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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사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에,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
히고 있다. 세계화를 실감케 하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타 국가, 타
지역과의 관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를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다. 그간 우리 정부나 학계의 지역정책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국내적 시각에 함
몰되어 있었고, 주변지역의 변화에 둔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동북아의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 대부분이 좁은 국익의
관점에서 경쟁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동북아 시민
모두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하에서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과 이를 뒷받침할 공동의 규범을 만드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 경제지리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 간 분업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지역 생산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기업들이 실제로 형
성하고 있는 생산네트워크를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호혜적 분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경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던 지역 및 국토정책의 지평을 확대하고
주변지역과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장 정보나 기업의 전략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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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초국경적 관점에서 지역경제와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2008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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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 는 중국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일본이나 한국
지역경제의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중국도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거대지역으로 파악하고, 이들 개별지역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기업가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
나 상대를 이용한다는 것은 역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웃을 이용
하기 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현대적 기업윤리에
서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관계는 이웃끼리 상극관계나 상쇄관
계를 만들지 않고, 서로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동반 발전을 하는 것이다.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1 더하기 1이 2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적, 실증적 근
거가 작용했다. 동북아에서도 국가 간 더 나아가 국가 내 지역 간에도 협력을 통
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부지불식간에 우
리의 사고를 가두어온 국경과 국민국가주의 탓일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추세에서 보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나 시민도 폐쇄적 인식
에서 점차 개방적 인식으로 전환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 연구
는 동북아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핵심경제지역 간의 보완적 분업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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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동북아의 경제교류를 주도해온 기업들의 초국경적 생산네
트워크의 실태를 전자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이들 산업에서의 가
치사슬 분화 전망을 토대로 지역 간 호혜적 분업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항상 그러하듯이 연구의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
다. 특히 산업의 특성이나 기업조직의 특성, 기업문화의 차이 등을 충분히 검토
하지 못하였다. 지역단위에서의 분석도 통계자료의 미흡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지
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역의 좁은 이익 추구라는 종래의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 이웃 국가나 지역과의 동반 발전을 기업들의 글로벌 및
지역생산 네트워크라는 렌즈를 통하여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인천대학교 박정동 교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정성춘 박사, 정형곤 박사, 이형근 연구원은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그리고 물류와 관련된 부문별 원고를 작성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복득규 수
석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고기영 이사, 그리고 LG경제연구소의 김형주
연구위원으로 부터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동향과 실태파악에 많은 도움을 받았
다. 연구 초기에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과 관련하여 고언을 해주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이창재 박사, 산업연구원 신태용 선임연구위원, 국토해양부 박선호 과장,
삼성경제연구소 박성배 박사, 지식경제부 김창규 팀장, 한국자동차연구소 김철
묵 위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초국경적 차원에서 지역발전과 생산네트워크의 의미를 살펴보고 중국 핵심지
역들의 대응을 파악하기 위한 개최한 국제전문가 워크샵에 발표자로 또는 토론
자로 참여한 Chen Hsiao-Hung Nancy 타이완 정치대 교수, Wei Yehua Dennis 유타
대 교수, Yang Chun 홍콩 차이나대 조교수, Kuchiki Akifumi 일본대 교수, 임정덕
부산대 교수, Mike Douglass 하와이대 교수, 박삼옥 서울대 교수, 박정동 인천대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원의 김동주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
ⅳ

하고 오류를 지적해주신 산업연구원의 이문형박사와 김동주 선임연구위원의 노
고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동북아 연구의 도반으로서 함께 길을 걷다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센터의 안형도 박사의 영면을 빈다.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동북아 연구에 뜻을 둔 후학들을 위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시 우중이국
(雨中移菊)의 두어 줄을 부친다.

今日雨中三十本 (오늘 비 맞으며 심은 이 서른 포기가)
百叢多少又明年 (백포기 되려면 내년에도 또 심어야겠지)

2008년 12월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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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방법, 주요 분석 결과 그리고 정책 시사점 등을 장별로
요약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1장 연구의 개요

동북아 8대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현황과 전망 및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한 거시
적 분석을 시도한 전년도의 연구를 이어 금년도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지역 간의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역할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빌
려 조명함으로써, 지역 간의 호혜적 분업구조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므
로,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국가 간 가장 큰 교역 비중을 차지하면서 각 국의 전략
적 산업이 되고 있는 전자산업과 중국 시장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산
업을 중심으로 역내 다국적 기업의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
석을 토대로 지역 간의 보완적 분업구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북아 전체와 한
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 지역발전과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최근 일부 학자들은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개가 지역발전과 결과적
ⅶ

으로 지역 간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요지
는 지역발전은 내생적 요인에 주도되기 보다는 점차 세계화나 지역화라고 하는
탈지방적 과정에 의해 좌우되며, 특히 기업과 기업의 전략이 지역발전과 지역 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지역의 전략적 결합관계는 동아시아의 사례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이나 동남아와 같이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 내 선도기업의 저비용 생산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생산 플랫홈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타이베이-신추 지역과 같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선도기
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중국 진출을 통하여 삼각 제조망을 구축
하는 유형이다. 셋째는 지역내 연구개발이나 정밀기계 공정 등의 상위 가치사슬
에 특화된 고유자산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는 전략적 결합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외에 일본의 간토나 긴키지역과 같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주
도하는 선도기업이 입지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유형도 있다.
한국의 수도권 및 영남권은 초기에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선도기업과 기술
제휴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생산방식)방식의 관계를
통하여 성장했으나, 최근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일부 산업에서 국내 대기업의 자
생적 혁신에 의해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자생산설계) 또는
OBM(Orginal brand Manufacturer: 자체브랜드생산)을 통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

크를 구축하거나 글로벌 기업들과 부분적인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이다.

제3장 동북아 핵심경제의 특성과 지역 간 경쟁과 협력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생산네트
워크 전개는 해당산업에서의 지역의 특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중국
의 3대 지역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강한 특화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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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자업종에서 중국 3대 지역 모두 상당한 집적을 이루면서 특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3대 핵심지역 중 도요타가 입지하고 있는 주부지역을
제외하면 제조업에서 특화현상을 볼 수 없으며, 기존의 제조업도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다.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은 제조업에서 강한 특화도를 유지하고 있
으며 전기․전자부문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 모두 집적현상을 시현하고 있다.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핵심경제지역 간 교역과 투자 현황을 보면, 중국
의 3대 핵심지역은 일본과 한국 및 타이완으로부터 자본재, 부품․소재 등을 수
입하여, 완제품은 주로 미국을 포함하는 역외 국가로 수출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간 의존관계를 보면 환보하이 지역에서는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깊고, 창장지역에서는 일본, 타이완, 한국과 그리고 광둥성에서는 타이완, 일본,
한국과의 의존관계가 높다. 지리적 근접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세 나라의 해당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서의 동북아 핵심지역 간 교역관계는 전자산업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중국의 3대 지역 모두 자동차․부품 수출에서 동북아 지
역의 비중은 전자산업보다는 훨씬 작다. 미국을 비롯한 역외 국가의 수출비중이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4%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들 지역의 동북아 지역에서
의 수입 비중은 광둥지역 60%, 환보하이 지역 57%, 그리고 창장지역 35%로 높
다. 지역별 자동차 핵심부품의 수입은 완성차업체의 중국 진출지역분포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4장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전개와 동향

1) 생산네트워크의 변화

가치사슬이나 상품사슬을 구성하는 조직형태는 수직통합, 수직계열, 지역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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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마샬리언 지구), 글로벌(모듈러)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계화의 진
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 경쟁심화에 따라 기업과 산업조직의 형태가 글
로벌 네트워크형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형 산업조직의 확산
은 지역발전과 지역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휴대전화는 글로벌 네트워크 모형이 적용되기 가
장 쉬운 산업이고 메모리 반도체나 LCD 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형으로 진행 중
이며,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모형 적용이 어려운 산업이다.

2) 자동차산업

중국에 진출한 한․일 양국의 자동차 생산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첫째,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의 진출은 유럽의 자동차 업체에 비하
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뒤늦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업체
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유럽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달리 수직
계열적인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하면서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부품업체와 1차 부품업체에게 부품을 공급
하는 2차 부품업체 등으로 수직적인 계열구조는 매우 폐쇄적이고 고착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어서 타 업체 혹은 타 계열과의 상호거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
어진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의 특정 지역에 생산클러스터를 형
성하여 생산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주로 베이징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은 광저우와 텐진을 중심으로 생산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생산클러스터 간에는 실질적으로 상호 교류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이면서도 계열화된 한국과 일본기업의 생산네트워크에도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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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의 조달확대를 통해 비용을 감축해야 하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한
국과 일본 업체들 모두 현지조달 확대를 중요한 기업전략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
다. 구미 완성차업체가 취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경영에서의 현지화 및 부품조달
의 글로벌화 전략을 한․일 완성차 기업들이 택하게 된다면 다양한 지역 생산클
러스터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LCD 산업

LCD 산업에서의 강자인 한국과 타이완은 LCD 생산 및 이를 탑재한 대형 액정
TV 생산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나 부품·소재 등 저변산업은 일본에 뒤처

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업체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패널 제조 공정, 모
듈 공정, 완성품 생산 등 다운 스트림 공정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편광판,
유리 기판, 컬러필터, 액정재료 등 부품·소재의 국내 생산 체계가 취약해, 일본으
로부터의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셋째, 최근 후방 산업 분야도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을 자국 내에 유치하는 방식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정비되고 있어
LCD 산업의 지역클러스터화가 추진되고 있다. 넷째, 제조장비 등은 아직 자체적

으로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여전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섯째, 다운 스트림 부분의 연구개발은 일본 기업의 성과를 활용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동북아 LCD 산업은 강한 클러스터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 수
도권의 파주-평택-기흥-천안-아산(탕정)의 클러스터, 일본 주부권 미에현 가메야
마의 클러스터를 들 수 있다. 중국의 LCD산업도 징진지, 창장, 주장삼각주를 중
심으로 집적현상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 지역은 중국 BOE 그룹을 중심으로 중국
컴퓨터업체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패널을 생산하고 있어 상하이, 난징, 닝보를
거점으로 하는 창장삼각주에는 주요 패널 업체들의 모듈생산, 백라이트 모듈공
장이 집중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LCD 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국가별로
클러스터가 분리되어 있고, 특정패널 업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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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외자계 기업과 내국기업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휴대전화

휴대전화는 가치사슬의 분절화가 가장 진전된 분야로 동북아에서도 생산네트
워크가 비교적 광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남권에 관련 생산업체
가 집중되어 있어, 집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휴대전화 생산은 3대 종합
기업인 샤프, 파나소닉, NEC가 입지하고 있는 오사카와 도쿄 인근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나, 이들 3대 완성품 업체의 세계적인 부품조달체계로 인해 실질적인 집
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 휴대전화의 주요 생산지는 베이징과 텐진을
중심으로 한 징진지지역, 상하이 중심의 창장삼각주, 그리고 선전을 중심으로 한
주장 삼각주지역이다.
중국의 징진지지역은 중저가제품에, 한국 영남권은 고가 및 중저가제품에 특
화되어 있는 반면, 일본 간토권은 소프트웨어 시장에 특화되어 있어 제품분업에
의한 지역 간 보완성을 어느 정도 시현하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기업의 동북아
생산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및 설계 등 가치사슬의 상류부문은 본사에
두고 중국을 포함한 현지 자회사에서는 모듈화의 정착에 따라 일부 모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구미기업인 모토롤라의 베이징과 텐진을 세계적 생산과 연
구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과는 상이하다. 세계적인 플랫폼화나 부품
모듈화 진전에 따라 수직적 분업체계보다는 수평적 분업체계가 확산되고,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운영체제 표준화를 통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
망에서 보면 한․일 휴대전화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반도체

동북아 반도체산업은 각 공정에 따른 기능별 가치사슬 분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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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부품․소재와 관련하여 압도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
다. 한국은 종합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타이완
은 파운드리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종합반도체 기업 및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운영하는 제조전문업체가 발달되어 있다. 중국은 조립공정에 특화
되어 있으며, 현재 일부 파운드리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산업 중 메모리분야는 초기 투자규모가 커 장비 집약적인 특성으로 인
하여 지역에의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은 삼성에서
주도해왔고, 주요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은 수도권의 기흥과 화성에 소재하고 있
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제조장치와 부품‧소재는 간토와 규슈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바의 후공정 생산공장이 확장 건설됨에 따라 주부
지역이 새로운 클러스터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아직 웨이퍼 처리를 통해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 치
중되어 있고, 중국 내 다수의 외자계 기업도 중국 내에서는 주로 후공정 생산라
인을 가동 중에 있다. 전공정 업체들은 주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집적회로 생산의 중심지는 창장삼각주와 광둥지역이다.
휴대전화와 유사하게 반도체산업도 공정별 전문기업화를 통한 가치사슬의 분
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주로 구미 팹리스기업이 타이완의 파운드리
기업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
들도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타이완 및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비록 메모리분야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같은
종합반도체 기업이 구미기업에 비해 아직까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나, 반도체
시장이 비메모리 분야로 이동하고 있어 팹리스와 파운드리 기업의 분화와 협력
관계가 향후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지역 클러스터
간 협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사안
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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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 간 보완적 발전에의 시사점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의 지역 간 분업구조는 기술수준의 차이를 반영하
여 일본의 핵심지역이 우위를 점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전자산업에서의 지역
생산네트워크는 글로벌 네트워크화의 진전으로 비교적 개방된 수평적 분업구조
를 형성하고 있으나, 자동차산업에서는 폐쇄적 생산체제의 특성 상 지리적 클러
스터간의 네트워킹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 및 일본 기업의
중국 자동차 생산클러스터가 현지조달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고, 동시에 구미기
업의 개방형 생산네트워크와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부품부문에서 협력의 여지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산업 중에서도 LCD의 경우는, 지역클러스터화의 경향이 강해 지역 간 단
절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반도체산업 전
반에서 세계적인 플랫폼화나 부품모듈화의 확대추세에 따라 기술 수준에 따른
수직적 분업보다는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는 보다 수평적 분업체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화에 따른 가치사슬의 분절화, 개방적 디자인 및 설계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역클러스터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생산네트워크와 지역 간 보완적 발전 전략

