2001, 91, 

강조추가)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과정이고… 세계화 경제의 패턴을 형성한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기업과 같은 개별 행위자에 관한 ‘원자론

적 기술’을… 극복하게 해준다. 네트워크 속의 행위자

들, 행위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들의 구조

적 결과를 파악해 내는 것이 네트워크 방법론의 핵심

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세계화 경제를 이해하는 근

본적인 단위이다. 개인, 기업, 국가가 아니라…”. 

이러한 GPN 1.0의 관점에서 기업에만 집중된 

GCC-GVC의 거버넌스 분석은 문제가 있다. 기업

이라는 개별 행위자에 대한 원자론적 기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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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구매자 권력”을 과대평가

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만 제공하기 때

문이다. 권력은 크게 중심화된 개념, 네트워크적 개

념, 실천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Allen, 1997; 

2004), 중심화된 권력 개념 하에서만 GCC-GVC 연

구자들은 거버넌스를 인식하여 권력은 본질적으로 

기업에 내재한다고 가정한다.6) 이렇게 기업을 ‘블랙

박스’처럼 다루면 기업 내에서,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벌어지는 마찰, 경쟁과 경합, 협상, 해결 등에서 실제

로 나타나는 권력 관계를 알 길이 없다고 지적하며, 

Hess(2008)는 GCC-GVC 연구자들은 네트워크와 실

천의 관점에서도 권력을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

시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지만 푸코의 관점을 더

욱 강조하며 Dicken et al.(2001, 93)은 “권력을 네트

워크에서 위치로 가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

천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1.0:  

기여와 한계 

상기한 GCC-CVC 분석틀의 맹점들을 극복할 목

적으로 GPN 주창자들은 다섯 가지의 중점 분석 사

항을 제시하는데, 이는 가치, 권력, 착근성의 세 가지 

핵심 개념을 가지고 구체화시킨 것이다(Henderson 

et al., 2002). 첫째는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이다. 이 

분석에서는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 마케팅이 어떻

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조직되는지 살피

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네트워크 안에서 권력 관계

와 이것의 변화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이에 대한 분

석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도적 기관과 집단적 

행동 조직 등 다양한 권력 행사 주체들을 고려한다.7) 

그리고 권력을 중심화된 개념으로 설정하기보다, 네

크워크 관계의 동원과 실천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세 번째는 가치의 창출 및 증진, 확보, 그리

고 이동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가치는 맑스주의적인 

‘잉여가치(surplus value)’의 개념과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대(rent)’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Murphy 

and Schindler, 2011; Starosta, 2010). 그래서 GPN

에서 가치는 노동의 대가 지불 후의 수익을 의미하기

도 하고, 유리한 기술, 조직, 산업관계, 브랜드, 정책 

등을 사용하여 생겨나는 초과 이득을 말하기도 한다

(Kaplinsky, 2005; 아래 참조). 네 번째 분석의 초점

은 제도이다. 특정 지역의 정부 기관, 노조, 기업 단

체, 시민 단체들이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략 

수립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이 분석에서는 중요하다. 

즉, 기업활동의 ‘토착적(territorial)’ 착근성 파악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Hess(2004)는 지역

적으로 정의되는 착근성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

하면서, ‘사회적(societal)’ 착근성과 ‘네트워크’ 착근

성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

적 착근성은 대체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의되며, 네트

워크 착근성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연결망의 영

향을 의미한다. 국가의 기업 조직 문화와 관련된 것을 

전자(Lane and Probert, 2009),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

에 좌우되는 기업 전략은 후자의 예로 언급할 수 있다

(Milberg and Winkler, 2010). 다섯 번째의 중점 분석 

사항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

여 평가하는 것이다. 즉, 글로벌 네트워크로 인한 기

술 개선, 가치 창출 및 획득, 경제적 번영이 기업과 지

역 및 국가 사회에 주는 (불균등한) 발전 효과를 전반

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GPN 1.0 분석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발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

장하며, 지역의 발전을 지역의 문제로 설정하여 설

명했던 1990년대 ‘신지역주의자들(new regionalists)’

(MacLeod, 2001)의 ‘방법론적 지역주의’ 문제를 성

찰, 도전하여, 경제의 세계화 맥락에서 지역발전의 

개념을 재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이재열, 

2010). 이 과정에서 제도적 집약(institutional thick-

ness), 비거래상호의존성(untraded interdependency) 

등 신지역주의 개념의 맹점을 지적하며, 맨체스터 학

파는 이들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간의 관계적 개

념으로 ‘전략적 조합(strategic coupling)’을 제시했다

(Coe et al., 2004; Yeung 2005; 2009).8) 이들에 따르

면, Michael Storper(1997)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학

파 이론가들은 이른바 ‘기술-조직-영토의 삼위일

체(holy trinity)’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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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와 같이 지역 제도에 뿌리내려진 ‘지역자산

(regional asset)’은 세계화 시대에 잠재력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 제도와 자산을 포함하

는 내인적 성장 요소는 지역발전의 필요조건이지 충

분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Coe et al.(2004, 471, 

원문강조)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위치해 지역을 

초월한 행위자들의 전략적 필요와 상호보완의 관계” 

속에서 지역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세계화된 기업 조직이 (불연속적으로) 지역에 착

근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이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

워크에 가입원(enroller)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

키면서 지역발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

한 전략적 조합의 과정과 그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학파들처럼 지역 제도

의 역할을 지역자산을 형성시키는 것에만 국한해서

는 안 되며, 지역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접합시키

는 ‘접착제(glue)’의 역할을 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고 GPN 1.0 제안자들은 주장한다(Yeung, 

2005).

이런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개념을 “지역적으로 

토착화된 관계적 네트워크[즉, 제도와 지역자산 간

의 상호작용]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사이의 상호작

용에 의한 결과물”(Coe et al., 2004, 469)로 재정립

하며, 맨체스터 학파 경제지리학자들은 ‘세계화 지역

발전(globalizing regional development)’의 개념을 제

시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지역발전의 효과는 가

치의 창출, 증진, 확보로 표출된다(Henderson et al., 

2002). 가치의 창출과 증진은 임금 수준, 노사 관계, 

직업 훈련 체계 등 지역 노동시장 특성에 영향을 받는

다. 동시에 지역과 선도기업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지

대의 교환도 가치 창출과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Henderson et al.(2001)은 생산품이나 공정과 관련된 

기술 지대(technological rent), 조직 운영 기법과 관련

된 조직 지대(organizational rent), 하청조직이나 협

력업체 네트워크와 같은 관계적 지대(relational rent), 

시장에서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브랜드 지대(brand 

rent)’, 국가 간 무역의 장벽과 관련된 ‘무역정책 지대

(trade policy rent)’ 등을 전략적 조합에서 교환되는 중

요한 지대의 유형으로 꼽았다. 한편, 지역발전을 위

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출되고 증진된 가치의 지역

적 확보이고, 이것은 지역과 선도기업 사이의 역동적

인 권력 관계에 좌우된다고 보았다(Coe et al., 2004). 

즉, 세계화된 지역발전을 초국적 선도기업에 통제되

고 종속된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토착적인 주체들이 

다양한 지역 자원과 전략을 동원해 협상력을 발휘하

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네

트워크적인, 그리고 실천 중심적인 권력에 대한 이해

가 이러한 행위자 중심의 권력 탐구를 가능하게 했다. 

