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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글로벌화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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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학습목표

이 장을 공부한 후에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국제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유형을 확인한다.

2. 글로벌화가 시장과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3. 글로벌화를 유도하는 요소들을 상세히 기술한다.

4. 일자리와 임금에 대한 글로벌화의 영향력에 관한 논쟁을 요약한다.

5. 소득불균등에 대한 논쟁을 요약한다.

6. 문화, 주권, 환경에 대한 논쟁을 요약한다.

7. 글로벌 경영 환경과 그 주요 구성요소를 서술한다. 

이 장 잠깐 보기

이 장은 국제경영의 범위를 정의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소개한다. 우리는 오늘날 국제경영 활동에 있

어서 핵심 참가자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다음 시장과 생산에 대한 글로벌화의 영향을 서술하

고, 글로벌화의 확대를 유도하는 요소들을 서술한다. 이어서 우리는 글로벌화에 대한 논쟁 가운데 주요 

주장들을 상세히 분석한다. 이 장의 마무리는 통합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경영 활

동을 묘사하는 모델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미리 보기 

제2부는 제2장, 제3장, 제4장과 더불어 국내 경영환경의 주요 양상을 소개한다. 제2장은 국가 간 주요 

문화적 차이를 다루고, 제3장은 정치경제 시스템을 검토하며 윤리철학과 사회적 책임을 다룬다. 제4장

은 국가 경제발전에 관한 이슈들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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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글로벌 iMpact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애플(www.apple.com) 아이폰은 전 세계 스타일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흥

분시키고 아이템이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를 바꾸어 놓았다. 뷰티와 단순함에 초점을 둠으로써 

아이폰은 ‘사용자중심 디자인’을 사업의 선전구호로 삼고 있다. 

꾸준히 아이폰과 그 자매제품인 아이패드

(iPad)의 기량을 확장하고 있는 새로운 애플

리케이션(또는 ‘앱스’)이 매일 탄생하고 있

다.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는 100만 

개가 넘는 다양한 출시품목을 뽐내고 있고, 

이 출시품목의 절반가량이 아이패드 사용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

질적인 관심에 따라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

다. 아이클라우드는 파일이 지속적으로 변화

를 반영해 사용자가 애플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편리함과 유연성을 더하

였다. 

글로벌화는 애플이 약간의 변경이나 아무

런 변경 없이도 많은 모델을 전 세계에서 생

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접근

법은 애플의 생산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지원한다. 애플은 16개국

에 있는 400개 이상의 아웃렛과 40개국에 있는 온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애플이 2014년 2월 남아메리카에 진입하였을 때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첫 번째 매장을 개점

하였다. 브라질은 스마트폰 판매에 있어서 해당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며 전 세계 5대 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글로벌화의 편익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전히 다른 시장에서는 가격책정을 세분화

하는 이슈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700달러인 스마트폰이 브라질에서는 1,076달러에 

판매된다. 이처럼 높은 가격은 수입관세, 연방 및 주 판매세로 인한 custo 브라질(브라질 비용) 때문

에 발생한다. 브라질에서 생산된 오래된 애플 제품의 가격은 더 높은 노동비용과 더 비싼 임대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아이튠즈 유(iTunes U)는 애플이 대학교에 제공하는 무료 호스팅 서비스인데 교육 자료에 대한 

24/7 접근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강의나 기타 콘텐츠를 자신의 이동장치에 다운로드하여 외부장치 

연결로 청취할 수 있다. 캠퍼스에서 가방을 메고 아이폰을 청취하고 있는 학생을 본다면, 그 학생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재생목록이나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 장을 읽으면서, 글로벌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글로벌 기업의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자.1

출처：ⓒ Radius Images/C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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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자 일상적인 루틴을 겪으면서 국제경영 거래에 따른 결과를 경험한다. 오늘 아침 

당신을 잠에서 깨운 제너럴 일렉트릭(GE)(www.ge.com)의 알람시계와 라디오는 중국에서 

생산되었다. 당신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뉴스는 영국 BBC 라디오(www.bbc.co.uk)가 제작한 것

이다. 당신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아디다스(www.adidas.com) 슬리퍼를 신고 있고,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만든 애버크롬비&피치(www.abercrombie.com) 티셔츠를 입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만든 