동북아에서 주요 지역의 가치사슬에서의 지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간토권이나 긴키권과 같이,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치중되어 있는
지역, 둘째 주부권과 같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가치사슬의 전 부문을 갖춘
완결형 클러스터를 가진 지역, 셋째는 중국 광둥성과 같이 저부가가치 생산에 치
중된 지역이다. 글로벌 또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형성은 불가피하게 지역 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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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유발하게 되는데 경쟁의 요체는 모든 지역이 가치사슬의 상류나 하류부문
즉 고부가가치 창출 부문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일본의 간토나 긴키지역
은 기존의 지식기반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보이고 있으며 후발
주자인 중국의 3대 핵심지역 모두 현재의 생산기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가치사슬의 사다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
기 때문에 지역 간 경쟁은 약화되기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동북아 가치사슬에서의 지역 유형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경로를 따라 성장을 추구한다면 어느 단계에서는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강점을 추구하고 다양한 성장경로를 모
색하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분업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
역 간 보완적 분업구조의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1) 가치사슬에서의 지역 간 협력과 분업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형의 산업모델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가치사슬에서 지역의 경쟁우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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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가치사슬에서의 상류 부문으로의 이동도 필요하나, 글로벌 전문제
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유효한 발전 전
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타이베이-신추지역과 미국 실리콘밸리, 그리고 중국
창장지역 간의 삼각제조망의 구축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업종별로 가치
사슬의 분화 진행정도와 향후 전망에 근거하여 지역 간의 보완적 분업구조를 정
립하는 것이 개별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지역 간 연계발전

현 시점에서 자동차산업에서의 다수 지역 간의 생산클러스터 간 네트워킹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부품산업에서 초국경적 부품조달체계를 적극 활
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절감의
한 방편이며 동시에 지역의 입장에서도 동반 성장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현재 동
북아 자동차 생산클러스터의 제한적인 기술, 인재, 부품조달의 채널을 개방함으
로써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을 통하여 모든 지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은 동북아 LCD산업과 같이 국가별로 폐쇄적이고 단절된
네트워크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네트워크 간의 개방적
교류를 통한 혁신의 확대창조를 통하여 동북아 LCD 산업전체가 기술진보와 효율
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수도권, 일본의 주부지역, 그리고 중국의
창장삼각주 지역에 집중된 LCD 클러스터간의 지식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
다.
3) 물류․교통에서의 범지역적 플랫홈 구축

동북아 핵심지역 간의 자동차 부품 및 전자 부품의 교역증대는 물류에 대한 수
요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물류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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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필요로 한다. 현재 동북아 핵심 지역 간 물류 부문에서의 경쟁은 개별 지역의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전체 물류의 효율성 제고에 커다란 기
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지역이 거점공항과 거점항만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지역 간 보완적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물류거
점 경쟁보다 항만이나 공항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범지역적(예, 환황해권) 차
원에서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지역내외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글
로벌 기업의 환황해권 내 입지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항만 간 제휴와 정보
공유, 전자정보시스템의 도입, 공동물류단지의 조성은 권역내 모든 항만의 물류서
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기술지식의 확산을 위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도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과 인적 자원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협력과 경쟁을 통하여 도시 간 산업, 기능, 그리고 동일 산업에서의 가치사슬에
서 전문화와 차별화가 발생한다면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지
역에로의 입지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한편 개별 도시의 입장에서도 도시 간
네트워크는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과 마찬가지로 협소한 지식기반을 탈피하여 보
다 전문화된 기술이나 지원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도시발
전에 유리하다. 후쿠오카에서 제안한 바 있는 실리콘 해양벨트는 특정산업을 중
심으로 하는 도시‧지역 간 네트워킹의 참고 사례이다.

제6장 결 론 및 정책시사점
일본의 기술우위, 중국의 가격우위, 구미기업의 개방형 네트워크 관리역량 우
위라는 장벽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활로는 국제연계, 즉 초국경적 전후방 연계의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숙련인력과 기술개발 등을 통한 지역 핵심역량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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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및 클러스터 간 연계를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였으며, 공유거점 지역
(interface region) 또는 네트워크 지역(network region)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

하였다.

<그림 2> 공유거점지역과 타 지역과의 구분

지역 간 연계의 구체적인 방안은 공유영역의 확대와 창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지식기술이나 생산, 물류기반 등 보완적 자산의 공유이며, 둘째는 부품과
서비스의 표준화이며, 셋째는 상거래 및 정보공유와 관련한 규범과 가치의 공유
이다. 공유영역의 확대와 창조는 영합적(零合的) 경쟁관계를 양합적(陽合的) 경
쟁과 협력관계로 변환시키는 기제이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포함한 한국의 광역권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주변
지역과의 연계와 공유영역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우선적으로 보완적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의 환보하이지역 및 창장지역과 공유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LCD, 반도체 등 전자산업에서 그리고 영남권은
휴대전화와 자동차산업에서 중국의 환보하이 및 창장지역과의 연계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영남권은 일본의 규슈지역이나 주부
지역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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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보완적 자산의 공유를 위해서는 국내 지역의 지식기반 강화와 산업구
조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상대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등의
자산이 빈약하다면 지역 간 관계에서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고,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략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숙련인력
의 양성, 자동차와 첨단전자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는 지역경제의 입장
에서 가치포획과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반도체나 LCD 등 한국의
기술수준이 높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부문에서는 첨단기술 연구소를 수도
권내 클러스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기술 수준이 다소 떨어지지만 세
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산업에서는 제품개발 연구소를 표적으로 하여 동
북아 및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제품개발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이러한 국내 지역경제의 기반강화 노력과 더불어. 해당 산업의 새로운 동향
(예, 자동차산업에서 디지털화와 모듈화)을 선도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영남권,

징진지지역, 그리고 주부지역 간의 부품공동개발이나 연료전지개발에서의 제휴
와 협력 틀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부품산업에서도 일본이나 구미 부품모
듈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모듈화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개방적
부품조달체계가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품조달 시장의 활성화와 부
품의 표준화를 도입해야 한다. 영남권에서는 일본의 규슈지역이나 주부지역과
함께 동북아의 자동차 부품공급 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
다.
지리적 관점에서 정부는 환황해권을 지역 간 연계 구축의 전략적 권역으로 설
정하고,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환황
해권 도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전자와 자동차를 포함하는 제조업에서의
호혜적 분업구조를 정착시키고 중국이나 일본 또는 구미기업과 함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첨단 생산거점을 조성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 황해, 부산․진해 등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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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치사슬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류의 효율성을 개별 지역이
아닌 환황해권 전역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항만이나 공항이 환황해권
에 속한 도시나 지역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물류거점이 되도록 현재의
물류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한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
로 접목시켜 환황해권의 중국이나 일본 도시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자물류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대 전략의 골격에 맞추어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산업정책 및 국
토정책적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먼저 산업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첫째 기술변
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어도 동북아에서의 기술 및 부품의 표준화와 공동개
발을 선도해나가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에서 광역적 부품조달이 보다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국가 간 장벽을 없애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동북
아 생산 클러스터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류네트워크 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
는 과제이다. 넷째 한국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중국 생산클러스터의 개방체제 구축
과 현지화 강화이다. 분야별로 추진해야할 방안은 다양하나, 이러한 방안의 실천에
서는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역할이 클 것이다.
이상의 산업정책에서의 과제와 더불어 국토 차원에서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 핵심지역 간의 보완적 발전 정책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과제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 구축
과 연동할 수 있도록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산업과
기업의 고도화이며, 공간적으로 클러스터화와 국제적인 연계강화이다. 향후 우
리의 광역경제권 정책이 본격화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발전 전략을
초국경적 차원에서 주변지역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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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북아 지역 간 보완적 발전을 위한 국토정책 과제
내용

․가치사슬에서
의 지역간
분업확대

․클러스터 간
협력

전략
물류교통의
범지역적
플랫홈 구축

기술지식
확산을 위한
도시간
네트워크

세부 과제

대상지역(예시)

1) 전자 및 자동차
부품단지의 조성
1) 수도권 및 동남권
2) 경제자유구역 내 R&D 2) 인천, 황해, 대구․경북
및 디자인 기능유치
경제자유구역
3) 환경자동차 관련
3) 울산
공동 기술개발센터
1) 클러스터 거점에
1) 기술/인재 교류네트워크
설립(LCD는
구축
아산-평택, 반도체는
2) 동북아LCD 연구소설립
수원, 휴대전화는
3) 중국내 한국계
구미)
IT산업클러스터
2)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지원
3) 중국 수저우 등
1) 부산항 및 인천항과
중국 환보하이권 및
1) 항만, 공항 간 연계
창장권 항만과 제휴
강화
강화
2) e-물류
2) 환황해권 항만간
전자정보시스템
e-물류시스템
도입 및 시범사업
시범도입
3) 공동물류단지 조성
3) 웨이하이, 다펑 등에
공동물류 단지 조성
1) 부산(대일본)과
인천(대중국)을
공유거점도시로
1) 공유거점도시 조성
시범추진
2) 동북아 반도체
2) 수도권-영남권을
네트워크 조성
거점으로 큐슈,
타이베이,
상하이지역과 연계

관련 부처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해당지자체

지식경제부
해당지자체

국토해양부
해당지자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 색인어 _ 동북아, 생산네트워크,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호혜적 분업,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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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

이 장은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론을 소개하고 연구의 체계와 구성을 서술하고
있다.

1. 연구의 배경
중국의 개방개혁이후 동북아 역내 교역과 투자는 괄목할 수준으로 증대되었
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내 경제의존의 심화는 궁극적으로 역내 안정과
동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전후 일본의 동남아
및 아시아신흥공업국에 대한 투자를 통한 소위 안행형(雁行形) 발전모형이 2000
년대 이후 적실성을 상실했듯이, 수직적 분업에 의한 국가(지역) 간 발전 모형은
내재적 불평등성으로 인해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국가 간 호혜적인 분업구조
의 구축과 동반 발전이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에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라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방법론상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현실
은 기업이나 국가 간의 경쟁이 세계화의 진전으로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에서 협력과 동반발전의 논리를 구체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이익 추구보다 큰 차원에서의 공동이익을 상정하고, 이를 기업의 전략이
나 지역(국가)발전 전략 속에 녹여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특히 한중일 협력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간과했던 부분
은 동북아 지역경제의 핵심적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업과 시장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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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정책은 이러한 시장과 기업의 움직임에 뒤따르는 형태를 취해 왔다. 흔
히 무국경시대의 도래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국가와 정부는 그 존립의 이유로 인
해 국경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자국만
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또는 국내 정치적 이유로 국경의 의미를 과대 해석
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넘게 동북아의 경제교류는 기업과
시장의 힘에 의해 확대되어 왔고, 이러한 추세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
서 기업의 입장에서 국경을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하는 가는 그 자체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지역이나 국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국경의 약화가 경제의 지역화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국가 내 지역의 다양화
와 이들 지역이 경험하는 국제적 경쟁과 협력이다.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의 부상
은 단순히 중국 내 새로운 경제중심지의 형성이라는 의미를 초월한다. 주장삼각
주, 창장삼각주, 환보하이지역이라는 거대경제지역의 형성은 그 간 일본의 3대
핵심지역과 한국 및 타이완 등 신흥공업국의 일부 경제집적지의 위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이 어떠한 산업에서 특
화와 고도화를 이루고 있고, 동시에 국제적 연계를 맺어 가느냐에 따라 지역 간
의 분업관계도 변화할 것이다. 이는 곧 국가 간 분업관계의 재편을 의미하며, 동
북아 또는 동아시아 전역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거대 지역경제 간의 분업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동반 발전의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은 동북아 차원에서 유의미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거대경제에 둘러싸인
한국과 같은 중소경제에서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통상적인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동북아의 장래가 다수의 거대경제지역과 그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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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구축(II)

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전년도의 연구에서 동북아 8대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들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1) 이를 이어받아 금년도의 연구는 구체적으로 지역 간의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역할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빌려
조명함으로써, 지역 간의 호혜적 분업구조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므
로 소수의 대표적인 산업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동북아 국가 간 가장 큰 교역 비중을 차지하면서, 각 국의 전략적 산업이
되고 있는 전자산업과 중국 시장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중심
으로 역내 다국적 기업의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
로 지역 간의 보완적 분업구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북아 전체와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차용하고 있는 핵심적 개념은 글로벌 또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상이한 입지적 가
치를 지닌 지역들이 어떻게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고 활용되는 지를 파악
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 중 동북
아 3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LCD, 휴대전화, 반도체를 대상으로 동북아 생산네트
워크를 분석하여, 이러한 산업에서 지역 간의 분업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전년도 연구의 주요 결과는 보고서 말미의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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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대상지역

분석대상 지역은 전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주장(珠江)삼각주, 창장(長
江)삼각주, 징진지(京津冀) 지역,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 그리고 일본의 간토,
긴키, 주부지역을 선정하였다.2) 징진지 지역의 경우, 그간 도시 간 협력의 대상으
로 주목을 받아온 환보하이(環渤海)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타이완의 타이
베이-신추지역은 전년도 연구에서는 누락되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참고사례로
부분적으로 삽입하였다.