그림 1.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발전의 개념의 재정립

출처: Coe et al.(2004, 470)의 개념도를 일부 수정하여 도식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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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열

이러한 관점은 동아시아의 지역들이 글로벌 선도기

업과 전략적 조합 과정에서 가치를 확보하여 ‘산업적 

개선(industrial upgrading)’ 경험을 누리는 것을 이해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Yang et al., 2009; Wei, 

2010; Kim, 2011). 선도기업과 지역 간 관계의 마찰

과 파열 또한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며, 이러한 분쟁적 

사건에 주목하며 MacKinnon(2012)은 전략적 조합이 

해체(decoupling)와 재조합(re-coupling)으로 이행하

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가치, 착근성, 권력의 핵

심 분석 개념을 바탕으로 제도, 발전, 거버넌스의 문

제가 초창기의 GPN 1.0의 핵심 탐구 과제였지만, 지

난 10여 년간 연구 영역은 꾸준히 확장되었다. 이러

한 확장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GPN이 작동하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이전보

다 구체화 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자의 관심

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은 금융화(financialization)와 

GPN의 관계이다(Gibbon, 2002; Palpacuer, 2008; 

Milberg and Winkler, 2010; 2013). 이 연구들에 따르

면, 전통적으로 생산 중심 기업들의 금융시장 의존성 

높아졌고, 주주가치를 높이라는 금융시장의 압력은 

소수의 대량 ‘계약생산업체(contract manufacturers)’

에 하청을 주는 것으로 이어졌다(Gibbon, 2002; Mil-

berg and Winkler, 2010). 이러한 중간적 ‘모듈생산

네트워크(modular production networks)’(Sturgeon, 

2009) 활용의 증가로 선도기업은 생산설비 투자와 고

용 증대에 신경을 덜 쓰고, 개발도상국의 하청업체와 

직접적 거래 관계의 빈도도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Palpacuer(2008)는 전통적 생산업체의 금

융화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잠재력의 감소로 이어

지고 있다는 우려는 표시한다. 한편, 금융화보다 정

도는 덜하지만,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과 변화와 

관련된 지정학적 상황과 헤게모니적인 담론 또한 연

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Glassman, 2011; 

Levy, 2008). 

둘째, GPN 연구의 확장성은 적용되는 산업의 다

양화로도 나타난다. 초기의 경험적 분석은 대체로 농

산품과 공산품의 생산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Coe et al., 2004), 이제는 보다 더 광범위한 산업 분

야에서 GPN 분석이 이루어진다(Dicken, 2015). 그 

범위가 광산업(Bridge, 2008), 교통과 물류(Hall and 

Jacobs, 2010; Hesse and Rodrigue, 2006), 지식 서비

스산업(Faulconbridge, 2007; 2009)을 넘어서 쓰레

기 처리(Gregson et al., 2010)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

면, GPN의 활용 가치는 무한해 보인다. 그리고 이

러한 연구 대상 산업의 다각화는 윤리적 소비가 선

도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직 활동에 주는 역

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Franz, 2010; 

Guthman, 2009; Hughes et al., 2008; Neilson and 

Pritchard, 2007; Rothenberg-Aalami, 2004). 

이처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지난 10여 년간 세

계화 경제에 대한 탐구를 풍성하게 하였지만, 이론

화 결여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다(Hudson, 2008; 

Sunley, 2008; Starosta, 2010). 사실, 이 논의의 시발

이 보편적 이론을 수립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세

계화 경제의 관계적 존재성을 강조하고, 이를 이해하

고 재현하기에 적절한 인식론적 틀, 즉 하나의 방법론

으로 제시되었다(Dicken et al., 2001). 글로벌 생산네

트워크 담론과 실천의 핵심 행위자인 Neil Coe(2011, 

389, 강조추가)조차 “세계 경제의 연결성과 불균등 발

전을 이해하는 하나의 발견학습 방법으로 가장 잘 표

현될 수 있다”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논의를 특징짓

는다. 그래서 풍성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연구의 경

험적 연구 성과에 대한 추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GPN 1.0에서 가치, 배태성, 권력이 핵심 개

념 범주로 제시되었지만, 이것들이 글로벌 생산네트

워크의 형상 구성이 어떠한 인과적 매커니즘을 가지

고 연결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Yeung and 

Coe, 2015). 이에 대하여, GPN을 비롯한 관계경제지

리학의 대표적 비판자인 Sunley(2008, 15-16, 강조추

가)는 기업을 개념화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며 다음

과 같이 주장한다. 

Yeung(2005)은 기업을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

적 구성으로부터 출현하는 법적 조직체이며, 다양

한 물질적, 담론적 경합이 벌어지는 곳으로 정의

한다. 이런 식의 정의는 천주교 성당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의 독특한 경제적 목적과 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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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반화

된 어휘의 사용은 경제적 과정에 관한 인과적 메커

니즘과 모델의 필요성을 등한시한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결정적/인과적인 것과 우연적/부수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기 때

문에 상이한 형태와 형식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관계적 어휘는 다분히 추상화 결핍에 시달린다. 

인과적 이론은 반드시 연결망 분석에 내재해야 한

다… 새로운 용어로 관심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다

양한 네트워크를 기술하는 것이 선호된다. 이런 

방식은 어디서 시작하고, 무엇을 쳐내고, 어디서 

멈춰야하는지 어떠한 가이드도 제시하지 못한다. 

[탐구하는] 네트워크의 선택이 임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은 처방으로 이어져 Sunley(2008)는 네

트워크 중심의 분석에 제도주의적, 진화론적 이론을 

받아들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구조적 성격과 연

관된 불균등 발전을 탐구하라고 권한다. 이 처방을 받

아들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분석을 진화론적 관점

에서 재구성한 논의도 있다(MacKinnon, 2012; Oro 

and Pritchard, 2011). 예를 들어, Oro and Pritchard 

(2011)은 일정 시간에 특정 산업이나 상품의 ‘스냅샷’ 

분석을 넘어서 진화경제지리학의 ‘경로의존성’과 ‘제

도적 공진화’ 논의를 통합해 일본과 호주 간의 소고기 

무역에서 ‘네트워크 진화’를 분석했다. 비슷한 문제의

식을 가지고 MacKinnon(2012)은 ‘다양성’, ‘유전’, ‘선

택’ 등의 진화경제지리학적 논리를 통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지역발전 간의 ‘전략적 조합’을 비판적으

로 검토하고, 초국적기업과 지역의 다양한 상황을 고

려해 구체화시켰다. 예를 들어, 초국적 기업과 지역

의 조합은 전략적인 것만 있을 뿐 아니라 자생적/유

기적(organic)인 것과 구조적(structural)인 것도 존재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합의 범위와 깊이도 지역의 

역사와 제도를 바탕으로 고려해야 하다고 그는 주장

한다. 

이에 반하여, Yeung and Coe(2015) 같은 글로벌 생

산네트워크의 핵심 행위자들은 위와 같은 이론적 절

충을 시도하는 대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근간

을 유지한 채 GPN이 설명력을 가진 인과 이론으로 

거듭나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들

은 기업의 초국적화와 세계화 경제를 구조화하는 세 

가지 중심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비용/역량비

의 최적화(cost-capacity ratio optimization)’, ‘시장개

발(market development)’, ‘금융규율(financial disci-

pline)’을 포함한다.9) 이것들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도기업들의 행동 

양식을 좌우한다고 Yeung and Coe는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의 이론화 목적은 위의 “세 가지 경쟁 

동력이 행위자별로 구체적인 전략으로 이어져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과 이유를 설명하

는”것이다(Yeung and Coe, 2015, 32, 강조추가). 그리

고 Yeung and Coe는 경제 구조, 행위자 전략, 네트워

크 출현과 진화를 관계적으로 설명하는 이 이론적 담

론을 GPN 2.0이라고 명명하며, 앞으로 구체적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의 분석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음 

절에서는 GPN 2.0을 소개하고, 이 이론화 노력의 의

의에 관한 비평을 제시한다. 