아메리칸 이글(www.ae.com)의 청바지를 입고 있다. 외출할 때는 미국에서 디자인되고 일본, 한

국, 대만, 그리고 그 외 다른 국가에서 가져온 부품으로 중국에서 조립된 애플 아이폰에서 배터리 

충전기를 뽑는다. 당신은 앨라배마에서 만든 한국 현대(www.hmmausa.com) 차에 타서 아이폰을 

손에 쥐고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www.coldplay.com)의 노래를 튼다. 당신은 콜롬비아와 에티오피

아에서 수확한 커피 원두로 내린 커피와 함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스타벅스(www.starbucks.

com)로 차를 운전해 간다. 당신의 하루는 겨우 한 시간짜리지만 사실상 이미 전 세계를 여행한 

셈이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겉옷이나 가방, 시계, 지갑 등의 ‘Made in’ 꼬리표를 살펴보면 엄

청나게 많은 국제경영 거래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국제경영(international business)은 2개국 이상의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업적 거래이다. 당

신은 국제경영의 증거를 찾기 위해 작은 마을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어디

에 살고 있건 관계없이 당신은 수입품(imports)－해외에서 구입하거나 한 국가로 이동된 제품과 

서비스－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당신의 전 세계 거래 상대방은 의심의 여지없이 당신 나라

의 수출품(exports)－해외로 판매되거나 한 국가 밖으로 이동된 제품과 서비스－을 사용하면서 

하루 중 일부를 보낼 것이다. 매년 전 세계 국가가 18조 4,000억 달러의 제품과 4조 3,000억 달

러의 서비스를 수출한다. 이 수치는 월마트(www.walmart.com) 매장의 연간 글로벌 수익의 48배

에 달한다.2

사람들은 사회 내 국제경영의 역할을 매우 다른 양상으로 보게 되고, 매우 다른 관점에서 글로

벌화에 접근할 수 있다. 기업하는 사람은 글로벌화를 더 낮은 비용 입지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획

국제경영

두 개 이상의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

업적 거래

수입품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한 국가로 이동된 

제품과 서비스

수출품

해외로 판매되거나 한 국가 밖으로 이동

된 제품과 서비스

우리는 중국 상하이의 푸동 신지역에 

있는 루자쭈이 금융 및 무역지대의 고

층빌딩 사진에서 글로벌화의 전반적인 

결과를 본다. 수년에 걸친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상하이는 중국 시장에 진입하

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핵심 도시로 부

상하였다. 푸동은 국제무역과 금융센터

로서 상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되

었다. 푸동은 이제 근대적이고 범세계

주의적인 지대이다. 글로벌화는 당신이 

사는 도시와 주의 경제적 상황을 어떻

게 변화시켰는가?

출처：ⓒ Keren Su/C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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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할 수 있는 기회로 보거나 신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는 기회로 본다. 경제학자는 일자리와 생활

수준에 대한 글로벌화의 충격을 고찰하는 기회로 본다. 환경론자는 글로벌화가 생태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인류학자는 글로벌화가 인간집단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고자 한다. 정치학자는 다국적기업 대비 정부의 힘에 대한 글로벌화의 충격에 관심을 갖는

다. 그리고 조직원(고용자)은 글로벌화를 새로운 직장을 위한 기회로 보거나 현 직장에 대한 위

협으로 본다. 우리가 주변 사건들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은 글로벌화를 값지고 복잡한 주제가 

되게끔 만든다.

기술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여행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글로벌화는 점차 다른 문화의 관습

과 관례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개인과 기업이 온라인으로 우리에

게 자기들 제품을 팔고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글로벌화는 무역과 투자장벽을 낮춤으로써 

치열해진 경쟁 속에 기업들이 더 경쟁적으로 변하게끔 만든다. 