<그림 1-1> 8대 핵심지역의 위치

2) 주장삼각주는 홍콩, 마카오를 비롯하여 광둥성의 광저우, 선전, 주하이, 푸산, 장먼, 둥관, 중산, 후이저
우, 자오칭을 지칭한다. 창장삼각주는 일반적으로 상하이와 장수성의 8개 도시(난징, 수저루, 우시, 창
저우, 전쟝, 난통, 양저우, 타이저우)와 저장성의 7개 도시(항저우, 닝보, 자싱, 후저우, 사오싱, 저우산,
타이저우)를 지칭한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을
포함시켰다. 일본의 간토지역은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야마나시 등 6 현과 1 도(도
쿄), 긴키지역은 시가, 교토, 오사카, 효고, 나라, 와카야마의 2부 4현, 그리고 주부지역은 나가노, 기후,
시즈오카, 아이치, 미에의 5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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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산업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을 분석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
였다. 그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동북아 3국 간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자산업이고, 그 다음으로 수송기계이기 때문이다. 전자산업은 매우 광범
위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LCD, 휴대전화, 반도체라는 세 가지
를 선정하여 검토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형이며, 지역
간 수평적 분업구조의 구축이 용이한 업종인 반면, LCD나 메모리 반도체는 규모
의 경제와 초기 투자의 규모로 인해 가치사슬의 분절화가 크게 확산되지 못한
업종이다. 따라서 이들 네 가지 제조업 업종은 동북아 교역에서의 중요성 및 가
치사슬 분절화의 다양성을 내포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자동차와 휴대전화는 소비재이고, LCD 및 반도체는 중간재라는 특성을 지니
고 있어 지역 간 분업구조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위 네 가지 제조업 업종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물류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포함하였다. 이는 물류산업 자체의 지역 간 연계라는 특성과 위에서 선정
한 제조업에서의 교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조사방법

(1) 문헌조사

자료 수집과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2차 자료에 의거
하여 이들 업종에서의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을 분석하였다. 중국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개는 초보적인 수준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일본과 한국
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자동차와 전자부문 주요 기업의 중국내 생산
기지나 연구개발 기지는 개별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추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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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조사

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실태와 장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부
분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해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 기업은 중국에 생산 및 연구개발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현대,
삼성, LG 3개 기업이며, 1차 적으로 설문 내용을 전자메일을 통해 송부한 뒤 부
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추가 보충하였다. 이들 3대
기업은 기업전략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태도를 보여 지역생산네트워크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밝혀둔다.

(3) 전문가 자문, 원고의뢰 및 해외전문가 워크샵

중국 및 일본에 대한 경제 및 산업 전문가들과 두 차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연
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동시에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및 동북아
지역 간 경쟁 및 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들에게 부문별(자동차, 전자, 물류)
로 원고를 의뢰하고 이들 부문별 전문가 원고를 본 보고서의 작성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중점 대상지역인 중국 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및 징진지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사정에 정통한 해외전문가들과 워크
샵을 개최하였다.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을 중심으로 타이완 및 일본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 실태와 및 전략에 관련된 부분은 본 보고서에 요약하여 포함시켰
다(상세한 내용은 부록 2참조).

4. 연구의 체계와 구성
연구의 체계는 <그림 1-2>에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론적 검토에서 출발
하여, 선정된 산업에서의 생산네트워크 실태 파악과 지역 간 분업구조의 현황파
악에 이르는 과정을 밟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지역 간 연계․협력
전략의 도출을 위해 지역특성 및 지역 간 연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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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네트워크의 이론적 검토와 실태파악 결과에 결부시키는 과정을 밟았다.
보고서의 구성은 연구의 체계를 따라, 2장에서는 지역발전과 생산네트워크에
관련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동북아 핵심경제 지역의 주요 특성을 소개
하고, 이들 지역간의 교역 및 투자 연계를 중국의 3대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4장은 자동차, LCD, 휴대전화, 반도체 산업에서의 동북아 역내 생산네트워크
의 실태와 분업구조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5장에서는 3, 4장의 결과
를 대입하여 지역 간 보완적 발전 전략을 도출하였다. 6장은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2> 연구의 체계
지역발전 및
생산네트워크의
이론적 검토

지역 간 관계의
유형 파악

지역특성 및 지역
간 연계 현황

생산네트워크의실태
파악
전문가 자문 및
원고의뢰

자동차

LCD

휴대전화

반도체

문헌조사
면담조사

생산네트워크로 본
지역간 분업구조

동반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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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생산네트워크의 이론적
검토

이 장에서는 생산네트워크 개념을 통상적인 지역발전 이론과 접목시켜, 생산네트워크
의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발전 및 지역 간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동북아라고 하
는 구체적 장소에서 모색하였다. 5장에서의 전략 도출을 위하여 지역 간 관계 유형을
생산네트워크 이론 및 일반적 지역경제 이론에서 추출된 비용 및 기술격차와 집적(규
모) 경제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1.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이나 분석대상과 일치하는 국내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해외
연구도 대부분 국가 간 다국적기업에 의한 생산네트워크 전개를 다루고 있다. 김
주훈(2004)은 IT 산업에서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대에 주목하여 구체적으
로 미국과 동남아 지역 생산 분업, 중화경제권 형성과 동북아지역 전자산업의 생
산 분업을 다루었다. 세계경제의 통합 추세에 따라 지역클러스터가 어떻게 발전
하는 가를 외국 사례를 통하여 검토하고, 한국의 지역혁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정성춘․이형근(2007)은 자동차산업에서의 동북아 생산분업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 자동차 완성차업체의 중국 진출에 따른 중국내 자
동차 생산클러스터의 구축에 대한 실태를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상세
하게 분석하였다. 현지에서의 부품조달 관계, 현지 생산클러스터와 본국 클러스
터와의 관계, 그리고 중국내 생산클러스터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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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2004)의 연구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에 따른 동아시아
산업지리의 변동과 동아시아의 성장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원고의뢰 방식으로 추진되 다양한 분야와 동아시아
전역을 다루고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기 보다는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전년도 연구의 결과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글로벌 또는 지역 생산네
트워크의 형성을 동북아 8대 핵심지역 간의 보완적 관계 구축에서 결정적인 요
인으로 간주하고, 자동차, LCD, 휴대전화,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에서의 지역생산
네트워크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 간 보완적 분업구조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대상 산업에서는 선행연구와 일부 중첩되고 있으나, 분석
의 공간적 범주가 국가가 아니라 국가내 하부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김주훈(2004)과 정성춘․이형근(2007)의 연구가 궁극
적으로 한국 산업 및 지역의 대응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는 동북아 핵심지역들 간의 호혜적 분업관계를 통한 동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이론 검토 부분은 일반적 지역발전론 이외에 지역 간
관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적 토대를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시도하고자
하고 있다. 본 장의 2절에서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간략한 이론적 검토와 더
불어, 이 개념이 지역발전과 지역 간 관계설정에서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 있다.
경제통합의 진전과 국경의 약화에 따라 지역 간의 관계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지
역경제의 기본적 원리인 규모와 집적의 경제는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가능한 관계 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지
역 간 보완적 분업구조 구축에서 하나의 준거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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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선행연구와의 비교
구분

선
행
연
구

연구 방법 및
대상지역

연구 목적

주요 내용

- 글로벌 생산네트 워크 개
념
- 자동차 시장환경 변화 및
기업의 대응
- 한일기업의 중국내 생산
네트워크 실태
-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방안
- 미국 IT 산업의 변천 과
정과 동남아지역 해외
투자 유치사례
- 세계적 IT 지역클러스터
의 진화
- 한국의 IT 산업 성과 분
석과 정책과제

정성춘․이형근
(2007)
한․일기업의 동
아시아 생산네트
워크 비교연구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한․일 자동차 산업
의 중국내 생산네트 - 문헌조사
워크의 구조와 특성 - 현지조사
의 비교분석과 정책 - 한․중․일
과제 도출

김주훈(2004)
동아시아의 글
로벌 생산네트
크와 한국의
혁신정책 방향
-IT산업을 중심
으로-

IT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개 및 동 - 문헌조사
북아지역 생산 분업에 - 면담조사
근거한 한국의 지역혁 - 동아시아
신 정책 방향 모색

Sahid Yusuf 외
(2004)
G l o b a l
Production
Networking and
Technological
Change in East
Asia

- 전자자동차 부문 글로벌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생산네트워킹 실태
형성에 따른 동아시 - 전문가 원고 의뢰
- 물류 및 공급사슬관리
아 생산지리의 변화와 - 동아시아
- 기술혁신, 전파, 연구개발
장래 성장가능성 파악

본 연구

동북아 지역생산네트
워크 실태분석을 통한
지역간 호혜적 분업구
조 구축 전략 모색

- 지역발전과 글로벌생산네
트워크
문헌조사
-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특
면담조사
성과 지역 간 관계
전문가 원고의뢰
- 자동차․전자 산업에서의
한․중․일 및
동북아 생산네트워크 현황
타이완
- 지역 간 동반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전략

2. 지역발전의 두 가지 패러다임
지역발전 이론은 크게 지역내부의 자산이나 요인에 중점을 두는 내생적 지역
발전 이론과 수출이나 외국인 직접투자 등 지역외적 요인에 중점을 두는 외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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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Scott and Storper 2003, MacLeod 2001). 정책
측면에서 내생적 발전론은 지역내부의 자산과 지역 내 제도와 기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고, 반면 외생적 발전론은 지역외적 요인들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10년여 간 많은 실증 연구와 이론적 진전을 이룬 지역클러스터와 지역혁신
체제는 내생적 발전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Cooke et al 1998, Porter 1998).
한편, 외생적 발전론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현실은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
인이 모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Storper (1997)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는
‘흐름의 경제’와 ‘영역경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축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

업 조직의 영향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3) 생산체제의 특성에 따라, 내생적 및
외생적 요인의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생산과정과
가치사슬의 분절이 용이해지고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생산체제가 네트워크 형태
로 변모하게 되고 기업 간 교역이 활발해져, 자연스럽게 영역경제에서 흐름의 경
제로 진화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산업은
국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역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장소특
정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산업의 경우, 영역화의 경향이 높고 국제적 교역
가능성이 낮아 글로벌 생산체제의 구축이 어렵다.
내생적 및 외생적 발전론 모두에서 동의하는 바는 지역내 규모와 집적의 경제,
그리고 지역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부경제의 중요성이다. 내생적 발전론이 지역내
규모나 집적의 경제를 강조한다면, 외생적 발전론은 외부경제를 보다 중시한다
고 할 수 있다. 지역내 규모나 집적, 또는 범위의 경제, 그리고 혁신을 창출하는
지역사회 기반 등은 외생적 발전론에서도 지역의 비교우위 확립에서 중요한 요
인으로 주목하고 있는 만큼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의 실제적 적용에서 현격한 차이
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와 유사하게, Castells (2000)는 세계가 ‘장소의 공간’에서 ‘흐름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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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발전
경제의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표준화의 확대는 이러한 흐름의 경제로
의 전환을 촉진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일부 학자들은 기업
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개가 지역발전과 결과적으로 지역 간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Yeung 2006, Coe et al 2004, Henderson et al
2002). 이들 주장의 요지는 지역발전은 내생적 요인에 주도되기 보다는 점차 세계

화나 지역화라고 하는 탈지방적 과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부언하면 기업
과 기업의 전략이 지역발전과 지역 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다. Coe et al (2004)에 의하면, 지역발전이란 “변화하는 지역거버넌스 구조하에서
영역화된 관계 네트워크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동태적
결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이 지역고유의 비교우위나 지구화 과정의 경직
된 구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지방화된 성장요인과 초지방적 행위자(예, 초
국적 기업)의 전략적 필요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 보완성과 전략적 결합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산이나 기구의 중요성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정부나 노조, 기업단체를 포함하는 지역기구가 기
술, 조직, 영역 등 지역 자산을 초국적 기업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
라 지역발전의 상이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역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대변되는 기업의 ‘전략적 결합’은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가치를 창조, 강화,
포획하기 위한 것이며, 초국적 기업과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지역의 전략적 결합관계는 동아시아의 사례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이나 동남아와 같이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 내 선도기업의 저비용 생산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생산 플랫홈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고 있다 (Yeung 2006, Ernst 2003). 즉
이들 지역의 전략적 결합이란 저비용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것이다. 둘째는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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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신추 지역과 같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선도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활동하
면서 동시에 중국 진출을 통하여 삼각 제조망을 구축하는 사례이며, 이는 지역의
중개자 역할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이다. 이와 유사하게 싱가포르도 선도기업의 직
접투자를 유치하여 동남아 지역의 지역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타이베이신추나 싱가포르 사례 모두 지역의 대중국 또는 대동남아 전문지식, 전략적 입지,
구미지역과의 연계를 해당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결합의 유형이다.