4.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2.0: 이론화 

GPN 2.0 이론은 두 개의 개념‘군’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개념군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요인

과 관련된 것이고, 앞서 간략이 언급한 비용/역량, 시

장개발, 금융규율을 포함한다. 이 요인들은 모두 세

계화 경제에서 기업의 경쟁력 결정 요소들로 파악된 

것이고, Yeung and Coe(2015)는 비용/역량비, 시장개

발의 중요도, 금융규율의 영향에 따라 기업은 초국적 

생산네트워크 구성 전략을 마련한다고 논의한다. 그

리고 GPN 2.0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략 형성

에서 위기환경의 맥락도 중시된다. 왜냐하면, 기업이 

여러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관통하여 활동하면 단일 

국가에서 운영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불확실

성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환

경에서 비용/역량, 시장개발, 금융규율의 수준에 따

라 결정되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네 가지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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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GPN 2.0에서 범주화된다(그림 2 참조). 이 이론에 

대한 본 절의 해설과 평가는 상술한 두 개념군으로 나

누어 진행한다. 

1) 기업 경쟁력 결정 요소와 위기관리

비용/역량비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에서 하

나의 인과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

체계론 2.0은 ‘자원 기반의 관점(resource-based view)’

(Barney, 1991; 2001)에서 기업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점은 “자원과 역량이 기업 간에 상이하

게 분포하고, 이 차이는 오랫동안 지속되며 기업 간 

성과가 다른 주원인”(Barney, 2001, 649)이라는 경

영전략 이론이다. 자원은 기업이 (반)영구적으로 보

유한 유, 무형의 자산을 의미하고, 이는 물리적 자원

(재정, 기술, 설비, 원료, 입지 등), 인적 자원, 조직적 

자원(조직 구조, 계획, 통제 및 조화 체계, 조직 내/

간 관계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처럼 자원은 기

업이 비축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반면, 역량

은 사용하여 기능과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Penrose, 1959). 즉, 앞서 살핀 ‘실천적’ 권력의 개념

과 유사하게 역량은 현실화되어 쓰임새가 있는 자원

을 의미한다. 자원과 역량이 기업 전략과 성과에 영

향을 준다는 입장의 자원기반 관점은 경영전략의 전

통 이론과 대척점에 있다. 전통 이론은 ‘구조-행동-

성과’ 패러다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시장 구조

(structure)가 전략 수립과 같은 기업의 행동(conduct)

을 결정하고, 이것이 기업의 성과(performance)에 영

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포터(Porter, 2008)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와 산업 클러스터 이

론이 전형적인 구조-행동-성과 담론의 예로 일컬어

진다(Barney, 1991). 

자원기반 관점은 신고전주의 경제학 기업 이론에

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Coase(1937)의 ‘거래 비

용 관점(transaction cost view)’이 대표적 신고전주의 

기업 이론인데, 그는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보다 

내부화하는 것이 적은 비용을 초래하면 기업이 조직

된다고 이론화했다. 그리고 외부 거래 비용이 내부 거

래 비용보다 높을 때, 즉 고비용 요소를 내부화하는

데 성공했을 때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Coase(1937)의 거래 비용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Williamson(1975)은 투자의 ‘자산특수성(asset speci-

ficity)’ 개념을 제시한다. 이것은 기업 간 관계를 고정

시키는 특정한 부문의 거래와 투자를 의미하고, 기업 

간 거래에서 자산특수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

히 증가한다. 그래서 관계를 내부화하는 것이 구매 기

업에게는 이익이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은 자산특유

성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직적으로 통

합된 조직으로 진화한다는 것이 Williamson 기업 이

론의 핵심이다. 이론 논의는 특정 부문에 특화된 대기

업 조직의 형성과 경쟁력을 설명할 때 이용된다. 그러

나 자원기반 관점의 옹호자들은 자산특수성이 반드

그림 2. GPN 2.0 이론의 구조 

출처: Yeung and Coe(2015)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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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직적 통합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들은 자산특수성이 존재하더라도 기업 간 역량

의 차이 때문에 외부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경향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10) 

Yeung and Coe(2015)는 거래비용 관점보다 자원기

반 관점이 세계화 경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비용의 최소화만을 기업이 

세계화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의 인습적 사고

를 비판하며, 그들은 자원기반 입장에서 ‘역량’을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핵심 동인 중 하나로 판단한다. 

아래의 인용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비용은 글로벌 생

산체계의 출현을 유도하는 요인이지만 인과적 조건

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원기반 관점은] 기업을 생산 자산과 가치 창

출 행동의 전략적 조직자로 여기게 한다. 즉, 기업

이 생산 네트워크에서 핵심 행위자 역할을 맡는데 

있어 비용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전한 

방식으로 행위자 중심의 기업관을 형성하기 위하

여 비용은 반드시 역량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이용 가능한 자원의 축적과 배치를 

가급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 최적화할 수 있는 관

리 장치로 간주되어야 한다(Yeung and Coe, 2015, 

35).

한편, 비용/역량의 최적화는 기업의 부존자원과 시

장 유지 및 개발 전략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

고 최적화는 기업에 따라 실천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비용 절감과 새로운 역량 개발 사이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부분 모두를 개선하고자 노력할 수가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낮은 수준의 비용/역량비를 누리

는데, 이러한 것은 저비용과 높은 수준의 역량을 성취

하였을 때 나타난다. 반면, 고비용과 낮은 수준의 역

량을 가지고 있는 높은 비용/역량비의 선도기업이나 

협렵업체는 퇴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비용과 역량

은 모두 상대적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번

영을 위하여 기업은 꾸준히 역량비를 최적화시키는 

노력해야 한다. 

비용/역량비와 함께, GPN 2.0에서 시장개발은 글

로벌 생산체계의 형성과 진화의 두 번째 인과요인으

로 제시되었다. 여기서 시장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

주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기업과 ‘고객(customer)’ 모두가 시장 창출과 

개발의 핵심 행위자로 간주된다. 즉, 생산자와 고객

이 이미 주어진 시장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

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용 가능한 자원과 다양

한 실천을 통해 시장 형성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주체인 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시장의 개념

화는 GCC-GVC의 폭 좁은 기업 중심의 시장 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 

GCC-GVC에서 구매자 주도 산업의 시장은 대규모 

소매 체인의 구매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

고, 생산자 주도 산업의 시장은 기업의 생산력과 혁신

성에 좌우된다고 여겨진다. 

반면, GPN 2.0에서 시장개발은 생산자와 이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을 모두 고려

하여 개념화되는데, ‘시장창출(market creation)’, ‘시

장범위(market reach)’, ‘시장지배(market domina-

tion)’ 등이 생산자 주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

직과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하위 개념으로 소개되었

다. 선도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을 창출하고 그것의 도

달 범위를 유지시키는 것은 중대한 경쟁력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비용/역

량비 문제에 직면한 경우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

여 선도기업은 글로벌 생산체계를 재조직하는 계획

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을 창출한 경우에는 기업은 시장지배를 추구하는 경

향이 있고, 이 또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재설정에 원

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자를 

고객으로 개념화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객이라고 칭함으로써 ‘소비자(consumer)’라는 용어가 

발산하는 수동적 이미지의 이용자를 벗어나고, 이들

이 기업 활동에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임을 강조하려

는 의도로 여겨진다. 고객은 중간 시장(intermediate 

market)에서의 기업고객과 최종 시장(end market)에

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개인 소비자로 구분되

고,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생산자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고객 압박이 존재함을 Yeung and 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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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는 강조한다. 기업고객은 특화된 노하우를 가

지고 기업 특유의 수요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하고, 개인고객은 다양한 선호로 최종 시장을 극렬한 

경쟁의 무대로 만든다. 이들 고객들의 압박은 경제적

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업 윤리, 사회적 책무, 환

경 영향 등 비경제적인 영역의 것들에서도 작용한다. 