이 장은 국제경영 내 핵심 참가자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시장과 생산에 대한 글

로벌화의 강한 영향력을 서술하고 글로벌화의 확대를 부추기는 요소를 설명한다. 그다음 글로

벌화 논쟁에 관한 주요 요점을 다룬다. 또한 글로벌 경영환경의 통합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왜 

국제경영이 특별한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장 끝에 있는 부록은 이 장의 토론을 위한 입

문서로 사용하거나, 이 책의 나머지 장 전체를 관통하는 참고문헌으로 사용하도록 세계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경영의 핵심 참가자  

다양한 유형과 규모 및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아직 참여의 정도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국제경영

에 참여하게 된다. 대기업이 전 세계에 위치한 많은 공장을 갖고 있는 반면 작은 가게주인은 어

쩌면 해외 공급자로부터 수입만 할지도 모른다. 여전히 부국 출신의 대기업들이 국제경영을 장

악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시장(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공 등) 출신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위해 열심히 경쟁하고 있다. 중소기업 또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점차 국제경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MNC)은 여러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마케팅이나 제조업 자

회사 형태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은 진출한 지역과 국가를 위해 상당 수준의 일자

리, 투자, 세수를 산출한다. 마찬가지로 다국적기업은 기업활동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축소함으

로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터를 떠나게 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간 인수합병은 일반적으로 수십 

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며 점차 신흥시장에 위치한 기업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소국이나 섬나라 시민들보다 더 많은 조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마

트의 조직원은 220만 명에 달한다. 국가가 산출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와 글로벌 500대 기업

들의 수익을 비교해 보면 다국적기업의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1>은 국

가생산량(GDP로 측정)에 따른 국가 순위에서 뽑힌 전 세계 10대 대기업(수익으로 측정)을 보여 

준다. 월마트(www.walmart.com)가 국가라면 부국으로 분류되고 노르웨이 다음으로 세 번째 자

리를 차지할 것이다. 세계 500번째 대기업인 리코(www.ricoh.com)가 산출한 수익 230억 달러도 

다국적기업(MNC)

여러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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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의 연간 산출량을 초과한다.3 

기업가와 소기업

국제경영을 위한 경쟁은 새로운 정체, 즉 본-글로벌 기업(born global firm)－창업 초기부터 글

로벌 관점을 채택하고 국제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을 탄생시켰다. 이들 기업은 3년 이내에 

국제적 경쟁자가 된다. 본-글로벌 기업은 혁신적 문화를 지니며 지식기반 조직 능력을 보유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은 흔히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일찍 수출을 

시작하고 빠르게 성장한다. 

전통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비용을 낮추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기술로부터 편익을 얻는다.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의 벨러스 프로덕트(www.

vellus.com)는 애완동물 치장용 제품을 만들어 판다. 약 20년 전에 스페인 개 사육자가 바레인에 

있는 한 남자로부터 벨러스 제품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은 후에 벨러스의 첫 번째 유통업체가 되

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거래]가 발생하는 방식은 나를 엄청 감동시킨다”라고 벨러스 대표인 

Sharon Kay Doherty가 말한 바 있다. 현재 이 기업은 31개국에 유통업체를 갖고 있다. 벨러스는 

국제화를 이루자마자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매출로부터 벌어들이면서 글로벌 기업을 닮

본-글로벌 기업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관점을 채택하고 

국제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그림 1.1

세계 대기업과 일부 국가와의 비교

출처：Ba sed on d at a obt a ined f rom 

“Fortune Global 500: The World ’s Largest 
Corporations,” Fortune, July 23, 2012, pp. 
F1-F7; World Bank data set available at 
data.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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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고 있다.4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게 전자유통은 전통적인 유통채널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된

다. 이탈리아의 Alessandro Naldi의 위크엔드(Weekend) 웹사이트(en.firenze.waf.it)는 방문자들이 

피렌체 시내에 있는 바가지 가격을 물리는 여행객 상점에 대한 점수로 찾는 것보다 더 많은 진품 

피렌체 제품을 제공한다. 피렌체 출신인 Naldi는 투스카니의 작은 공장에서만 생산되는 고품질

의 진품 이탈리아 상품을 팔기 위해 자신의 사이트를 설립했다. 이탈리아에서 위크엔드는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미국 등 먼 곳으로부터 매월 평균 20만 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5

퀵 스터디 1

1. 전 세계 국가가 매년 수출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얼마일까?

2. 여러 국가에 마케팅이나 제조 자회사를 두고자 직접투자를 하는 기업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3. 본-글로벌 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국제경영 활동에 참여하는데 그 밖에 또 무엇을 하는가?

무엇이 글로벌화인가?

역사적으로 제품, 사람, 자본을 국경을 넘어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가이다. 그러나 오늘

날 경제는 서로 엉키면서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은 제품, 서비스, 돈, 사람, 아

이디어가 국경을 넘어 더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이처럼 국가

기관과 경제 간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기술적 상호의존의 확대를 향한 경향에 붙여준 이름

이다. 글로벌화는 탈국가화(의미가 약해지는 국가 경계)로 특징되고 국제화(국가 경계를 넘어 협

력하는 정체)와는 다른 것이다. 