<그림 2-1>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발전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선도기업
∙자기업/공급자
∙고객

지역기구
∙정부기구
∙비즈니스협회
∙노조, 비정부기구 등

지역발전
∙가치창조
∙가치강화
∙가치포획
전략적 연계과정

의존과 변용

지역자산
∙기술, 인재
∙조직, 제도
∙기반시설
자료: Coe et al 2004, p. 470

이와는 달리 지역내 연구개발이나 정밀기계 공정 등의 상위 가치사슬에 특화
된 고유자산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는 전략적 결합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반면 해당 지역 자체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선도기업이 입지
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의 간토, 긴키, 주부지역의 경우 지역내 고유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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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하여 혼다, 마츠시다, 도요타 등의 초국적 기업이 자체적으로 글로벌 생
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당산업에서 구미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또 다른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경쟁하고 있다.
한편 타이완이나 한국의 수도권 및 영남권은 초기에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선도기업과 기술제휴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생산방식)
방식의 관계를 통하여 성장했으나 최근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일부 산업에서 국
내 대기업의 자생적 혁신에 의해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자생산
설계) 또는 OBM(Orginal brand Manufacturer: 자체브랜드생산)을 통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글로벌 기업들과 부분적인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지역발전에 있어 외부
글로벌 선도기업의 역할이 덜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국내 글로벌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지역 간 관계에 대한 시사점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화 그리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추세를 감안한
다면, 과거 국가라는 보호막 속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온 방식은 그 유효성이 감
소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산이 의미하는 바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내생적 발전에서 강조하듯이 내
생적 기업의 육성이나 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조성도 지역발전에 유효
한 방편이 될 수 있으나, 글로벌 선도기업의 유치와 지역 기업과의 결합을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지역발전에서 외생
적 요인의 영향력이 증대하게 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 간 적어도 글로벌 선도기업
의 유치에서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IT산업에서는 실제로 타이베이-신추, 창장
삼각주, 싱가포르, 한국의 수도권, 말레이시아의 페낭 등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Ernst 2004).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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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 간 경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내부
또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Yeung 2006). 다수의 지역거점을 가진 글로벌 선도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간

경쟁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실제
로 글로벌 선도기업은 타이베이나 싱가포르는 전략적 파트너로, 창장지역이나 페
낭 등은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이들 지역을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개발국가의 잔재가 남아 있는 동북아 3국은 지역발전 정책 수립에 있어서, 내
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개방경제 하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발전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이 상
이한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동일할 수는 없다. 예를 들
어 다수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일본의 간토지역과 그렇지 못한 중
국의 광둥지역이 동일한 발전 전략을 구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전략적 결합의 형태도 상이할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은 비록 일본의 3
대 핵심지역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소수의 자생적 국내 선도기업이 자리하고 있
어 IT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또는 적어도 동북아 차원의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통
한 지역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한편 조선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
는 영남권은 산업의 특성 상 글로벌 또는 지역 생산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지
않고, 그나마 글로벌 500대 기업에 드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 글로벌 생산네트
워크에의 편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4)
이상의 논의가 던지는 시사점은 지역발전 정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전개
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당 지역이 가진 역량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선도기업은 그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지역을 떠날 수 있으므로, 지역의 관점에서는 가치사슬의 상류부문으
로 이행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 내 산업과 기
업의 구조 고도화가 부단히 지속되어야만,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영남권에는 철강회사인 포스코만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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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간 관계의 가능한 형태
동북아의 핵심지역 간 관계를 전망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논의를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다. 생산의 글로벌화 및
지역화 추세를 감안할 때, 생산 활동에서 지역(기업) 간 교류와 연계를 확대하는
특성을 지닌 산업의 경우 가치사슬의 분화가 용이할 것이다. 반면, 글로벌화 및
지역화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경향을 보이고 국제적인 연계가
확산되지 않는 산업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역 간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
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생산요소나 기술에서의 지역 간
격차, 특정 장소에서의 규모 및 집적의 경제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
간 보완 또는 경쟁관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그림 2-2 참조>.
위 요소들은 생산 활동이나 산업에 따라서 상이하게 표출될 것이며, 결과적으
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간 관계 유형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간
보완적 관계 구축의 가능성도 산업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I 상한에서와 같이 지역 간 요소비용의 차이가 클 경우 지역 간 보완적 관계

형성의 가능성은 크며, 그 형태는 가치사슬에서의 분화나 공정 분업으로 나타나
게 된다. 그러나 지역 간 분업을 통한 보완적 관계의 정도는 규모나 집적의 경제
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생산조직의 통합도가 높을수록 작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주요 부품공급업체가 최종조립 대기업과의 근접
성을 요하므로, 분산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보다는 위계적 구조에서 특정지역 내 클
러스터를 형성하는 경향이 크다. 가령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중국시장을 위한 중국
내 도요타 자동차 클러스터는 일본 내 도요타 자동차 클러스터의 이식에 가까운 방
식을 취하게 되어, 클러스터 간의 분업관계는 연구개발기능이나 핵심부품 생산은
일본 내 클러스터에 잔존시키고, 중국에서는 중국 내 수요 및 해외 수출에 필요한
생산과 조립에 집중함으로써 가치사슬에서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지
역 간 보완적 또는 협력관계는 주로 범용 부품의 공동 활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구미계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근 모듈화가 확대되면서 주요 생산 거점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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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간의 연계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국이나 일본식 보다는 높은 수준의 지역 간
협력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러한 차이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2> 규모의 경제와 지역 간 요소비용/기슬 격차에서 본 지역 간 관계 유형
규모나 집적의 경제
고

저

II
I

고
지역 간
생산요소/
기술적
격차

․지역 간 협력의 가능성은
크나, 그 형태는 지역클러
스터 간 협력 또는 기업 간
전략적 제휴로 시현

III

저

․지역 간 협력보다는 보완적
경쟁이나 경합적 경쟁으로
시현될 가능성
․기술, 제도, 언어 등 공유시
지역 간 외부성으로 인해 연계
용이

․기업

간/내 공정분업 또는 다
수의 지역에 분산된 공급기
업 간의 협력 가능(기업의 초
국경적 조달체제형성의 용이
성에 좌우) 지역 간 관계는
보완적 협력/경쟁

IV
․일반적으로 지역 간 관계
형성은 미미하나 관광과 같
은 비이동성 수출서비스에
서 지역 간 보완적 협력 가
능(부분적으로 물류도 해당)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LCD나 메모리 반도체산
업의 경우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최종조립기업과 부품공급업체 간의 근접입
지가 필수적이므로 지역 내 클러스터 형성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이한
지역의 클러스터 간에는 요소비용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의 관계는 가치사슬에
서 차별화를 동반하는 보완적 관계 또는 제품차별화를 통한 보완적 관계로 전개
되는 경우가 많다. LCD 패널의 경우 한국은 대형 패널을 국내 클러스터에서 소
형 패널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LCD와 같이 클
러스터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지역 간 경쟁 또는 경합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규모(집적)의 경제와 더불어 장소 특정적 자산(예, 인재와 혁신체제)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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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인 경우(예, 첨단산업이나 생산자서비스) 지역 간 특화로 인하여 보완적 경
쟁 또는 경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개발과 혁신의 밀도가 높은 도쿄
권의 경우 첨단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상류부문에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었으나
상하이권과 같은 후발지역의 추격으로 점차 보완적 경쟁관계로 진입하게 된다.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홍콩, 도쿄,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 들 간에도
특화를 통한 보완적 관계가 가능하지만, 금융거점이 되기 위한 경쟁을 통하여 상
호 경합적 관계로 변모할 수도 있다. 한국의 서울을 금융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기존의 금융 중심지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동아시아나 동북아의 금융거점으로 고도화되기 보다는 국내 거점으로
잔존하게 될 것이다.
II 상한의 경우는 요소비용의 차이로 인해 기업의 지역 간 공정 분업(선진지역

핵심부품/자본재생산, 후진지역 범용부품 생산 및 조립과 같은 수직적 분업)에
따른 보완적 협력이 일반적이다. 이는 흔히 제품수명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
다(Tachiki 2005). 반도체 또는 LCD 일부 분야에서 한․중․일 3국 간의 분업구
조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공정 분업 양상을 띠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정분업이
국가 간 지역 간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간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있다.
또 한편 전자부품산업과 같이 과점기업의 글로벌 조달체제에 의해 기업 간 경
쟁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 간 관계가 보완적인 것에서 경합적인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 지역 간 경쟁은 거대 부품업체가 부품을 범지역적인 차원에서 공급하거
나 최종 조립기업이 표준화된 부품을 범지역적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국경장애가 작을수록 지역 또는 글로벌 조달체제 구성이 유리하게 된다.
특정 지역의 중소 부품업체는 이러한 범지역적 또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
숭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경쟁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 간의 관계도
거대 부품업체의 입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III 상한은 규모나 집적의 경제가 존재하고, 지역들 간의 요소비용의 차이가 크

지 않고 기술 수준이 유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협력 또는 경쟁관계이
다. 지역 간 기술 수준이 유사하고, 제도적 병합성이 높으면서 지역 간 외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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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경우 보완적 협력 또는 보완적 경쟁관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이나 일본의 지역 간에 가능하며, 특히 한일해협권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다.5) 그러나 지역 간 외부성이 없을 경우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클 경우 지역 간 관계는 경합적 경쟁관계가 될 가능성이 농
후하다.
IV 상한은 관광이나 지방수요 충족 서비스 활동과 같은 장소 특정적 경제활동

에 해당된다. 관광의 경우, 입지적 고정성으로 인해 역외 수요와 관련하여 경합
적 경쟁관계일 수도 있으나 지역 간 관광협력을 통하여 역내외 수요 창출도 가능
하므로 보완적 협력관계도 성립될 수 있다. 물류의 경우 항만이나 공항 등 입지
적 고정성으로 인하여 역내 전체 물류 수요가 감소할 경우 지역 간에 경합적 경
쟁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수요 증가인 경우 보완적 경쟁관계도 가능하다.
다만 경쟁관계는 항만이나 공항의 노선수, 빈도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위계화를
발생시키면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I 상한에서의 지역 간 관계는 클러스터 간 보완 또는 경쟁적 관계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동북아의 LCD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의 핵
심지역은 가치사슬의 상류에 강점을 보이고, 중국의 지역들은 대부분 가치사슬
의 중류 부문 즉 제조부문에 특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위와 같은 불평등 분업구
조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지역 간 보완적
관계의 유지는 결국 요소비용의 차이를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클러스터의 개방
성과 클러스터 간 교류가 경쟁적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이다.
II 상한은 현재 동북아 지역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인 방식

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발전정책이 그러하듯이 연구개발과 인재의 육성을 통
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현재

5) 지역 간 외부성은 유사한 기술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 간에 기술 확산의 효과가 크다는 실증적
연구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 간 외부성이 규모의 경제를 초월하는 경우 해당지역들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Simon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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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사슬에서의 지역 간 불평등한 분업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간 동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구축할 것인가는 기업들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III 상한은 동북아 핵심지역 간 기술유출 우려,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의 미정

립으로 보완적 관계 구축이 쉽지 않지만, 자유무역협정이나 기술제휴 및 인재교
류 등이 확대되면 가치사슬의 분절화가 용이해지고 동시에 범지역적 생산네트워
크 구축이 가능한 공간이다.
IV 상한에서는 산업에서의 분업보다 장소(도시)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물류

분야에서의 표준화 및 전자정보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범지역적 협력 관계의
도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상과 같이 ‘규모의 경제’와 ‘요소비용 또는 기술적 격차’를 중심으로 하는 이
론적 차원의 지역 간 관계는 산업별 실증분석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
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 중 LCD, 휴대
전화 및 반도체에 대해 분석하고, 물류와 금융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논의를 바탕
으로 지역 간 관계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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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특성과 지역 간
경쟁 및 협력

3장은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구축과 가치사슬의 지리적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
성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지역 간 분업구조의 현황을 교역 및 투자 자료에 의해 분석,
정리하고 있다.