글로벌 생산체계 형성과 진화의 마지막 인자인 금

융규율은 기업 활동에서 ‘금융화(financialization)’의 

일상화와 관련이 깊다. 금융화는 주식시장 같은 금

융시장 평가가 M&A나 전략 수립 등 기업 활동 선택

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하여 등장

한 개념이고(Davis, 2009; Gibbon 2002; Krippner, 

2011; Milberg and Winkler, 2013), 앞서 살핀 것처럼 

이것은 글로벌 생산체계를 (재)조직하는 것을 규율하

는데 상당히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선도

기업들은 운영과 관련된 결정과 전략 수립에 있어 금

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심한 경우 단기간에 주

식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금융기법을 활용해 가

용 자산을 재조직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장기간의 산

업투자에는 무관심하기도 하다. 그리고 고비용의 생

산 기능을 해외 업자에게 하청하는 것도 주주 압력에 

못 이겨 결정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

으로 금융규율은 선도기업과 협력업체에 모두 영향

을 주며 글로벌 생산체계를 재조직하는 원인이 된다

고 GPN 2.0에서 강조된다. 금융화에 대한 고려는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 이론의 중대한 변화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금융자본과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

가 GPN 1.0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이

다(Coe, 2011). 

이상 나열한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결

정적 요인들과 함께, Yeung and Coe(2015)는 위기 상

황 대처 능력도 글로벌 생산체계에 대한 분석에서 필

수적인 요소로 파악한다. 선도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불확실성과 예측이 어려운 위기 환경에 노출되어 있

기 때문이다. 위기 환경은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데, 경쟁적 지위의 악화와 관련된 ‘경제적 위기’, 공급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나 평판과 관련된 ‘상품 위

기’, 거버넌스, 제도, 정책과 관련된 ‘규제 위기’, 노사

관계와 관련된 ‘노동 위기’, 자연재해나 인재와 관련

된 ‘환경 위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위기들을 개인 행

위자의 통제 범위를 넘어 발생하며 집합적으로 전체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총칭해 ‘글로벌생산체

계 위기’로 언급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기

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GPN 2.0의 기업 경쟁력과 글로벌 생

산네트워크 형성 요인에 관한 논의의 의의는 세 가

지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GPN 

1.0에 가치, 권력, 착근성을 포함한 세 가지 핵심 개

념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탐구 문제로 제시

된 반면, GPN 2.0의 비용/역량비, 시장개발, 금융

규율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발생 및 변형을 설명

할 수 있는 일반적 원인의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즉, 

GPN 1.0에서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 방식을 

가치, 권력, 착근성을 통해 기술한 반면, 기업이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

고, 이런 맹점에 대한 보완이 GPN 2.0에서는 기업 경

쟁력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 결과

로 드러난 기업 경쟁력의 대한 면밀한 개념화가 GPN 

2.0의 두 번째 개선 사항으로 파악된다. GPN 1.0에

서는 기업이 세계화 차원에서 경쟁력을 추구하는 동

기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글로벌 생산네트

워크 전략을 통하여 창출, 증진, 확보될 수 있는 다양

한 금전적, 비금전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있었지만, 

그런 가치의 추구가 초국적 확장으로 이어지는 본질

적 동기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 반면, GPN 2.0은 비용 절감과 역량 강

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의 본질적 속성, 시장을 창

출하고 확대하려는 기업의 경쟁 본능, 그리고 산업보

다 금융의 권력이 커져가는 현 시대 경제 구조에 대한 

고려를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이론의 설명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명력 강화 노력으로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은 GCC-GVC 전통에서 여전

히 풀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GPN 1.0은 세계체제론을 기반으로 한 GCC-

GVC 분석의 하향식 경제구조 논리, 산업 중심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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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유형화, 비용절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업 간

의 관계 탐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등장했지만, 이들

에 대한 보완책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GPN 2.0

에서는 하향식 경제구조 논리의 대안으로 기업을 비

롯한 다양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풀어나갔고, 거래비용 관점과 자원기반 논

의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 일

원론적 설명을 극복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명확히 

하는 것처럼, 다양한 행위자와 전략적 상황을 고려하

여 기업 네트워크를 유형화하면서 GPN 2.0 이론은 

GCC-GVC에서 표출된 산업, 기업 중심 거버넌스 이

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략 

GPN 2.0에서 네 가지 유형의 글로벌 생산네트워

크 조직 전략을 소개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

기에 앞서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생산네트워

크 구성원의 구분을 개괄할 필요가 있다. Yeung and 

Coe(2015)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성원을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크게 선도기업(lead firm), 전략적 협력

사(strategic partners), 공급업체(suppliers), 고객(cus-

tomers) 등 네 개의 관계적 개념으로 제시한다. 우선, 

선도기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통제하

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생산품과 시장을 정하는 활

동을 펼친다. 독자적 브랜드를 가진 제조 및 서비스 

생산업체를 선도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한 선

도기업에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조직은 전략적 협력

사로 구분된다. 수평적 협력이라는 관계적 특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이고,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관계 

설정 상황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삼

성전자는 독자적 핸드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선도

기업이지만, 애플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부품

을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도 수행한다. 

공급업체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 방식에 따

라 일반 공급업체(generic suppliers), 단일 산업 특화 

공급업체(industry-specific specialized suppliers), 다 

산업 특화 공급업체(multi-industrial specialized sup-

pliers)로 구분된다. 일반 공급업체는 표준화된 상품

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고객업체에서 비

용절감의 효과를 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조업

에서 너트나 볼트 등 표준화된 일반부품 공급업체, 건

물 청소, 전세 버스 등 일반 서비스 공급업체 등이 여

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단일 산업 특화 공급업체

는 특정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술력을 

발휘하는 업체로, 고부가가치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여러 선도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런 

업체는 GVC에서 ‘모듈 생산업자’(Sturgeon, 2008)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초국적 

브랜드 기업에 납품하는 우리나라의 영원무역과 애

플에 완성품 아이폰을 납품하는 대만의 팍스콘을 예

로 들 수 있다. 이들과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

지만, 복수의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다 산업 특화 

공급업체로 분류된다. 다양한 분야에 필름 기술을 납

품하는 후지필름,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운송서비스

를 제공하는 DHL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지막으로, 고객은 중간재나 최종상품을 구매하는 조

직(기업고객)이나 사람(개인고객)으로 정의된다. 이

들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소비활동을 통해 대

금을 지불하며 금전적 가치를 선도산업에게 이전시

키는 역할을 하지만, 소비하는 상품에 배태된 지식과 

기술을 이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객은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 GPN 2.0

에서 고객은 시장 형성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성

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들로 개념화된다. 세계

적 공정무역운동에 따른 인증과 표준의 등장이 스타

벅스와 같은 초국적 커피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

성에 준 영향을 그러한 능동적 소비자 활동 영향의 예

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원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

략은 GPN 2.0에서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내부 

조직화(intrafirm coordination)’, ‘통제적 관계(inter-

firm control)’, ‘동반자적 제휴(interfirm partnership)’, 

‘외부 교섭(extrafirm bargaining)’ 등을 포함하고, 이

러한 전략 채택은 상술한 경쟁력 동력(비용/역량비 

최적화, 시장개발, 금융규율)과 위험부담에 영향을 

받는다(표 1 참조).11) 이것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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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열

경험 연구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GPN 2.0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략의 구분은 GCC-GVC의 거버넌스 유형처럼 상

호배타적 이념형으로 개념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글로벌 생산체계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전략을 

결합하여 나타난다”고 하면서, Yeung and Coe(2015, 

53)은 경험연구에서 기업별, 지리적, 산업별, 산업 

내 다양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GPN 2.0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다양한 네트워크 

전략의 네트워크’, 즉 이질적 관계망의 ‘어셈블라주’

로 개념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 저자는 파악한다. 본 

절의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전략들이 어떻게 개념화

되는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마지

막 부분에서 이에 대한 본 저자의 평가를 기술한다. 