작금의 글로벌화를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자. 180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까지를 1차 글로벌

화 시대라 한다.6 그 당시 노동의 이동가능성은 매우 높았고, 1800년대만 해도 매년 유럽을 떠나

는 사람이 30만 명에 달했으며, 1900년 이후에는 매년 100만 명의 사람이 유럽을 떠났다.7 1914

년 이전까지 전쟁 기간 외에는 국가가 해외 여행 시 여권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오늘날처럼 부국

의 노동자들은 고임금,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일자리 경쟁을 두려워했다.

무역과 자본은 1차 글로벌화 시대 동안 그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이동했다. 부국 출신의 대기

업은 원자재를 얻고 온갖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먼 곳에 설비를 세웠다. 대형 화물 선박이 원거

리 시장에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해양을 누볐다. 대서양 횡단 케이블(1866년 완공)로 유럽과 미

국 간 뉴스가 예전보다 빨리 전달되었다. 1차 글로벌화 시대를 이끈 동력은 증기선, 전신, 철도, 

그리고 이후 전화와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 

1차 글로벌화 시대는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대공황이 발발하면서 갑자기 멈춰 섰다. 

1900년대 초 치열한 무역 경쟁과 규제 없는 이민으로 회귀하면서 고관세와 이민 장벽이 도입되

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반적이었던 상품, 자본, 사람의 대이동이 소량의 이동으로 제

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시작부터 냉전 종식 때까지 75년 동안 세계는 분단되어 있었다. 동서 

간 지리적 분열이 있었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 이념적 분열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은 점진적인 경제적 이득을 경험하였지만 상품, 자본, 사람의 국제적 흐름은 자본주의와 공

산주의체계 및 지리적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1989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베를린을 동서로 나눴던 장벽이 붕괴되었다. 중앙유럽과 동유럽 국

글로벌화

국가기관과 경제 간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기술적 상호의존의 확대를 향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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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차례차례 공산주의를 거부했고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향해 전진하기 시

작했다. 절대치로 보자면 국제자본 흐름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것은 1990년대

에 이르러서의 일이었지만 글로벌 경제는 결국 재탄생하였다. 이러한 2차 글로벌화 시대의 동력

은 인공위성, 광섬유, 마이크로칩, 인터넷 등을 포함한다. 

글로벌화가 심오한 효과를 발휘하는 두 가지 경영 영역인 시장과 생산의 글로벌화를 탐색해 보자.

시장의 글로벌화 

시장의글로벌화는 전 세계 시장 바이어들의 선호가 수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향은 소비재, 

산업재, 비즈니스 서비스를 포함하여 많은 제품 카테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의복 소매업 L.L. 

Bean(www.llbean.com), 신발 제조업체 나이키(www.nike.com), 전자제품사 비지오(www.vizio.

com)는 글로벌제품－본질적으로 어떤 변화도 없이 모든 국가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몇 개의 기업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는 고도로 표준화된 디자인과 애플의 글로벌 마케

팅 전략과 글로벌 브랜드로 인해 글로벌 제품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제품과 글로벌 경쟁은 반도체(인텔, 필립스), 항공기(에어버스, 보잉), 건설장비(캐터

필러, 미쓰비시), 자동차(도요타, 폴크스바겐), 금융서비스(씨티그룹, HSBC), 항공 여행(루프트

한자, 싱가포르항공), 회계 서비스(언스트&영, KPMG), 소비재(P&G, 유니레버), 패스트푸드

(KFC, 맥도날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산업과 시장의 특징이 되고 있다. 시장의 글로벌화는 기업

에게 제공하는 편익 때문에 국제경영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들 편익을 각각 간략하게 살펴보자. 

마케팅 비용 감소 글로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마케팅 활동을 표준화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샴푸와 같은 글로벌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위한 동일한 제품을 만

들 수 있고, 각 시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고려하여 상이한 포장을 디자인할 수 있다. 기업은 모

든 시장을 위해 광고의 비주얼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TV 광고를 현지 언어로 더빙하고 

프린트 광고를 현지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 

신시장 기회 창조 글로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본국 시장이 작거나 포화상태가 되면 해외에

서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5억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로 인

해 온라인 사업을 위한 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미국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웹을 활발하게 

누비는 것과 달리 중국은 겨우 38%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8 시간이 흘러 더 많은 중국 시민들

이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을 방문할 것이다. 이처럼 방대한 청중이라는 매력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 출신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탐색하게끔 만든다. 