1. 지역특성과 지역 간 연계
1) 8대 핵심지역의 개황과 특성

안행형(雁行形) 모형은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계적 발전을 설명하는데 유
효했으나, 현재의 동아시아 발전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적실성이 떨어진다. 그 배
경에는 일본의 일본식 방식의 고수, 구미기업의 동아시아 진출, 신흥공업국의 성
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경제의 부상이 있었다. 이러한 분업구조의 변화는 국
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관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북아에서
지역 간 관계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지역의 특성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대해서는 전년도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본 절에서는
개략적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규모에서 국제환율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간토지역 지역총생산(GRDP)은
한국의 경제 규모보다 크다. 한국의 수도권도 타이완경제보다 큰 규모의 GRDP
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환율을 적용한 달러표시 GRDP보다 구매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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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GRDP가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GRDP가 국가
GDP 총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의 창장지역은 일본의 긴키지역 및 한

국의 수도권을 이미 능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김원배 2007).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지역으로 작동하고 있는 홍콩을 포함한 주장지역도 한국의 수도권 GRDP를
추월하여 일본의 긴키지역의 GRDP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3-1>.
지역 경제규모가 시사하는 바는 규모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다. 중력모형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지역 또는 국가 경제 간의 상호작용은 결국 양 경제의 규모
와 제도적 차이를 포함하는 거리의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나 발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인당 GRDP가 보다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지리의 구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총량적 규모가 나
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원배 2007).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생산네트
워크 전개는 해당산업에서의 지역의 특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중국
의 3대 지역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강한 특화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화도가
1997-2005년 기간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기․전자업종에서 중국
3대 지역 모두 2005년 시점에서 보면 1997년에 비해 상당한 집적을 이루면서 특

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
일본의 3대 핵심지역 중 도요타가 입지하고 있는 주부지역을 제외하면 제조업
에서 특화현상을 볼 수 없으며, 기존의 제조업도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다. 이
러한 현상은 정밀기계를 제외한 제조업의 부가가치 절대 규모의 축소에서도 드
러나고 있다(김원배 2007).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은 제조업에서 강한 특화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
기․전자부문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 모두 입지계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적어
도 2005년 시점까지는 전기․전자부문에서의 집적현상을 시현하고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남권은 자동차와 조선 등 수송기계부문에 특화현상이 매
우 두드러지고 있고, 절대 규모에서도 일본의 주부지역에 버금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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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기본 지표
구 분

구매력지수 GDP 2005
(10억 국제달러)

국제환율 변환 GDP 2005
(10억 미국 달러)

인구 2005
(천 명)

중

국

8,573

2,229

1,304,500

창

장

1,338

348

82,280

징진지

438

114

34,700

주

623

162

40,780

801

340

47,724

장

주장+홍콩
일

본

3,944

4,506

127,956

간

토

1,444

1,650

42,370

긴

키

596

681

20,890

추

부

574

656

17,220

한

국

1,056

794

48,294

수도권

479

360

23,050

영남권

282

212

12,985

주: 중국의 3대 지역은 중국 내 문헌에서 주장하는 권역을 수용, 따라서 일본이나 한국의 권역보다 과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중국의 3대 지역 기반시설 투자추세를 감안하면, 장래 경제 권역
으로서 작동 가능한 범위로 수용할 수 있음. 한국은 강원도와 경북의 일부를 제외한다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음.
자료: 김원배(2007).

산업별 지역집중도는 일반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전자통신, 의복 등의 산
업에서 높고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일수록 지역에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가전과 의복은 주로 창장, 주장, 징진지지역
에 집중되어 있고 컴퓨터, 전자기기 산업도 주로 주장, 창장, 징진지지역에 집중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산업은 대도시주변에 입지하여 도시화 경제를 향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an and Scott 2003). 반면, 자동차 산업은 자본집약도가 높지
만 기술 집약도나 관련 산업의 존재로 인해 지역집중의 경향이 강한 특성을 지닌
다. 중국은 최근 시장경제의 도입이후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소위 3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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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김원배
2007).

일반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는 서비스경제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표 3-2>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의 3대 지역은 운수통
신,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3대 서비스업에서 이미 특화되어가는 경
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토지역은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3대 분야 모두에서 8대 핵심지역경제 중 유일하게 입지계수 1 이상을 나
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1996-2004년 기간 동안 특화도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
세이다(김원배 2007). 긴키지역은 금융보험에서 지역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을 보이고 있으나, 운수통신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서는 특화 정도가 강화되
고 있는 추세다. 한편 주부지역은 운수통신에서 약한 특화현상을 시현하고 있으
나, 절대규모의 감소로 향후 특화 경향은 예상이 불가능하다. 주부지역의 경우
서비스업의 상대적 비중이 낮아 해당 지역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수도권도 금융보험과 운수통신에서 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보험에서의 특화 정도는 일본의 간토지역보다 높다. 영남권은 1997-2005년
기간에 운수통신에서 집적이 강화되고 있어 아직은 특화되어 있지 못하고 금융
보험이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서 수도권에 비해 약세에 있다. 국제적인 비교
에서도 일본의 3대 핵심지역보다는 특화 정도가 뒤처지고, 중국의 창장지역과 유
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원배 2007).
이상에서 살펴 본 8대 핵심지역의 특성과 경제발전의 수준을 감안하면, 중국
의 3대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개발 도상의 지역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동시에 제조업에 특화된 동북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선진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본의 3대 지역은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에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가치사슬의 상류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광범위한 기술지식 기반을 갖춘 간토지역은 동북아 가치사슬의 정점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및 관련 산업에 특화된 주부지역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
산네트워크를 가지고 해당산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긴키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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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에서 다수의 세계적 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글로벌 또는 지역생산네트워
크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표 3-2>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산업특화
수송용
기계

일반기계

정밀기계

전기전자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징진지
1997
2005

0.96
0.99

2.84
2.29

1.27
1.51

0.27
0.41

1.06
0.82

1.38
1.05

0.32
0.53

창장
1997
2005

1.02
1.05

2.51
3.32

1.74
2.16

0.81
1.08

0.87
0.69

1.04
0.64

0.26
0.37

주장
1997
2005

0.50
0.89

2.63
4.01

1.72
3.12

0.92
1.70

1.17
0.71

0.51
0.45

0.31
0.52

간토
1996
2004

0.36
0.26

0.48
0.23

0.80
0.44

0.75
0.34

1.00
1.04

1.20
1.26

1.24
1.37

주부
1996
2004

1.57
1.35

0.78
0.40

0.66
0.57

0.85
0.66

1.04
1.04

0.67
0.71

0.92
1.01

긴키
1996
2004

0.26
0.24

0.79
0.41

0.49
0.43

0.72
0.48

1.04
1.08

0.89
0.85

1.12
1.21

수도권
1997
2005

1.65
1.22

2.42
1.20

1.72
1.78

3.08
3.67

0.91
1.15

1.28
1.53

0.61
0.61

영남권
1997
2005

5.04
4.67

2.55
1.88

4.15
2.98

2.91
4.33

0.82
0.94

0.64
0.74

0.30
0.27

중국

일본

한국

주: 표 수치는 입지계수로서 1인 경우 한중일 3국 전체의 산업구조와 개별 지역경제의 산업구조가 동일
한 경우이며, 1 이상인 경우는 특화를, 1 미만인 경우는 해당지역의 특정산업에서 상대적인 미발달
을 의미함
자료: 김원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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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은 동북아의 상호의존적 지역관계에서 일본의 3
대지역과 같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현재 중국의 핵
심지역에 대해서는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전자
산업에서 독자적인 중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영남권도 자동차 및 조
선 산업에서 중국의 징진지지역 및 창장지역과 연계를 맺고 있으며,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3대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으로 한국 수도권과 영남권의 위와 같은 역할이 장기
간 지속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연구개발 역량, 기술지식 기반, 금융이나 물류와 같은 지원 산업의 발전 정도
를 개략적으로 평가해 보면 일본의 3대 핵심지역은 중국의 3대 핵심지역과의 보
완적 분업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의 2대 핵심지역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첨단 기술제품 및 연구개발 역량의 본국 내 보유 성향과 기술의 타
국가 이전에서의 인색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중국 핵심지역과의 수평적 분업관
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불리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
은 핵심기술이나 연구개발 역량에서 일본 지역에 비해 열세에 처한 것은 사실이
나 보다 개방적인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중국 핵심지역과 보다 호혜적인
분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6)

6) 지역별 자료 부재로 국가 간 산업기술경쟁력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인용하면, 아래 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한․일 간의 격차가 한․중 간의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3국 간 경쟁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 가

국가여건

인적․물적
자원

기술적
요소

생산수출역량

종 합

일 본

76.0

78.8

83.2

80.2

78.0

한 국

71.8

68.3

76.2

79.3

71.2

중 국

80.0

69.0

60.8

79.4

68.1

주: 각 영역별 지표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결과임
자료: 장보영(2007), p. 160의 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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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구개발 인력 및 지출 (2006년)
연구개발 인력
지역

환보하이

장강
삼각주

주강

수도권

영남권

성/도/시

연구개발 지출

종사자수(인)

인구 천인당
종사자수

베이징

106,699

6.75

2384

2.41

텐진

9,676

0.90

123

0.23

허베이

9,554

0.14

225

0.15

산둥

16,363

0.18

106

0.04

라오닝

18,135

0.42

251

0.22

소계

160,427

0.69

3089

0.45

상하이

30,340

1.67

680

0.52

장수

25,829

0.34

496

0.18

저장

9,098

0.18

156

0.08

소계

65,267

0.46

1332

0.22

광동

14,266

0.15

105

0.03

서울

100,801

9.90

5,233

2.59

인천

12,686

4.83

1,144

2.66

경기

107,862

9.89

11,771

6.42

소계

221,349

9.34

18,148

4.24

부산

12,677

3.51

619

1.23

대구

8,332

3.34

327

1.12

울산

6,405

5.86

564

1.30

경남

16,461

5.19

1,264

2.09

경북

18,389

6.84

1,626

2.70

소계

62,264

4.77

4,400

1.81

총액(백만 달러) GRDP 비중(%)

주: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지역별 연구개발 관련 통계는 공공 연구기관 수치만 수록되어 있어, 한․중
지역과 등가 비교가 불가능하여 위 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자료: 중국은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한국은 통계청자료(http://www.ns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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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3-4>은 동북아 8대 핵심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미국 특허청에 특허신
청 건수를 예시하고 있다. 4개 업종 모두에서 간토지역은 압도적인 특허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긴키지역과 한국의 수도권에서의 특허 건수가 많다.
중국의 3대 지역은 아직 특허 건수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의 핵심지역에 훨씬 뒤
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에서는 간토와 주부지역이 앞서
있다. 반도체에서는 간토, 긴키, 수도권의 순으로 관련 산업의 집적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에서는 간토와 한국의 수도권이 유사한 특허 건수
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수도권에 형성된 휴대전화 지역클러스터의 강한 연구개
발 역량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LCD 패널 분야에서 비록 한국의 수도권이 일본
을 앞서고는 있으나 부품․소재 관련 저변산업의 미발달로 특허 건수에서 일본
의 간토지역과 긴키지역의 특허 건수에 미달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한국의 영남권이 반도체, 휴대전화 단말기, LCD 패널 생산에서 일정한 생산 집
적을 이루고 있지만 연구개발 기능의 취약으로 불완전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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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동북아 도시별 미국 특허청 특허건수
지역
징진지

창장

주장

수도권

영남권

간토

긴키

주부

도시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
수저우
우시
창저우
난통
양저우
타이저우
항저우
광저우
선전
주하이
동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부산
대구
울산
포항
창원
가나가와
군마
도치기
도쿄
사이타마
이바라키
치바
야마나시
교토
나라
시가
오사카
와카야마
효고
기후
나가노
미에
시즈오카
아이치

자동차
4
2
7
1
1
1
1
41
1
5
1
2
6
1
3
5
276
144
723
364
40
29
18
46
18
32
90
2
95
43
13
22
253
564

반도체
122
36
217
4
43
1
1
1
1
3
12
26
1
1
7132
377
3347
784
55
26
1639
56
104
157
24
52
44
16609
20
934
39280
2560
2289
2675
892
4741
3955
964
6174
103
5571
641
1776
267
2009
1389

휴대전화
22
29
10
3
1
4
86
670
71
169
59
174
5
96
10
7
9
2
3
369
15
745
102
31
67
14
93
73
27
157
1
58
21
62
7
22
14

LCD
42
1
33
3
3
1
40
2264
173
1157
209
27
37
508
29
70
191
15
12
16
6480
4
367
10607
1304
649
1381
235
1094
1937
247
1667
57
397
698
542
-

자료: 미국특허청(http://www.uspt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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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국가) 간 교역과 투자

(1) 국가 간 교역

한․중․일 3국 간 교역은 지난 20년간 급속하게 증대되었고, 교역 구조 또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역내교역의 증대와 더불어 초기의 산업 간 교역에서
산업 내 교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동시에 교역의 가공단계 별 구성도 변화하였다
(정환우 2008).