우선, ‘내부 조직화’는 단일 기업 조직 내부에서 기

치 창출, 증진, 확보와 관련된 활동을 세계화하여 통

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직 전략은 선도기업, 전

략적 협력사, 공급업체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에서 나

타나고, 그 목적도 다양하다. 재고 관리나 비용 통제

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때로는 상품, 서비스의 품질 개

선과 시장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

하여 더 많은 가치를 확보하는 노력들이 내부 조직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생산과 

물류 체계 관리의 개선, 디자인 및 연구개발 기능의 

기업 조직 내 재편, 생산품질과 표준에 대한 감독 활

동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이러한 조직화 활동들은 기

업의 세계화 수준에 따라 한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국가에 걸쳐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직화의 결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높은 수준의 수직적 계열화(vertical integration)로 표

출되는데, 기업 본사에서 지사와 제휴사를 긴밀하게 

통제한다. 월마트(Wal-Mart), 테스코(Tesco), 코스트

코(Costeco) 같은 초국적 유통판매 기업 또는 존슨앤

존슨(Johnson & Johnson)이나 네슬레(Nestle) 같은 

브랜드 기업에서 이러한 조직화 전략을 사용한다. 이

런 기업들에서 저비용을 유지하고 높은 가치의 상표

권과 지적재산권 보유하는 등 역량이 높아 ― 즉, 비

용/역량비가 낮아 ― 기업 간 네트워크 필요성이 적

기 때문이다. 그리고 높은 시장 점유율 확보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즉 시장개발을 확장하기 위해 

기업 내 조직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이처럼 규모

의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은 가용자본이 풍부하여 금

융규율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

표 1.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략 

전략 비용/역량비 시장개발 금융규율 위험부담 경제 부문 예시 생산네트워크 조직의 특성 

내부

조직화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유통판매업

제약사업

브랜드기업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통합

- 국내 사업 확장

- 해외직접투자

- 인수합병 

통제적

관계
높음 낮음 높음 보통

자동차

정보통신서비스 

종속적으로 ‘하청’관계 

- 부품 구매 

- 단순 서비스 외주 

동반자적

제휴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전자제품 산업

물류

‘협력’업체에 외주

- 공동개발

- 자산 공동 활용

- 생산자서비스

외부

교섭
다양 높음 높음 높음

자원

식품

기업외부 관계망 형성 

- 투자회사, 신용평가기관

- 정부 기관 

- 표준 인증/관리 단체

출처: Yeung and Coe(2015, 46)의 표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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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 내 조직화는 고 위험의 부담이 따른다. 꾸준

히 변화하는 고객 압박에 대응해야하며, 장기간 고비

용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 ― 특히, 제약산

업의 경우 ―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험 

부담이 조직 밖으로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가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1997-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상황

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은 그와 같은 위험 상

황에 직면했다. 

‘통제적 관계’는 선도기업이 상당 부분의 가치창출 

활동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하청기업에 외주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런 관계에서 선도기업은 하청

업체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용 절감을 요구하고, 생

산 공정과 생산품/서비스의 품질에 막대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종속적 기업 관계는 GCC-GVC에

서 ‘포획적’ 연계라고도 불리데, 자동차 산업과 정보

통신 서비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산업의 시장

은 대체로 성숙 단계나 포화된 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시장 개척의 여지가 적어서 선도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선도기업 간 기술력 차이가 적고 기

대되는 ‘급진적’ 혁신의 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아 기

업 간 경쟁에서 역량이 비용보다 적은 영향을 발휘한

다(즉, 비용/역량비가 높은 산업이다). 종속적 하청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는 투자자의 영향도 크다. 대규

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금융 시장

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경우 주주는 투자에 

대한 신속한 성과를 요구하며 선도기업으로 하여금 

핵심 분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저비용으로 외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형

식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위험의 수준은 그다

지 높지 않다. 이러한 산업에서 하청은 반드시 필요하

기 때문에 선도기업과 하청업체의 관계는 종속적이

라 할지라도, 그리고 최종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선도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하여 관계의 대상이 바

뀔 수도 있지만 생산네트워크 자체는 상당한 지속성

을 가지고 있다. 대우자동차가 General Motors에 합

병된 후에도 이전의 자동차 부품 공급 하청관계가 상

당 수 유지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업 간 관계에는 종속과 통제의 관계뿐 아니라 보

다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제휴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동반자적 제휴’ 관계는 선도기업과 전략적 제

휴사 간에 형성되고, 공생, 공진화, 상호발전을 목표

로 하며, 이는 다른 선도기업이 형성한 글로벌 생산네

트워크와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전자제품 산업과 

물류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많이 나타난다. 해운

업의 경우, 주요 해운사는 초국적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을 결성하여 항만시설을 공유, 정기선 항

로 협상, 운임 협정하고 동맹사 간의 과다 경쟁을 방

지하는 동시에, 경쟁 동맹사를 견제한다. 그리고 해

운사는 보유한 선박이 부족한 경우 선주사와 일정 기

간의 용선 계약을 맺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기도 한

다. 이러한 관계는 선도기업의 높은 비용/역량비와 

제휴 기업의 낮은 비용/역량비 사이를 상호보완하며 

설정된다. 최종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하기 때

문에 선도기업에게는 비용을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제휴업체 입장에서 보유한 유휴자산, 지

식, 노하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처럼 

지역사회에서 긴밀한 사회관계적 자산이 협력업체의 

핵심 역량인 경우는 GCC-GVC의 ‘관계적 연계’와, 

애플의 협력회사처럼 고기술 상품의 대량생산이 중

요한 생산네트워크는 ‘모듈 연계’와 유사하다(2절 참

조).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는 신시장의 개척 여지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관계의 잠재성

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선도기업의 활동은 

금융시장에서 주주나 채권자의 방침과 반응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선도기업은 금융규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휴 관계는 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브랜드 스마트폰 

생산업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모든 분

야에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기술력이 우수한 협력업체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초국적 기업이 세계도시에서 법률, 홍보 등의 생산자

서비스 사업에 외주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교섭’은 가치를 창출하고 확보하

기 위하여 비기업 행위자들과 이루어지는 관계적 활

동을 말하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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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준이나 규범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기관, 윤리

적 소비와 공정 무역을 주창하는 시민사회 단체, 금융

시장에서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신용평

가기관, 기술과 품질의 표준을 설정하는 협회와 컨소

시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비기업 기관과 

제도의 역할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대하여, 기업의 영

역 밖에 설정된 표준과 규범에 적응하고 표준 설정 행

위자와 협상하는 것이 가치 확보에 아주 중요한 활동

이 되었다. 시장, (지적)재산권, 사회/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커다란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또는 비정