불균등 소득흐름 조정 보편적이지만 계절조정적인 매력을 지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해외판

매를 자신의 소득흐름을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내수판매를 해외판매로 보충함으로써 기

업은 계절 간 매출 변동폭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며 현금흐름을 견실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탠,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패션을 번갈아가며 남반구와 북반구의 여름 시즌

과 제품유통을 필적시킬 수 있다－이로써 이들 글로벌하지만 대단히 계절적인 제품으로부터 소

득을 견실하게 만든다. 

로컬 바이어의 니즈 글로벌 시장의 잠재적 편익을 추구하는 경영자는 바이어의 니즈를 간과하지 

않으려고 기업의 제품과 시장 간 필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추적관찰)해야 한다. 변형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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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편익은 표준화 상품의 편익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청량음료, 패스트푸

드, 기타 소비재 등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지속적으로 침투하는 글로벌 제품들이다. 그러나 때

로는 이들 제품들이 현지 기호에 더 맞게 다소 변형되기도 한다. 남부 일본에서 코카콜라(www.

cocacola.com)는 더 달콤한 맛이 나는 펩시(www.pepsi.com)와 경쟁하기 위해 전통적인 제조법

에 설탕을 가미한다. 소가 신성시되고 소고기 소비가 금기시되는 인도에서는 맥도날드(www.

mcdonalds.com)가 ‘Maharaja Mac’－참깨를 뿌린 두 장의 순양고기 패티와 일반 토핑의 롤빵

(번)－을 시장에 내놓았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다국적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니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자

신의 니즈에 상응하면서 미래 세대의 능력을 위협하지 않고 현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개발－

을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의 니즈이다.9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가하는 투명성과 정밀성 환경

에서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부상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유발한 요소이

다. 관심이 있는 개인과 비정부기구는 환경이나 사회를 해치는 기업을 비판하는 데 인터넷 매체

를 신속하게 사용한다. 

수년 동안 진보적인 기업들은 ‘줄이자, 재사용하자, 재활용하자’라는 표어를 사용해왔다. 이

는 자원과 쓰레기 사용을 줄이고,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자원을 재사용하고, 줄이거나 재사용될 

수 없는 것을 재활용하자는 것이다. 매우 헌신적인 경영자와 기업은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상상

하자’라는 표어를 덧붙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장려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품과 공정

을 다시디자인하고 제품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다시상상한다는 의미이

다.10 지속가능한 기업 행위를 더 강조하는 내용을 살펴보려면 글상자 ‘글로벌 지속가능성：세 

개의 시장, 세 개의 전략’을 참조하라.

생산의 글로벌화

생산의글로벌화는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거나 품질최적화를 달성하

게 하는 입지로 생산활동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서비스의 국제적 아웃소싱뿐만 아니

라 핵심 생산 투입물(원자재 또는 조립을 위한 제품 등)의 구매까지 포함한다. 자 이제 생산의 글

로벌화로부터 기업이 얻는 편익을 살펴보자. 

저비용 노동자 확보 글로벌 생산활동은 기업이 저비용 노동 확보를 통해 총 생산비용을 줄이게 

해 준다. 수십 년 동안 기업들은 장난감, 소형 전자기기, 저렴한 전자제품, 섬유 등을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제품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저임금 국가에 공장을 설립했다. 저비용 입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제품생산만을 의미하지만, 회계와 연구 등과 같은 서비스생산에도 점

차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소비지에서 생산되어야 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노동비가 

더 저렴한 멀리 떨어진 입지에서 제공될 수 있다. 많은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60%까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도처럼 먼 곳으로 고객 서비스와 그 외 비핵심 사업체를 이전했다. 

기술전문지식에 대한 접근 기업은 또한 기술적 노하우로부터 편익을 얻고자 제품과 서비스를 해

외에서 생산한다. 필름 로먼(www.filmroman.com)은 TV 시리즈 ‘심슨네 가족들’을 생산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AKOM 프로덕션 컴퍼니(www.akomkorea.com)에게 핵심 자세(poses)와 

단계별 프레임 방향을 제공한다. AKOM은 나머지 자세를 채우고 이를 애니메이션과 연결한다. 