삼국 간 교역의 보완적 구조를 나타내는 가공단계 별 무역의 추이를 보면, 한
국은 대일본 수출에서 자본재의 비중이 증대하고 소비재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대일본 수입에서는 자본재의 비중이 감소하고 중간재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한
국과 중국 간에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자본재와 중간재가 크게 증가하였고, 대
중 수입에서는 자본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중간재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한편 일본과 중국 간에는 일본의 대중 수출에서 자본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
나, 대중 수입에서는 소비재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자본재 수입의 비중이 증대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간에는 자본재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교역량도 확대되었으나, 소비재 무역은 정체내지 감소되는 추세이다. 중간재의
경우 3국 간 교역액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형도․방호경 2007). 이러한 교역 구조 변화는 3국 간 분업 구조의 일단을 드러내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5년간 한․중 간 교역구조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의 대중
국 중간재 수출에서 반제품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부품의 비중은 증가세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본재 대중 수출 비중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전자 및 자동차 업체의 대중국 설비 투자 확대에 기인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자분야 대중국 투자확대는 산업내 교역을 확대시키면서
한국기업의 부품 역수입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환우 2008). 자본재
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하는 한․중 간 교역 특성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따른 한․중 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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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3대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역과 투자

동북아 핵심지역 간의 연계관계는 지역통계 자료의 미비로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년도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핵심지역 간 교
역과 투자를 추정해 보았다. 이번 연구의 초점이 동북아 핵심지역, 특히 중국의
3대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네트워크의 전개에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중국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교역과 투자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의 베이징과 텐진을 중심으로 하는 환보하이 지역의 주요 수출 대상
국은 미국, 일본, 한국이다. 홍콩과 타이완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수출
은 28%에 달하고, 이들 지역으로부터 수입 비중은 41%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수치는 환보하이 지역이 한국과 일본기업의 대미 또는 제 3국 수출의 우회기지
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징진지지역으로 좁혀 본다면 환보하이 지역보다
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낮다.
창장삼각주의 대동북아 교역구조는 환보하이지역과 유사하다. 동북아 국가들
은 창장지역 수출의 23%, 수입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타이완, 한국의 3
국이 창장지역에 중간재와 완제품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다. 환보하이 지역과 다
른 점은 타이완과의 교역관계 (수입)가 긴밀하다는 점이다. 환보하이 지역과 마
찬가지로 창장삼각주도 이들 3국의 대미 또는 제 3국 수출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북아의 중심에서 다소 지리적으로 떨어진 광둥지역은
수출 비중에서 일본이나 한국과의 연계가 깊지 않으나, 수입에서는 일본, 한국,
타이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콩은 광둥성의 수출 중개지로
서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요약하면, 중국의 3대 핵심지역은 동북아 4경제인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수입측면에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수출 대상국으로서 미국의 비중이 높아 이들 3대 지역에서 미국시장의 중
요성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 대미수출의 일정 부분은 일본이나 한국
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의 대미 수출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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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 3대 핵심지역의 국가별 수출입 비중
환보하이 수입

환보하이 수출

11%

24%
12%

46%

41%

4%
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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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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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3대 핵심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별 비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국 연해지역의 급속한 성장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로 알
려져 있다. 중국 3대 핵심지역은 동북아 국가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투자
원천지로서 홍콩의 역할은 3대 지역 공히 중요하다. 특히 광둥지역에 대한 홍콩
의 투자는 절대적이다. 환보하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홍콩(26%),
한국(19%), 일본(12%)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60%에 육박할 만큼 지배적이다.
창장삼각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홍콩 다음으로 일본, 그리고 유럽과 미
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타이완, 싱가포르, 한국은 그 다음 순위의 투자
국들이다.
지난 30년 가까이 중국의 개발금융을 지원해 온 홍콩을 제외하면, 일본은 환보
하이지역과 창장삼각주에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원천국이다. 일본
자동차 3사의 광저우 진출에도 불구하고, 광둥성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한편 한국은 외국인 집적투자 원천국으로서 일본 다음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환보하이 지역에서 그 역할이 두드러진다. 창장삼각주에서도 비교
적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광둥지역 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
다. 종합해보면 중화경제인 홍콩과 타이완, 비중화경제이지만 근린 경제에 속한
한국과 일본의 중국 3대 핵심지역과의 연계는 긴밀하다. 교역보다는 투자에서의
관계가 더욱 그러하다. 이는 현재까지 상대지역에 대한 투자가 교역을 확대하는
형태의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에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위 통계 자료에서도 드러나듯이 동북아 지역 간 교역의 상당부
분은 기업들의 투자에 의한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교역의 증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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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중국 3대 지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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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조업에서의 경쟁 및 협력
1) 지역(국가)별 주요 제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1) 전자산업

한․중․일 3국은 세계 전자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
3국 간에는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대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점유율이 상대

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3> 한․중․일 3국의 전자산업 세계생산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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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eed Electronics Research, 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7/08. 김종기(2007)에서 인용.

품목별로 보면 LCD, 휴대전화, 반도체 등에서 한․중․일 3국과 타이완이 세
계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한․중․일 3국 간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하다. 또
한 이들 업종은 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동북아 핵심지역에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전자산업의 경쟁력 수준은 한국이 일본보다 2-3년 뒤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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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국에 비해서는 4년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대영 2004, 김종기
2007). 한․중․일 3국 간 기술 분야의 핵심역량은 상이하다. 일본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기술에서 앞서 있고, 한국은 제조공정에 중국은 조립가공
기술에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제품별 기술경쟁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일본에 대해 우위를 가진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 TFT-LCD 이
며 휴대전화에서는 일본과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기
술 기반이 두터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에 앞서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대상 제품 모두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 3-5> 한․중․일 간 전자제품별 기술경쟁력 현황
업종

일본

한국

중국

전자산업 전체

100

94

메모리 반도체

100

비메모리 반도체

격차
한-일 간

한-중 간

79

일본 2~3년 우위

한국 4~5년 우위

103

85

한국 1년 우위

5년 이상

100

88

70

일본 3~4년 우위

6년 이상

TFT-LCD

100

103

70

한국 1년 우위

6년 이상

휴대전화

100

100

81

대등

3~4년

자료: 주대영 (2004), p. 41.

(2) 자동차산업

한․중․일 3국이 세계 자동차 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자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002년 기준으로 일본은 1천
만대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중국은 6백6십만대로 세계 4위, 한국은 3백5십만
대로 세계 5위로 동북아 3국은 세계 생산의 약 30%를 점하고 있다(KARI 2008).
내수규모는 일본 590만대, 중국 680만대, 한국 120만대로 세계 총수요의 약 3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에서도 총 720만대로 세계 자동차 수출 시장의 약 1/3을
점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은 아직 내수 위주이다.
일본은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통하여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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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해외생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세계 자동차시장의 판도 변화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
상되며, 특히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중국 진출 성패여부가 향후 경쟁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항구․송하율 2006).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조기 진출한 구미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일본도 적극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2000년대 이후 중국 진출을 통하여 해외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시장여건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는 생산 및
판매의 경쟁심화이며, 둘째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경쟁 격화이고, 셋째는 차세
대 신기술 개발 경쟁이다. 이러한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완성차 업체는 글로벌 생
산네트워크 형성, 합병과 제휴를 통한 대형화, 부품의 외부조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신흥시장에서의 수요확대를 겨냥하여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이들 지역에 생
산거점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을 예로 들면,
1990년대 초반이후 구미 자동차업체의 진출을 시작으로 1990년대 말 이후에는 한

국과 일본 업체들이 생산과 판매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부언하면 중국과 같은 신
흥시장을 중심으로 완성차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용절감과 신기술개발 경쟁의 심화에 따라 다임러와 크라이슬러 간 합병, 르
노와 닛산 간 자본제휴 등 다양한 형태로 업계의 재편이 촉진되었다. 또한 비용
절감의 압력은 완성차업체들의 부품조달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외부
조달의 증가에 따라 부품 모듈화가 가속화 되었고, 결과적으로 1차 부품업체의
역할이 증대한 반면, 완성차업체는 기술개발 등에 집중하게 되었다. 외부조달의
확대는 또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 거래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닛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형 장기거래 구조의 균열 조짐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지역(국가) 간 주요 제조업의 분업 구조

(1) 전자산업

한․중․일 세 나라는 그간 상호 경쟁우위 제품을 중심으로 상호보완적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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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적인 관계로 이동
중에 있다. 주대영(2004)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TFT-LCD나 메모리 반도
체 등을 수출하는 대신에 일본으로부터 소재 및 핵심부품, 비메모리 반도체 등
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휴대전화, 전자부품 등을 수입
하는 한편, 범용부품이나 아날로그 가전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국에 첨단전자제품이나 반도체 등을 수출하고, 보급형 가전제품이나
범용부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국의 성장이 인
근 한국과 일본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4> 한･중･일 전자산업의 상호의존적 발전관계

한국

보급형 가전,
범용전자부품

휴대폰,
반도체,
전자부품

대형 LCD
메모리
반도체

핵심전자부품,
비메모리

보급형가전, 범용전자부품

중국

일본
첨단전자제품, 반도체
수출
수입

자료 : 주대영(2004).

중국은 세계 전자부품 생산기지로 부상하였고 그 중심에 주장삼각주, 창장삼
각주와 베이징-텐진 지역이 있다. 주장지역에는 주로 주변산업을 중심으로 집적
을 이루고 있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창장지역에는 반도체 등 자본집약적 전
자산업이 모여 있다. 한편 베이징에는 지식집약적인 IT 벤처 등이 집적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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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텐진은 휴대전화 등 첨단기기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지역 대 지역 간 무역자
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역 간 분업구조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추론만 가능하
다. 중국의 3대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베이징-텐진-허베이와 랴오닝 및 산둥
을 포함하는 환보하이 지역 전기․전자 수출의 28%가 동북아 지역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의 순)이고 수입은 58%가 동북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환보하이
지역은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자본재, 부품․소재를 도입하여, 기타 지역으로 수
출하는 구조이며, 한국과 가장 밀접한 수출입 연계를 보이고 있다.
창장지역도 유사한 교역의 지리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홍콩, 일
본, 한국, 타이완의 순)의 수출비중은 32%이나, 수입비중은 50%에 달한다. 수입
비중에서 보면 환보하이 지역과 달리 일본, 타이완, 한국의 순으로 중요성이 달
라진다. 타이완의 창장지역과의 수출입 연계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광둥지역은
환보하이지역이나 창장지역과 상이한 구조를 띄고 있다. 전기전자품목 수출에서
동북아지역 비중이 높고, 수입에서는 오히려 낮다. 특이한 것은 전기전자 제품의
40%를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다(물론 대부분은 다시 역외국가로 수출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광둥성은 타이완으로 부터 전기전자 제품의 18%를 수입하고 있
다. 타이완 다음으로 전기전자 교역에서 광둥성과 수입 연계를 가진 동북아 국가
는 일본과 한국이다.
중국 3대 핵심지역의 전기․전자산업의 교역구조는 국가 간 교역에서 드러나
는 보완적 관계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 및 타이완으로부
터 자본재, 부품․소재 등을 수입하여 완제품은 주로 미국을 포함하는 역외 국가
로 수출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간 의존관계를 보면 환보하이 지역에서
는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깊고, 창장지역에서는 일본, 타이완, 한국과, 그리고
광둥성에서는 타이완, 일본, 한국과의 의존관계가 높다. 지리적 근접성이 일정 부
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세 나라의 해당 지역에 대한 직접투
자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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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중국 3대 핵심지역 전자산업의 국가별 수출입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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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산업

한․중․일 3국 간 자동차 산업에서의 분업구조는 정책 및 거래관행이라는 사
회적 요인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완성차 무역은 보호무역
규제와 외국인 투자 제한 등으로 소규모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
완성차 교역이 미미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계열화로 대표되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폐쇄적 거래관계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무역은 완성차보다 활발하
고 일본의 우위가 두드러진다.
한국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는 중국 기업과 기술, 자본 제휴관계를 통하여 합작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 부품업체는 일본 부품업체와의 기술 및 자본제
휴를 통하여 기술을 도입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일본과 구미 부품업체의 한국
부품업체 자본참여와 경영권 인수가 증가하였다. 일본이나 한국의 부품업체들은
자국 완성차 업체의 중국진출을 계기로 중국 진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반적
으로 일본이나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제품개발, 조립생산과 판매에서 경쟁관계에
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지 않다. 다만 부품모듈화의 진전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부품조달이나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의 유인이 존재하고 있다. 신기술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서로 다른 구미업체들과 협력중이고, 중국은 아직 기존 모
델의 도입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커다란 협력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서의 동북아 핵심지역 간 교역관계는 전자산업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3대 지역 모두 자동차․부품 수출
에서 동북아 지역의 비중은 전자산업보다는 훨씬 작다. 미국을 비롯한 역외 국가
의 수출비중이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4%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들 지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수입 비중은 광둥지역 60%, 환보하이 지역 57%, 그리고 창장
지역 35%로 높다. 지역별 자동차 핵심부품의 수입은 완성차업체의 중국 진출 지
역분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상하이 지역과 광
둥지역은 각각 독일과 일본 완성차 업체가 집중 진출한 지역으로서 독일과 일본
으로부터 부품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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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완성차 부문의 한중일 무역, 2007년
단위: 억 원

주: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무역액은 한국기준이며, 일본과 중국은 일본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3-7> 자동차 부품부문의 한중일 무역 ,2007년
단위: 억 원