부 기관과 교섭에서 비용/역량비는 상황에 따라 다양

하게 나타난다. 노동비 절감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수

출가공단지(export processing zone)에 입지하고자 정

부 기관과 협상하는 초국적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고 

비용/역량비), 비용 절감보다 신기술 확보를 위해 선

진국에 입지한 연구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타진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저 비용/역량비).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에서 추구하는 비용/역량비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높은 시장개발의 의지가 기업 밖 

교섭의 원인을 제공한다. 스타벅스와 같은 초국적 기

업이 공정무역 커피 보급에 앞장서는 것도 그러한 이

유이다. 역으로, 시장개발의 의지가 없다면 비기업 조

직이 부과하는 규제나 표준에 기업은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 밖 교섭은 위험 회피책으

로 이해될 수도 있다. 국가의 제도, 국제 표준, 기업 윤

리 등 기업의 영역 밖에서 형성되는 규칙을 따르지 않

을 경우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사회적 인식은 상당

히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시장 반응이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금융시장 규율 민감

도가 기업 밖 교섭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략

의 개념적 유형화의 의의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처음 두 가지는 GCC-GVC 이론의 문제점을 해

결한 것이고, 마지막 두 가지는 초기 GPN 담론을 개

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GPN 2.0 

이론은 기업 간 관계에만 주목하는 GCC-GVC의 분

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체계 조직 전

략 유형을 제시한다. 기업 내 조직화에 대한 고려는 

기업 간 연계에 과도한 초점이 맞춰진 GCC-GVC의 

맹점을 극복하며, 기업 특유의 조직적 특성, 문화 등

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탐구할 단서를 제공한다. 이와 유사하게, 외부교

섭에서 다양한 비기업 행위자의 역할을 고려한 것도 

기업 간 연계망을 넘어서 다양한 네트워크 탐색을 가

능하게 해줄 것으로 판단하다. 

이론화의 두 번째 의의는 GCC-GVC의 ‘산업 내’ 

연계망 분석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

업 간’ 관계에 대한 탐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GCC-CVC 거버넌스에서 산업 내 

일반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전자

는 동반자적 제휴에 대한 개념화에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금융,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광고 등 고역량 

생산자서비스가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조직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GCC-

GVC의 어떠한 거버넌스 분류 개념도 이런 것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한 생산자서비

스 업체는 GPN 2.0 이론을 활용한다면 동반자적 제

휴에서 전략적 협력사로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이다. GCC-GVC 이론에서 산업 내 일반화 문제도 

지리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

인다. 예를 들어, GCC-GVC에서 자동차 산업의 가

치사슬은 포획적 연계로 특징지어 지는데, Yeung and 

Coe(2015)는 그와 같은 종속적 연계망은 선도기업의 

착근성 때문에 산업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이를 예시하기 위하여, 

미국 자동차 기업은 전형적인 포획적 연계망에 의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조직하지만, 일본 자동차 업

체의 경우 특유의 ‘계열회사(keiretsu)’ 방식의 협력적 

관계로 생산망을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GPN 2.0의 세 번째 기여는 인과적 설명을 제시한

다는 목적과도 관련된다. Yeung and Coe(2015, 53)

는 네트워크 중심 경제지리학 사상에서 인과적 메커

니즘과 과정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Sunely 

(2008, 20)의 문제제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론화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인과적 설명이 맑스주의 

정치경제학과 실재론에서 기대하는 ‘다소’ 결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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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조와 우연(contingency)의 관계를 벗어나 행위

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GPN 2.0

에서 비용/역량비, 시장개발, 금융규율 등은 모두 기

업의 초국화 전략 수립과 관련된 경쟁력 요인을 추

상화하여 제시된 것이다. 전언하면, Sunley(2008)나 

Peck(2005)과 같은 비평가가 제안했던 구조중심, 즉 

하향식/연역적 이론화보다, 행위자 중심의 상향식 이

론화가 GPN 2.0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귀

납적 이론화는 금융화에 대한 면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난 15년간 축적된 경험적 연구를 바탕

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교섭은 다양한 형식의 착근 전략

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화로 여겨지고, GPN 1.0에서 

토착적 착근성에만 초점을 맞춘 지역발전과의 관계

성에 중대한 수정을 가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Hess(2004)는 이미 기업의 토착적 착근성과 비

토착적 착근성 모두를 고려했지만, 그림 1에 나타나

는 것처럼 토착적 착근성만이 Coe et al.(2004)의 전

략적 조합 중심의 세계화 지역발전 개념화에 나타난

다. 물론, 당시 유행하던 다스케일화 과정에 대한 논

의를 일부 받아들여 착근의 토착성을 지역적 수준에

서만 설명했던 신지역주의자들의 우를 범하지는 않

았지만, 지역의 스케일을 초월하는 토착성 논의는 대

체로 암시적이었고 명시적으로 개념화되지 못했다. 

이에 반하여, GPN 2.0의 외부교섭 개념화는 착근성

에 내재한 지역성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Hess(2004)

가 제시했던 착근성의 유형 구분의 한계에서도 벗어

나는 것으로 보인다. Hess(2004)의 토착적, 사회적, 

네트워크 착근성 논의는 비토착적인 착근성의 존재

를 인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또 다

른 한편으로 연구자가 착근성에 인위적 구분에만 몰

두하게 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GCC-GVC 연구

가 거버넌스 구분에 집중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유형 구분식의 이해 및 설명과는 다르게, 외부교섭의 

개념에서는 착근성이 하나의 ‘어셈블라주’로 인식되

고 있는 듯하다. 외부교섭은 기업의 영역 밖에서 다양

한 행위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도화된 환경과 전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환경과 협상하는 것은 착근 

과정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착근성은 여

전히 GPN 2.0에서 유효한 개념이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교섭 또는 착근의 대상을 유형화하지 않고, 정부

기관, 기업협회, 사회단체, 기술 및 경영 표준 등을 예

시하여 언급하며 개방적 상태로 놓아둔다. 이렇게 유

형화를 거부하는 개방성은 착근성에 대한 유연한 탐

구, 분석, 이해,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

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착근 대

상과 네트워크뿐 아니라, 출현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

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착근을 존

재(being)의 문제가 아닌 생성(becoming)의 문제로 

파악하는 단초를 GPN 2.0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다. 

5. 결론: 요약 및 토론 

Latour(2005, 129-130)에 따르면, “좋은 텍스트는 

행위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유발하고… 수많은 해석

들… 다양한 관계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다름

을 생성하지 못하면, 그건 행위자도 아니다”. 즉, 행

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이

해를 초래하여 확장성 없이 ‘중개자(intermediary)’

들만을 양산하는 것은 텍스트라고 보기 어렵다.12) 

Latour(2005, 39)는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와 내용을 해석하고, 변형, 왜곡, 수정을 가하는 매

개자(mediators)”을 끌어들일 때 이롭고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맨체스터 

학파의 GPN은 “좋은 텍스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GPN 개념과 이것이 제공하는 분석틀은 수

용적 측면에서나 비판적 관점에서 모두 상당수의 매

개자들을 양산했다. 2016년 10월 1일 현재 Dicken et 

al.(2001), Henderson et al.(2002), Coe et al.(2004) 

등의 주요 논문이 Google Scholar 집계를 기준으로 

1,000 건 이상의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

를 입증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론이 ‘정상과학’으로

서 패러다임이 아니라면, GPN 2.0 또한 우리에게 좋

은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GPN 2.0 등장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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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출현한 이영숙·이돈순(2015)의 매개자 역