지속가능성

자신의 니즈에 상응하면서 미래 세대의 

능력을 위협하지 않고 현재의 니즈를 충

족시키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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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정마다 충돌이 있다고 애니메이션 감독 Mark Kirkland는 말한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

화에서 Kirkland는 한국인들에게 사격을 어떻게 묘사할지 설명했다. Kirkland는 “한국에서는 총

이 허용되지 않는다. 총 소지는 불법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게 전화한다[물어본다]: 총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Kirkland와 그 외 사람들은 고기술을 지닌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제작자들

과 접촉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적 차이와 적절치 않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들인다.11

생산 투입물에 대한 접근 생산의 글로벌화는 기업들이 본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더 비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천연자원에 대한 필요는 많은 기업들을 국제시장으로 인도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적은 양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특히 숲－작고 인구밀도가 높은 섬나라이

다. 그러나 일본의 최대 기업인 닛폰 세이시는 손쉽게 목재 펄프를 수입한다. 이 기업은 호주, 캐

나다, 미국에 대규모 숲과 관련된 공정설비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필수자원을 얻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제지 제작 공정 초기 단계를 통제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결과 기업은 개방시장에

서 일어나는 펄프 구매에 따른 가격과 공급 변동으로부터 자유로운 핵심 재료(목재 펄프)의 완만

한 흐름을 보장받는다. 이처럼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더 값싼 에너지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수많

은 일본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이 일본보다 낮은 중국과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입지시키고 있다.  

퀵 스터디 2

1. 글로벌화는 국가의 제도와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도록 영향을 미치는가?

2. 기업들은 시장의 글로벌화로부터 어떤 편익을 얻는가?

3. 지속가능성은 현 니즈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어떤 것들을 유발하지 않는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세 개의 시장, 세 개의 전략

기업은 진입한 시장의 미묘한 차이에 맞게 경영전략을 맞춘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세 가지 상이한 시장 유형 속에 살고 있다.

●   선진시장 이는 10억가량 되는 확고한 세계 소비자 시장을 포함한다. 인

구는 탄탄한 중산층이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제품을 소비

할 수 있다.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고 효율적이다.  

●   신흥시장 인구가 20억 정도 되는 이 시장은 선진국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 인구는 임금이 높은 도시로 이주하고 있고 도시 인프라는 과부하 상

태이다. 소득 상승은 자원과 기초 제품을 위한 글로벌 수요를 증가시킨다.   

●   전통시장 글로벌화는 약 40억 인구로 이루어진 이들 시장을 우회했다. 

인구는 대부분 시골에 살고 인프라는 매우 낙후하며 신용이나 담보가 적

다. 사람들은 거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부패가 만연하다.

 경영전략처럼 지속가능성 전략은 현지 상황을 반영한다. 이들 세 가지 시

장 내 지속가능성을 향한 경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도요타 선진시장에서의 환경에 초점을 둔다. 가솔린-전기 하이브리드 기

술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Toyota는 Prius를 출시했다. 올해의 트렌드 자

동차로서 Prius는 이윤 극대화를 실현시켰고 ‘녹색’ 이미지를 창출했다.

●   스리 시멘트(Shree Cement) 인도 신흥시장에서는 저비용 에너지를 확

보하는 데 제한적이다. 그래서 제품생산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

율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시멘트 회사들이 

에너지 사용 혁신을 배우고자 Shree를 방문한다.

●   블로머 초콜릿 미국 회사로 전통시장에서 코코아 농장과 밀접하게 협력

한다. 블로머는 안전한 농장운영, 환경 청지기, HIV 인식 등을 농장주들

에게 교육한 공로로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의 ‘지속가능한 

표준설정자(Sustainable Standard-Setter)’ 상을 수상하였다.