주: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무역액은 한국기준이며, 일본과 중국은 일본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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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에서 개방적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비교적 용이하다면, 자동차산업은
보다 폐쇄적으로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부품이나 첨
단기술 제품 및 연구개발 기능은 본국에 입지하면서 해외 생산거점은 주로 조립
생산에 치중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광저우 도요타나 혼다의 경우, 아이치나 도
쿄 본사에서 연구개발 및 핵심부품 생산 등 상류부문을 확보하면서 광저우 현지
공장에서는 조립생산과 범용부품의 생산을 하는 부분적으로 개방된 생산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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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중국 3대 핵심지역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국가별 수출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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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분야에서의 지역 간 경쟁 및 협력
1) 한․중․일 간 물류현황

물류는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 산업은 아니나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 구축
과의 밀접한 연관성 및 지역경제에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개괄적인 조명이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용절감 압력에 당면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의 전 과정과 판매로 이어지는 공급사슬관리에서 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
지고 있다 (Heaver 2004).
동북아 지역의 성장추세가 지속되고 중국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동북아에서
는 물동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중․ 일
간의 물류 현황과 지역 간 경쟁 및 협력에 대해서 논한다. 고가의 전자부품을 제
외하면, 동북아 역내 교역에서 해상운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중․일 간 보
완적 분업관계의 확산으로 역내 교역량은 2000년 331만 TEU에서 2004년 610만
TEU로 증가하였다. 이 중 한․중 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0년 118만 TEU에서
2004년 230만 TEU로 대폭 증가하였고, 중․일 간에도 2000년 143만 TEU에서
265만 TEU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한․일 간 물동량은 2000년 70만 TEU에서
2004년 115만 TEU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표 3-6 참조). 3국 간의 컨테이너 물동

량 흐름은 중국에서 유출되는 물동량이 큰 것이 특징이며, 특히 2004년 기준 중
일간 물동량 중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물동량이 183만 TEU인 반면, 일본에서 중
국으로의 물동량은 78만 TEU로 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품목
구성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양국 간 교역 수지의 불균형에서 비
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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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한․중․일 3국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단위: 천 TEU
구분

한국↔중국

한국↔일본

중국↔일본

2000년

1,181

701

1,432

2001년

1,309

731

1,674

2002년

1,602

820

1,846

2003년

1,780

887

2,039

2004년

2,298

1,150

2,647

자료 : 원동욱 외 2인, 『동북아 물류환경변화와 물류중심화 전략의 재정립』, 한국교통연구원, 2006. 7, p. 36.

지역 간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양국 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종점 자료를 검토
해 보면 <그림 3-9>와 <그림 3-10>와 같다. 한․일 간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화
물은 대부분이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일본의 주요 기점 항만은 도쿄, 하
카다, 요코하마, 오사카, 나고야, 그리고 토마코마이다.7) 토마코마이를 제외하면
일본의 3대 핵심지역에 속한 5대 항만이 한․일 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절반가량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부산항과 일본 항만 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단위: 천 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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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Port-MIS 자료, 한철환․임영태(2008)에서 재인용.
7) 2004년 기준 부산항은 전체 한일간 화물의 89.3%를 나머지는 광양항과 울산항에서 처리하였다(한철
환․임영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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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부산항, 인천항, 그리고 광양항 세 곳에서 처리
되고 있으며, 환적화물의 대부분은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종점은 대부분 중국의 3대 핵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창장지역에 소재한 상하이(21.7%)와 닝보항(7.1%)이 가장 많은
물동량을 발생시키고 있다. 징진지지역에 속한 텐진은 17.6%이고, 여기에 다롄
(9.9%)과 칭다오(17.6%)를 더하면 환보하이지역 3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45.1%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환보하이 지역과 한국 간에 교역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창장지역이며, 중국남부의 광둥지역은 한국과의
교역 및 물류 연계가 깊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부산항과 중국 주요항만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단위: 천 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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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0
2003

2004

2006

연 도

자료 : Port-MIS 자료, 한철환․임영태(2008)에서 재인용.

한편 중․일 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60만 TEU인데 이 가운데 상하이항을 기
종점으로 하는 물동량이 전체 4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환보하
이지역에 속한 텐진, 칭다오, 다롄 3항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은 창장지역 및 환보하이지역과 매우 긴밀한 해상물류를 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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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04년 중․일간 물동량
단위: TEU
구 분

상하이
텐

진

칭다오
다

롄

기

타

합

계

중국→일본

일본→중국

합계

806,012
(44.1%)
154,212
(8.4%)
260,570
(14.3%)
221,984
(12.2%)
384,189
(21.0%)
1,826,967
(100.0%)

358,412
(46.1%)
120,945
(15.6%)
63,457
(8.2%)
95,603
(12.3%)
139,297
(17.9%)
777,714
(100.1%)

1,164,424
(44.7%)
275,157
(10.6%)
324,027
(12.4%)
317,587
(12.2%)
523,486
(20.0%)
2,604,681
(99.9%)

자료 : 일본하주협회, 『하주와 운송』, 2005. 5. 한철환․임영태(2008)에서 재인용.

한․중․일 3국 간의 무역은 단순히 양국 간 무역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지역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부품소재의 조달 그리고 제 3국으로의 부품 및 완성
품 수출을 포함하는 기업 내 무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효율적인
수송기반시설과 서비스의 적기 공급, 물류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은
기업들의 지역생산네트워크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한․중․일 3국 전
체적인 컨테이너항만 수급을 전망해 보면, 한국의 경우 부산 신항, 광양항, 인천
신항 등의 대대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항만시설에 여유가 있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대규모 항만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항만수급이
점차 빠듯해질 것으로 추정되고, 2015년경에는 시설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
다. 한편 중국은 전 연안에 걸쳐 대대적인 항만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폭증하는
물동량의 증가로 인해 항만수급이 지속적으로 긴박해져 2011년을 기점으로 항만
시설 부족현상이 예상되고 있다(한철환․임영태 2008).
이러한 항만 시설 부족현상을 예상한다면, 추가적인 항만개발이나 항만의 효
율성 제고를 통한 처리능력 확대 또는 역내 항만 간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항만시설의 공급부족 현상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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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한․중․일 간 3국의 교역이 가
장 활발한 창장지역과 환보하이지역(동북, 징진지, 산둥의 세 지역으로 구분 가
능)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 간 교역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
서의 최근 시기 (1998-2004) 물류시설의 수급을 추정한 연구에 의하면, 동북지역
과 산둥지역은 해운 및 항운 모두에서 수요가 시설공급을 초과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Oh, Jung and Kim 2006). 한편, 징진지지역과 창장지역은 물동량의 대폭
증가로 공급부족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징진지지역과 창장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내 시설 공급의 확대나 한․중 항만
및 공항 간의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동북아 물류 거점 경쟁8)

앞 절에서 언급한 물류시설의 수급문제는 지역 전체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물
류시설의 입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별 도시나 지역의 입장은
해당 항만이나 공항의 수급문제가 더욱 시급하고, 동북아 또는 더 큰 범위에서
개별 항만이나 공항의 위상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만큼 물류거점에서 발생
하는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해운물류의 분석에서는 아시아
간선항로의 구조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의 본격적인 부상이전에
는 동아시아 간선항로는 싱가포르, 홍콩, 가오슝, 부산, 고베항으로 이어지는 노
선이었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중국 발착 화물의 대폭적인 증가로 중국의 상
하이항, 신강항, 옌티앤항 등이 동아시아 주요 기항지로 추가되었다. 2003년 이후
에는 상하이항이외 치완항, 셔코우항, 다렌항, 칭다오항 등 중국 항만들이 폭발적
인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주요 기항지로 부상하였고, 상하이항은 아시아 간선항
로의 중심 기항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과거 동북아의 부산,
도쿄, 고베, 홍콩, 가오슝 등 5대 항만 기점 서비스체계는 중국 주요 항만의 기종

8) 이 부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형곤 박사에게 의뢰한 원고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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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항만지정으로 한국과 일본시장에의 기항을 분리하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한철환․임영태 2008). 중국 항만의 부상에 따라 기존 동북아 거점 항들의 위상

이 축소되었다. 장래 중국 항만이 추가적으로 기종점 항으로 지정되면, 부산항을
포함한 기존 동북아 항만과 신규항만 간의 거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
항만물류에서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일본을 제외하면, 한․중 간 물류 거점 경쟁
은 경제활동(배후시장의 크기) 및 물류 여건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9)
3개의 평가기준과 12개의 평가속성을 근거로 한․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

력을 평가한 결과, 상하이 경제권역이 1위, 서울-인천 경제권역이 2위, 베이징-텐진
경제권역이 3위로 평가되었다. 평가기준별로는「경제활동 및 물류 여건」과 「항
만 여건」 측면에서는 상하이 경제권역이 1위, 서울-인천 경제권역이 2위, 베이징텐진 경제권역이 3위로 평가되었으나 「공항 여건」측면에서는 서울-인천 경제권
역이 1위, 상하이 경제권역이 2위, 베이징-텐진 경제권역이 3위로 평가되었다.
동북아 최근 동향을 보면 각 국가 내에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다수의 거점
항과 거점공항이 존재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다. 역내 물동량의 급
증에 따라 기존 거점에 대한 화물수송의 부하가 나타나게 되면서 물량의 분산이
일어나고, 점차 역내 ‘허브’와 ‘스포크’의 개념이 모호해 지고 있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역내 물류 ‘허브’가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선진적 시설 및 서비스가 담보된다면 다수의 ‘허브’가 서로 연계
되어 협력과 경쟁을 통해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면, 광역적인 지역에서 통합된 물류서비스와 효율적
물류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 비용 절감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동일 지역 내 공ㆍ항만 간 교류와 협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자
경쟁적 구도로 독자적인 시설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국 심각한 공급과잉
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9) 한․중 3대 경제권의 물류산업 경쟁력의 비교 분석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07년 하반기
에 실시한 産․學․硏 소속 61명의 물류관련 전문가1)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정형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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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전개와 동향

이 장은 본 연구의 핵심적 부분으로 우선 기업조직과 산업에 따라 상이한 생산모형에
대한 가능성을 향후 전망과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대상 산업인 자동차, LCD, 휴대전
화,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 기업, 그리고 구미 가업의 중국내 생산네트
워크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지역 간 보완적 발전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생산네트워크의 변화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직통합형의 현대적 대기업 모형이 적실성을 상실함에

따라 산업조직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초점은 현대적 기
업의 내부구조에서 기업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경제로 옮겨갔다. 상
품사슬, 가치사슬 등의 개념이 동원되면서 생산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관심이 증
대하였다 (Sturgeon 2003). 마샬의 외부경제를 강조하는 제 3 이탤리, 신뢰와 창의
에 바탕을 둔 실리콘 밸리 클러스터, 일본의 적기생산체제 등 다양한 모형이 외
부경제를 설명하는 사례로 열거되었다. 최근에는 탈수직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모듈생산네트워크가 거론되고 있다 (Sturgeon 2003).
복득규(2007)와 Sturgeon(2002)에 따르면 가치사슬이나 상품사슬을 구성하는
조직형태는 수직통합, 수직계열, 지역클러스터(마샬리언 지구), 글로벌 (모듈러)
네트워크로10)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조직의 유형은 규모의 경제, 기업 간
관계, 생산이나 가치사슬의 외부 위임 정도, 외부 위임의 지역적 범위라는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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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와 넷째 기준은 OECD(2006)에서 설
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치사슬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외부 위임
의 정도는 수직통합형에서 매우 낮고, 글로벌 네트워크형에서 가장 높다. 외부
위임의 지역적 범위는 지역클러스터 형이 가장 작으며, 글로벌 네트워크형이 가
장 크다. 외부기업과의 관계설정은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
내는 요소이다. 수직계열 형은 계열사의 지분소유와 장기거래를 통하여 기업 간
관계를 조정하는 데 반하여, 글로벌 네트워크형은 시장계약을 통하여 조정한다.