할에서 GPN 2.0이 하나의 행위자-네트워크로서 가

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를 가늠해보기 위해 우선 GCC-GVC와 대비해 

GPN이 가지는 분석적 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 본 논문에서 최소한 네 가지의 사항에 대한 중요

성을 인식한다. 첫째,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하여 사

슬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 네트워

크가 작동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에 대한 선형적 

인식을 지양한다. 둘째, GCC-GVC 관점에서 탐구하

는 기업 중심의 거버넌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방식

으로 기업 밖 영역에서 다양한 권력 행사 주체들을 고

려하여 거버넌스의 문제를 상정한다. 구체적으로, 국

제기관, 정부,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 등 기업 이외의 

조직들이 기업 활동에 주는 영향을 예의주시한다. 셋

째, GPN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은 보다 섬세한 

권력의 개념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권력이 단순히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지도 않고, 선도

기업의 구매력을 유일한 권력 발현의 근원으로 바라

보지도 않는다. 그 대신 GPN에서 권력을 관계적 효

과나 실천으로 간주해 경험적으로 탐구할 대상으로 

여긴다. 넷째, 글로벌 기업과 토착 세력들 간의 상호

작용에 주안점을 두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지역

발전 효과를 탐구한다. 이것은 GVC가 간과하고 있

는 지역의 문제를 포착하는 것일 뿐 아니라, 1990년

대 신지역주의적 관점과 여기에서 파생된 ‘지역의 문

제를 지역의 탓으로 돌리는’ 정책적 맹점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분석적, 정책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GPN

이 국내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은 미약한 듯하다. 이영

숙·이돈순(2015)의 집계에서, 2015년 초까지 단지 21

편의 논문만이 GPN의 행위자-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

겠지만, 본인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GPN 

1.0은 GCC-GVC 담론보다 상대적으로 산만한 방식

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GPN 담론이 밑바탕

에 깔고 있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자체가 인위적

인 지식의 구조화 자체를 거부하지만(Latour, 2005),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용의 편리함이 철학적 배경

의 정교함보다 활용 가치 판단에서 우선순위일 것이

다. GCC-GVC의 경우, 문제는 많지만 상당히 깔끔

해 보이는 거버넌스 분류 체계와 지식의 구조화 때문

에 초심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반면, GPN은 상

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담론이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자-네

트워크 이론, 푸코주의에 입각한 다각적인 권력의 개

념화, 복잡화시킨 착근성, 영토적 상상력을 초월해 

지역을 관계적, 위상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등을 

접하고 초심자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탐색, 추적, 

분석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지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다. 2004년 박사학위 지도교수 Kris 

Olds의 조언으로 당시 working paper 상태에 있었던 

다양한 GPN 문헌을 처음 접하고, 본인은 바로 그와 

같은 (패닉)상태에 있던 초심자였다(박경환·이재열, 

2005). 이와는 달리, 2006년과 2007년 사이 경제사

회학자 Jonathan Zeitlin과 교류하며 GPN과 비슷하

게 태동 및 발전기에 있었던 글로벌 가치사슬을 접하

고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 시장과 계층구조 사이의 스

펙트럼에 놓인 모듈 네트워크, 관계적 연계망, 포획

적 관계망의 구분과 유형화가 GVC를 쉽게 이해하고, 

경험적 연구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뒤돌아 볼 때, GPN 2.0의 등장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은 훨씬 더 친절하고, 편리

한 학습 및 연구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GPN 

2.0의 이론화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판

단한다. 라투어의 행위자-네트워크, 푸코의 권력, 삼

중 착근성, 지역의 관계적, 위상학적 개념화에 대한 

이해와 관계없이 GPN 2.0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유

형화를 통해 초심자는 이론의 ‘끝자락’부터 경제지리 

경관과 현실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손쉬

운 방법으로 단일 기업의 네트워크가 역사적으로 변

화하는 과정을 기업 내외의 관계망 형성, 해체, 재구

성 과정에 주목하며 추적해 볼 수 있고, 특정 지역이

나 국가의 기업 지배 구조나 하청 및 협력망 자료를 

가지고 어떤 지역/국가에서는 어떤 유형의 글로벌 생

산네트워크가 탁월한지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상상

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 내, 기업 간, 기업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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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형성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GPN 2.0에서 포섭하

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의 시작점도 다양할 수 

있다. 예들 들어, 본인이 현재 일본의 후지필름과 우

리나라의 해태제과식품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관

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두 사례 연구의 입구

에는 유사한 점이 거의 없다. 전자는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시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연구하게 되면서 

추적하기 시작한 생산네트워크이고, 후자는 서울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벌어지는 소액주주운동의 

관계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외에도 상품 포장지의 원산지 표기, 상점의 진열장, 

건축물, 경제지면, 노사분규의 장, 소비자 단체의 토

론 게시판, 정부기관의 기업 정책 토론회 등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추적’(Latour, 2005; Yeung, 2003)의 

시발점으로 삼을만한 지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

러한 경제 현장의 관계망을 추적하는데 GPN 2.0에

서 제시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유형은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겉보기’ 형상에 대한 분석 또

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도 GPN 2.0에서 제

시된다. 본인은 Yeung and Coe(2015)가 비용/역량

비, 시장개발, 금융규율, 위험환경만을 네트워크 분

석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

의 논의를 문자 그대로만 폭 좁게 해석하면 그러한 기

업 경쟁력 강화 요인 및 압박만을 분석 인자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GPN 2.0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외부교섭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 개

념에는 착근성, 가치, 권력 등 기존 GPN 담론의 핵심 

구성 요소뿐 아니라 금융화나 정치경제적 관계 등 거

시적인 측면의 맥락이 녹아들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외부교섭을 중심으로 2001년부

터 2004년까지(크라운제과 인수 전) 해태제과식품의 

관계망을 살펴보면, 해태제과에서 해태제과식품으

로 변경하며 국내 자본시장(한국거래소 상장폐지와 

주채권자 조흥은행 주도의 기업매각 및 ‘해태제과’ 청

산) 및 재벌 체제의 국가 사업체계에서 ‘탈영토화’하

고, 스위스의 DBS캐피탈, 영국계 CVC캐피탈, 미국

계 J.P. Morgan이 참여하는 초국적 사모펀드 시장과 

미국계 초국적 기업(P&G한국, 허쉬초코렛, 씨그램

코리아) 출신의 핵심 경영진을 임명해 ‘자유시장경제

(liberal marekt economy)’의 초국적 ‘탈주선’에 ‘재영

토화’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태제과식품의 외부교섭 관계의 재설정의 결과, 기

업 경영 방식이 상당히 변화했고, 이 변화는 선도기업 

해태제과식품과 하청업체들 간에 권력 관계의 비대

칭성과 불균등발전의 폭을 넓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

다. 상기 언급한 사모펀드의 핵심 목표는 경영 효율화

를 통해 기업 실적을 늘리고, 해태제과식품을 빠른 시

일 내에 되파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동안 해태제

과식품은 자사 직원의 업무 능률을 올리기 위해 다양

한 혜택을 지원했지만, 원가절감을 위해 국내 하청체

계를 대대적으로 축소, 개편하였다.13) 이러한 외부교

섭 개념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GPN 2.0이 기업

중심 이론화이고 이 이론이 가치, 착근, 권력 등 기존 

분석 개념으로부터 이탈했다는 이영숙·이돈순(2015)

의 논의는 다소 기우가 실린 평가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내부 조직화와 통제적 관계만이 재벌 중심