출처：Jeremy Jurgens and Knut Haanæs, “Companies from Emerging Markets Are the 
New Sustainability Champions,” The Guardian (www.guardian.co.uk), October 12, 
2011; Stuart L. Hart, Capitalism at the Crossroads, Th ird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Wharton School Publishing, 2010); Daniel C. Esty and Andrew S. Winston, Green 
to Gold (New Haven, CT：Yale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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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를 주도하는 요소

시장과 생산의 글로벌화를 이끈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무역과투자에대한장벽와해와 기술혁

신이 그것이다. 이들 두 요소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글로벌 경영환경을 정상화함으로써 국가 간 

경쟁을 증가시킨다. 더 큰 경쟁은 기업들을 더 높은 수준의 다툼과 협력으로 몰아간다. 시간과 

거리로 격리된 로컬 산업은 점차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지고 있다. 일부 중소형 로컬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기업이나 더 큰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게 된다. 다른 로컬 사업은 맹공격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예전 경쟁자들이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

는 다른 기업들에게 도전하는 일에 합류하면서 합동(consolidation)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제 글

로벌화를 주도하는 두 가지 요소의 중심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자.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 와해 

1947년 23개국(12개 선진국과 11개 개도국) 정치 리더들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국제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여 자유무역을 촉진하고자 고안됨－를 

설립하면서 역사를 만들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무역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비관세장벽은 

수입 상품의 양을 제한한다. 조약은 초기에는 성공적이었다. 40년이 지난 후 세계 상품무역은 

20배 성장하였고 평균 관세는 40%에서 5%로 하락했다. 

GATT 조약이 1994년 개정되면서 다시 현저한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은 상품무역에 대한 평균 관세를 더 낮추었고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정부 재정지원)도 낮추었다. 

조약 개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제시했다. 이는 저작권보호(컴퓨터 프로그램, 데

이터베이스, 음향녹음, 영화를 포함), 상표, 서비스 상표, 특허(거래영업비밀, 노하우 포함)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시했다. GATT의 주요 결함은 세계 무역 규칙을 집행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탄생은 GATT 개정의 극대화와 같

은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국제무역 규칙을 집행하는 국

제기구이다. WTO(www.wto.org)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자유무역 흐름을 돕고, 시장개방을 확

대하도록 협상하고, 회원국들 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WTO의 무역분쟁 해결 권력은 

전신인 GATT와 구별되는 점이다. 다양한 WTO 협정은 근본적으로 공정하고 개방적인 무역정

책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회원국 간 계약이다. 위반자는 WTO 지침에 따라 무역정책

을 교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와 무역제재(벌금)를 받게 된다. 위반국을 처벌하는 능력 

때문에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진정한 중추이다. WTO는 GATT의 

제도를 대신하였지만 전신인 GATT 협정의 모든 것을 흡수하였다. 따라서 GATT 제도는 더 이

상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WTO는 159개 회원국과 25개 ‘옵저버’ 국가로 구성되

어 있다.

WTO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출범했다. 갱신된 라운드는 무역장벽

을 더 낮추고 특히 빈국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부국이 자국의 농부들에게 지불하는 농업보조

금은 매일 10억 달러에 달한다－이는 빈국에 대한 부국의 총 원조 예산의 6배가 넘는 규모이다. 

GATT

국제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여 자유무역을 촉진하고자 고안된 조약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무역 규칙을 집행하는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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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국 수출의 70%가 농산품과 섬유제품이기 때문에 부국은 이들 산업과 그 외 노동집약적 산업

을 더 개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빈국은 빈국들 간 관세를 줄일 것을 권장받았고, 글로벌 무역

체제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도하(Doha) 라운드가 2004년 말 체결되었지만 협상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2013년 

12월 협상자들이 국경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국제적으로 관세 및 상품 이동을 위한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무역촉진’을 개선하기로 동의하였다. 도하 라운드가 보여 준 첫 번째 눈에 띄는 

업적은 가장 평범한 협정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농산품무역 문제, 관세 또는 쿼터에 대해서는 협

정이 체결되지 못했다.12  

그 외 국제기구 두 개의 다른 기구가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국가 경제발전 노력을 위한 재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이다. 세계은행(www.worldbank.org)의 주요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재건을 재정지원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은행은 이후 개도국의 재정 수요로 초점을 바꾸었고 오늘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있는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재정지원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환율을 규제하고 국제통화체제의 규칙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국제통화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IMF(www.imf.org)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적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적 환율평가절하를 피하고, 

일시적 재정 자원이 회원국들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목적에 속한다.   

지역무역협정 WTO와 더불어 소규모 국가군은 무역을 촉진하고 국경 간 투자를 늘려 자신들

의 경제를 통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은 3개국(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했다. 더 야심 찬 유럽연합(EU)은 28개국을 통합했다.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는 태평양 주변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려는 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계은행

국가 경제발전 노력을 위한 재정을 제공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국제통화기금(IMF)

환율을 규제하고 국제통화체제의 규칙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러시아 칼루가 지역의 고용자들이 한국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 시설의 

LED TV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은 선호하는 기업 환경을 

쫓아 세계 어디든지 진출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고 

최종 생산품을 미국 고객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일을 중국 기업에게 하청계약

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은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경쟁력

을 키울 수 있다. 그 밖에 기술과 글로

벌 능력은 국제경영 활동을 어떻게 촉

진할까? 

출처：ⓒ Lystseva Marina/ITAR-TASS 
photo/C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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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무역협정의 목적은 WTO의 목적과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지역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일부 국가는 최근 전 세계 무역협정에 대한 저항으로 지역적 협약을 권장한다.  

무역 및 국가총생산 WTO 협정과 지역협약은 모두 세계무역과 국경 간 투자를 확실하게 촉진

한다. 무역이론은 무역개방이 국가의 총생산을 확대시킨다고 말한다. <지도 1.1>은 최근 10년 동

안 국가총생산이 현저하게 성장하였음을 보여 준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최근 무역을 더 개방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그렇지 않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의 경험은 

혼합적인 반면 많은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총생산 간 이러한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이 책 여기저기서 만나게 되는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해 보자.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1년간 국내경제에 의해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말한다. GDP

는 수출, 수입, 기업의 국제영업활동을 통해 산출된 국가 소득을 포함한다. 우리는 개별 국가

의 GDP 수치를 합쳐서 세계 GDP 차원을 논할 수 있다. GDP는 국가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1년간 한 국가의 국내 및 국제 활동에 의해 산출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

보다 다소 협소한 수치이다. 한 국가의 1인당 GDP(GDP per capita) 또는 1인당 GNP(GNP per 

capita)는 간단하게 GDP와 GNP를 해당 국가 인구로 나눈 값이다. 

기술혁신

무역과 투자 장벽 감소가 글로벌화를 촉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기술

과 운송 방법의 혁신은 자료, 상품, 장비를 전 세계적으로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이동

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내고 온갖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술을 사용한다. 기업은 원거리로부터 원료와 제품을 획득하

고 해외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기업이나 소비자는 거래 기술을 사용할 때 e-비즈니스(e-commerce)에 참여하게 된다－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데 그리고 파트너와 협력하는 데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e-비즈니스는 기업이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

는 일을 더 쉽게 만들어 준다. 글로벌화에 대한 심각한 충격을 지닌 몇 가지 혁신을 검토해 보자. 

이메일과 화상회의 국경과 시간대를 넘는 영업활동은 경영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을 복잡

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술은 정보흐름을 빠르게 만들고 조정과 통제 업무를 쉬워지게 한다. 이메

일은 경영자들이 국제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중요한 사안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 주는 필수

적 도구이다. 

화상회의는 경영자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가상적인 면대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화

상회의가 25~30% 연간 성장률을 보이는 근본적 이유는 정보를 보내는 대역폭(의사소통 채널)

의 비용이 더 저렴하고, 장비가 더 저렴하고, 비즈니스 출장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

상회의 장비는 5천 달러에서 34만 달러 정도이다. 화상회의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로컬 회의

센터의 장비를 임대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다.13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상의 화상회의를 원

한다면 기초 서비스가 월 9달러밖에 안 하는 iMeet(www.imeet.com)를 사용하면 된다.14 물론 가

장 간단한 화상회의는 스카이프(www.skype.com)나 애플(www.apple.com)의 페이스타임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1년간 국내경제에 의해 생산된 제품과 서

비스의 가치

국가총생산(GNP)

1년간 한 국가의 국내 및 국제 활동에 의

해 산출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

1인당 GDP, 1인당 GNP

GDP와 GNP를 해당 국가 인구로 나눈 값

e-비즈니스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데 

그리고 파트너와 협력하는 데 컴퓨터 네

트워크를 사용



14    제1부 ● 국제경영환경

지도 1.1

국가총생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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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GDP 성장률(%)

음(－)

－2.5 미만

－2.5~0

자료 없음

양(＋)

0~1

1~2

2~3

3~4

4~5

5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