의 한국 기업 분석에 유용하다는 판단 또한 너무 좁

은 해석으로 보인다. 위에 소개한 해태제과식품의 사

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부 조직화와 통제적 관

계만으로 한국 기업 운영의 모든 면을 설명하지 못한

다. 그리고 재벌은 정적인 개념, 담론, 실천이기보다 

다양한 비/토착적 외부교섭 과정이 필요한 현재의 세

계화 상태에서 동적인 개념에 가깝다. 초국적 금융시

장과 신용평가기관, 회계의 국제적 표준, 혁신성이나 

창조성과 같은 기업 경영 실천 담론의 세계적 확산 등

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나라 재벌기업

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노조, 시민사회 단체, 소비

자 권리 운동 등 재벌이 경재력 강화나 브랜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섭해야 하는 조직이 비기업 영역에 다

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사업

체계는 재벌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것이 맞지만, 재벌

이 우리기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재벌에만 집중하면, 그 프로젝트가 재벌

이 초래한 다양한 불평등 요소와 비대칭적 권력 관계

에 정면도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재현 전략

은 재벌의 중요성과 연구 적절성을 재강조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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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레 비재벌과 그들

의 만드는 네트워크는 관심과 분석의 레이더에서 사

라질 수밖에 없다. 재벌과 재벌 논리의 과도한 집중은 

Gibson-Graham(2006)이 경고한 비판정치경제학의 

‘자본논리중심주의(capitalocentrism)’ 담론처럼 우리

들 사이에 ‘재벌논리중심주의’의 만연을 초래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 저자는 GPN 2.0의 이론

화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연구의 중대한 혁신으로 

파악한다. 이 혁신은 급진적이라기보다 점증적이다. 

이론화가 GPN 1.0과 이로 파생된 경험적 연구를 통

해 기존 담론과 실천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기업 경

쟁력 요인과 위험부담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 변화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며, 네 가지 생산네트워크 조직 전략 

유형은 다양한 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적 연

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

론화의 부수적인 결과로, GPN은 더욱 친절하고 접근

이 용이한 분석틀이 되었다고 본 저자는 판단한다. 이 

논문에서 본 자자는 다소 수용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것이 GPN 2.0을 시공을 초월해 보편타당한 진리

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이론에

서 간과하고 있는 인과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현

재 상태에서 이론과 현실 간의 고리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차후 경험적 기업 및 지역 분석 연구들은 이 

이론을 성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이런 연계망의 형성은 상당히 ‘비대칭적’ 관계에서 이루

어졌다는 점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 이론적 혁신

은 대체로 영어권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은 그러한 추상적 

지식의 혁신들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 수준으로 전락하

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Olds(2001), Yeung 

and Lin(2003) 등이 동아시아 경제지리 지식 형성에서 그

와 같은 식민화 경향의 문제를 성찰했지만, 영어권의 이론

적 지식과 나머지 지역의 경험적 적용이라는 지식 (재)생산

의 이중구조는 꾸준한 듯하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본 저

자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 사례를 영어권의 

이론적 지식의 대상물로 설정하기보다, 한국 사례 통해서 

영어권 지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성찰하려는 연구 자세가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관련해 이

런 문제의식은 차후 관제로 남기고, 본 논문에서는 관련된 

영어권의 담론과 실천을 정리하는 것에 집중한다. 본 논문

에서 담론은 특정 사물이나 현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개념

화하여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의사소통하는 행위로 정의

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경제지리학자들 

사이에, 그리고 글로벌 상품/가치 사슬을 옹호하는 경제사

회학자와 관련되어 생성되고 변화하는 하나의 ‘학문적’ 담

론/실천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다. 즉, 이 담론/실천이 

비학문적(특히, 정책적) 영역에서 발휘하는 ‘지식-권력’ 효

과와 논쟁에 대한 푸코주의적 분석은 본 논문에서 배제되

어 있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담론이 여러 정책 관련 기관

에서 실천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담

론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분석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Yeung and Coe(2015)처럼 본 논문에서 ‘GPN 1.0’은 초창

기 개념화를, ‘GPN 2.0’은 그와 구분되는 최근의 이론화를 

특정할 때만 사용하고,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 명시한다.  

3) 방법론적 국가주의는 경제사회학과 정치학에서 많이 활용

되는 Whitley(1999)의 ‘국가 사업체계(business systems)’

나 Hall and Soskice(2001)의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Peck(2005)

은 경제지리학의 다스케일 논의를 바탕으로 그러한 국가중

심주의적 분석틀을 비판한다.  

4) GPN 관점에서 Henderson et al.(2002)도 세계화 경제를 

이해하는데 ‘commodity’ 개념이 가진 두 가지 문제를 지적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 용어는 대체로 농산물, 광산물, 

표준화된 상품 등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포스트포드주

의적 경제활동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과정

을 간과한 채 몰인간화된 생산의 결과물만 의미할 수 있는 

맹점도 지니고 있다.   

5) 대만의 Foxconn에 아이폰 생산을 외주하는 애플, 동희오

토에게 경차의 생산을 전량 맡기는 현대기아자동차를 위와 

같은 변화의 예로 언급할 수 있다.

6) 중심화된 개념은 권력을 개인이나 제도적 기관에 새겨진 

역량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관점은 권력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여부를 떠나, 권력을 소유한 개인이나 제도적 기

관이 다른 행위자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적 권력 개념은 권력을 다양한 목적을 이

룰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상정하는 것이다. 이 관

점에서 행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행위자 안에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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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까지도 포함된다. 푸코에 근간을 둔 실천적 관점의 개

념화에서는 권력이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개인이나 제도

적 기관이 실천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권력이 발

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행사되지 않는 잠

재적 권력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7) Henderson et al.(2002)은 국가기관, 국제기구, 신용평가 

기관 등을 제도적 권력(institutional power)을 행사하는 조

직으로 범주화했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를 집단적 

권력(collective power) 행사 주체의 예로 제시했다.  

8) Yeung(2009)에 따르면, 전략적 조합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지역의 주체들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선도기업 모두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

동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략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둘째, 전략적 조합은 시-공간적으로 특수한 일시적인 연

합을 의미한다. 셋째,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전략적 조합은 특정한 

영역의 경계를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9) Yeung and Coe(2015)는 비용-역량비로 언급하지만, 본 논

문에서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할 수 있도록 사칙연산의 분수

를 기호를 사용하여 비용/역량, 또는 비용/역량비로 표기

한다.   

10) 경제지리학자들 또한 Coase와 Williamson의 거리비용 이

론의 적절성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의구심을 품어오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학파 경제지리학자들의 역할

이 특히 중요하다(Scott, 1988; Storper, 1997). 이들은 ‘비

거래상호의존성’의 개념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간적 근접

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적 네트워크를 수직적 통합의 대안

으로 여겼다. 

11)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번역은 의미를 살려서 간결화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12) Latour(2005, 39)는 단순 중개자를 “의미와 영향력을 변

화시키는 것 없이 전달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3) UBS 컨소시엄 소유 시 해태제과식품 사장을 역임한 차석

용은 다음과 같이 생산네트워크 재조직 과정을 설명한다. 

“제과업종은 처음이라는 게 장점으로 작용… 회사에 도움

이 되는 일이면 과거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든… 납

품단가가 비싸면 오랜 기간 거래를 했더라도 과감히 선을 

틀었다. 과자박스도 공개경쟁을 거쳤고 이런 과정에서 150

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아이투자, www.itooza.com). 

반면, 자사 직원 사이의 능률과 창의성을 고취시키기 위하

여 차 사장은 “영업사원들의 일요근무를 없애고 격주휴무

제와 정시퇴근제를 정착시켜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했다.”

(김정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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