<표 4-1> 기업조직 유형과 외부 위임
구분

지역클러스터
(미샬리언지구)

수직통합

수직계열

글로벌 네트워크

규모의경제

소

중-대

대

대

기업간 관계

독립적, 사회적
협력

기업내부

지분 또는
장기협력 관계

독립적 계약관계

외부위임의 정도

개발, 부푸품,
소재, 판매 등
제한적

기업내부

부품소재 중심

전 가치
사슬에서
위임가능

외부위임의
지리적 범위

특정산업 지구내

특정지역진출

전략지역 진출

분산

자료 : Sturgeon(2002)및 복득규(2008)참조 작성

위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지역클러스터 형과 글로벌 네트워크형은 지역발전과
지역 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세계화의 진전,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 경쟁심화에 따라 기업과 산업조직의 형태가 글로벌 네
트워크형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Sturgeon 2003, 2007, Ernst
and Kim 2002). 따라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 산업조직의 확산은 지역발전과 지역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Henderson et al 2002, Yeung

10) 글로벌 네트워크 개념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Ernst and Kim 2002) 또는 모듈생산네트워크(Sturgeon
2002)가 유사한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주로 기업 간 분업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모듈생산네
트워크는 미국 전자산업의 모듈화에 따른 미국형 기업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4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I)

2006). 물론 모든 산업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모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

니다.11)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휴대전화는 글로벌 네트워크 모형
이 적용되기 가장 쉬운 산업이고, 메모리 반도체나 LCD 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형으로 진행 중이며,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모형 적용이 어려운 산업이
다. 자동차 산업은 표준설정이 어렵고 제품개발과정에서 부품 간 인터페이스 조
정이 필요하여 가치사슬의 분리와 글로벌 배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근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로 인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모형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이브리드와 연료전지 차는 컴퓨터산업처럼 모듈화
되고, 표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에서의 모듈
화의 진전으로 보쉬, 델파이, 마그나 등 글로벌 거대 부품업체가 출현하였고, 이
들 모듈업체들은 전 세계 각지에 거점을 마련하고 모듈을 공급하고 있어, 자동차
조립 부문보다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전개가 빠를 수가 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네트워크가 점차
확대 전개되고 있다. 아래에서 검토할 동북아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생산네트워
크 현황은 동북아 기업의 국가적 특성으로 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계적인 추세
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모형으로 전환되어 나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 하에서 본 장에서의 분석은 자동차, LCD,
반도체, 휴대전화 산업의 동북아 생산네트워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
과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과 경제지역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
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1) 복득규(2007)에 의하면 글로벌 네트워크 형 산업조직은 휴대전화와 반도체 비메리분야에서 가장 진
전되어 있고, 메모리반도체나 기존 가솔린 엔진 자동차에서 가장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즉
모듈화와 표준 설정 및 전문기업 기반이 글로벌 네트워크 모형의 확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 4 장∙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전개와 동향 55

2. 자동차 산업12)

1) 동북아 자동차 산업의 현황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으로 최근 세계 자동
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과 자동
차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수출주도형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한국이 상호 경쟁 및 보완적 구조를 보이면서 동북아 자동차 산업을 이끌고
있다. 중국시장의 급성장은 동북아 자동차 산업에서의 분업구조를 변화시키는
핵심적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미 자동차 업체를 필두로 한국과 일본이 경쟁
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2010년경에는 자동차 생산 세계 2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동시에 선진국 자동차 업

체의 글로벌 소싱과 중국 업체의 품질 개선으로 부품 수출에서도 급속한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이항구․송하율 2006). 중국 자동차 산업은 현재 완성차의
경우 선진업체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선진국 브랜드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나, 모방
을 통한 자체 브랜드 모델을 개발 중이고 부품산업에서는 선진업체들의 투자 증
가로 중급수준의 부품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중
국이 자동차 범용부품의 글로벌 공급기지로 성장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합
작 양산과 연료전지 자동차의 초기 사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약하면, 장래 동북아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한․중․일 3국 간의 경쟁과 협
력이 아니라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 진출과 그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
크 구축 전략에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새로운 경쟁과 협력의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한․중․일 3국 또는 한․중, 한․일 2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상정해 보면, 완성차나 부품에서의 교역이 지금보다
자유롭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12) 2절의 대부분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성춘박사와 이형근 연구원이 작성한
원고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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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자동차 산업의 중국과의 분업구조

현 시점에서 중국은 해외 진출을 통한 분업관계 형성이 미미하므로, 본 절에서
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및 일본의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생산네트워크의 특징과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분업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
를 밝히고자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일 양국의 자동차 생산네트워크를 고찰하
기 위해 먼저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시장
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에는 세계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앞을 다투어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의 진출은 유럽의 자동차 업체에 비하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뒤늦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한국과 일
본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중국 현지 자동차 투자업체들은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에
비해 상당히 폐쇄적인 하청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완성차 업체를 정점
으로 하면서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부품업체와 1차 부품업체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2차 부품업체 등으로 수직적인 계열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
수직계열구조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고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타 업체 혹
은 타 계열과의 상호거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 역시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중국 특정 지역에 생산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생산의 집적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한국은 주로 베이징(北京)지역을 중심으로 생산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고 일본은 광저우, 상하이, 텐진 등을 중심으로 생산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생산클러스터 간에는 실질적으로 상호 교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의 자동차 산업이 상
당히 폐쇄적인 계열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각각의 생산클러스터가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형성된 생산클러스터는 본국에 있는 생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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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와는 연구개발로부터 조달, 판매 등의 측면에서 밀접히 교류하고 있으나 중
국 내에서의 횡적인 교류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이상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이하
에서는 한국과 일본 자동차/부품 산업의 중국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본다.

3) 한․일 자동차 산업의 중국 생산네트워크

(1) 한국

한국의 대표적 자동차업체인 현대자동차는 2002년 5월 베이징(北京)자동차와
50:50의 합자로 베이징현대자동차유한회사(北京現代汽車有限公司)를 설립하면

서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13) 현대자동차가 진출한 베이징시 순의구
(順義區)는 베이징시가 지정한 신도시건설 시범지역으로, 총면적 1,021㎢에 75만

의 주민이 상주하는 2,700여 업체가 입주한 공업도시이다. 베이징현대(北京現代)
는 설립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두어 2006년에는 판매대수가 29만대에 달하였다
(판매순위 5위, 시장점유율 7.2%). 2005년에는 23.3만대를 판매하여 순위 4위 및

시장점유율 7.4%를 기록했으며, 승용세단의 경우 동 부문에서 판매 1위를 기록
하기도 했다. 또한 베이징 택시사업에서도 2005년 현재 판매실적이 22,500대로
시장점유율에서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현대, 기아 합
산)의 시장점유율이 12%로 상승하였다.14)
베이징현대(北京現代)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한국 완성차업체의 비약적인 발
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신속한 공장 건설
이 뒷받침되었다는 점이다. 베이징현대는 2002년 9월 합작법인 설립 비준이 이루
어진 이후 3개월 만에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생산에 착수하였다. 둘째, 급속한
판매 증가에 부응한 신속한 공장 증설 및 차량 투입이 이루어진 점이다. 2002년

13) 현대자동차 관계자에 의하면, 현대자동차의 중국 진출 시 베이징을 진출 거점으로 선택한 것은 1성
1기업, 1국가 1기업의 원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진되었다고 한다. 자동차 공장의 입지로는 광둥
성이나 상하이지역이 유리하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2008. 9. 18 면담결과).
14)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완성차업체는 베이징현대와 東風悅達起亞이나, 이하에서는 자료입수 곤란
으로 완성차의 경우 베이징현대 위주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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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소나타 생산 개시 이후 2006년 말까지 4년 만에 5개 차종이 추가로 생산되

었다. 이 기간 중에 2003년 2월 5만대에 이어, 2004년 3월 15만대, 2005년 7월 30
만대로 증설 작업이 이루어졌다.

<표 4-2> 현대자동차그룹 중국 거점 개요(2005년 말 기준)
구분

현
대

기
아

출자율

생산시점

주요제품

'05년 생산능력

30만대
(’08년 60만대)

北京現代汽車
(BHMC)

현대 50%,
北京汽車 50%

2002년

SONATA,
AVANTE,
TUCSON

合肥江淮汽車

기술 제공

2003년

STAREX

榮成華泰汽車

기술 제공

2000년

広州現代汽車

n.a.

2007년 예정

東風悅達起亞

기아 50%,
東風 25%,
悅達 25%

2002년

GALLOPER,
TERRACAN
Truck, Bus
千里馬,
OPTIMA,
CARNIVAL

9만대
(상용차 합작
계획)
7만대
(’08년 10만대)
(2만대 예정)
13만대
('07년 제2공장
설립 계획,
43만대 예정)

주: 룽청화타이자동차(榮成華泰汽車)는 산둥성에, 장후이자동차(江淮汽車)는 안휘성에 위치함.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2007), p. 13. ; FOURIN(2006), p. 302.

셋째, 자동화와 운영효율을 중시하였다. 차체 공장의 자동화율이 100%이고,
조립생산성을 나타내는 대당 투입공수(HPV)의 수준이 현대자동차의 해외공장
중에서 가장 우수했다.15) 넷째, 자동차부품업체와의 동반진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공급기반을 재빨리 구축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과
거 일본 완성차업체들의 전형적인 북미시장 진출 전략이기도 했다.
한편 2007년에 베이징현대는 판매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원래 2007년 판
매목표를 31만대로 계획했으나, 23.11만대 생산에 그쳐 당초 목표량의 74.5%에
불과하였고, 생산 순위도 5위에서 8위로 밀려났다. 베이징현대가 이러한 곤경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내외부적 요인이 있다. 먼저 내부 요인으로는 브랜드 가치
15) HPV(Hours Per Vehicle)는 자동차 생산과 생산관리, 보전, 품질관리, 지원 등에 투입된 전체시간을
총 생산대수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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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 가격정책 일관성 부족에 따른 신뢰도 하락(가격인하 기대심리로 구매지연
초래), 차별성이 부족한 가격 포지셔닝 전략(베이징현대와 동풍열달기아의 차급
별 비슷한 가격대에 따른 차별화 곤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외부 요
인으로는 중국 내 자동차업체간 경쟁심화가 대표적이며, 구체적으로는 GM과
VW(폭스바겐)의 주도적인 가격 인하,16) 도요타의 판매서비스 강화, 다양한 차종

투입 등 공격적 전략 가시화, 중국 업체의 추격 심화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베이
징현대의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인하를 단행하고 중기적으로는 딜러교육과
현지화된 마케팅 확대, 제2공장 건설을 통한 신차종 투입, 현지화율 증대 등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파워 향상과 소비자만족도 개선을 통한 고급과
저가의 이원화된 차종전략을 추구하고 있다.17)
베이징현대가 구축하고 있는 생산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2002년 현대자동차
의 베이징 진출 시 동반 진출했던 자동차부품업체는 10개사였으며, 이후 그 이전
에 진출했던 다수의 업체를 현재 부품업체화 하였다. 2006년 현재 베이징현대가
거래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는 65개 중국진출 한국 업체를 포함해 전체 89개
사에 이르고 있다(표 4-4 참고). 한편 베이징현대자동차는 2008년 4월 제2공장을
준공하여 연산 6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부품
조달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특정 부품
업체만으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 거래부품업체를 늘리거나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가격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부품조달의 현지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 업체의 품질경쟁력이 요구수
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종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이러한 완성차업체의 여건 변화에 따라 특히 동반 진출했던 부품업체의
입장에서는 조달선의 현지화와 판매선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후자와 관련
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외자기업과 성장세에 있는 토종기업에의 판로개
척과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16) 북경 현지출장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49개 모델이 평균 7.9% 가격인하를 단행하였다.
17) 오중산(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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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2003～06년 베이징현대의 거래 자동차부품업체 현황
2003

2004

2005

2006

협력업체 수

44사

62사

69사

89사

종업원 수

1.2만 명

2.5만 명

3.2만 명

4.0만 명

구매액(단위: 억 위안)

27.2

96.6

136

185

소나타EF

72%

77%

79%

81%

엘란트라

-

77%

79%

86%

소나타NF

-

-

67%

77%

투싼

-

-

61%

70%

엑센트

-

-

-

82%

현지
화율

주: 협력업체 수는 중국 업체를 포함함.
자료: 베이징현대기차유한공사 자료집

(2) 일본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닛산, 혼다는 각각 중국의 자동차 업
체와 합작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생산클러스터는 중국의 협력 파트너가
입지해 있는 지역에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혼다와 도요타는 廣州汽車와 합작으
로 각각 廣州혼다汽車와 廣州도요타汽車를 설립하였다.
일본 자동차 업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자동차 업체에 비해 늦게 중
국에 진출하였다. 일본 업체 중 중국진출이 가장 빨랐던 것은 혼다였다. 혼다는
현재 廣東省 廣州市와 湖北省 武漢市에 각각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표 4-4> 廣州혼다汽車의 개요
설립

1998년 7월

주력 차종

어코드, 오딧세이, 피트

판매실적

26만대(2006)

주주

廣州汽車集團, 혼다

자료: 일경산업신문, 2005. 12. 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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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州혼다汽車는 혼다와 廣州汽車간의 합작회사로 1998년 설립되었으며 1999
년부터 어코드의 생산을 개시하면서 중국에서의 생산 활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하
였다. 어코드가 주력 차종이며 여기에 오디세이와 소형차인 피트를 생산하여 다
양한 차종을 제공하고 있다.
광저우혼다가 안고 있는 가장 긴급한 과제는 현지조달의 확대를 통한 비용절
감이다.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도요타의 중국진출로 인해 도요타와
의 경쟁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현지조달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혼다는 2008년 중에 중국에서의 현지 조달률을 90%까지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다.18) 특히 주력차종인 어코드의 신형차 생산과 더불어 부품의 현지생
산이전을 가속화 하려 하고 있다. 혼다는 현재의 목표수준 80%를 이미 달성하였
다. 현지생산 확대를 위하여 廣東省에 「생산․구매 센터」를 개설하여 현지의
부품업체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동 센터를 활용하여 조그만 부품에 대해
서도 현지생산품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東風혼다汽車는 2003년 혼다와 東風汽車와의 합작회사로 후베이성 우한시(湖
北省 武漢市)에 설립되었다. 東風혼다汽車는 2004년 2월부터 CR-V 생산을 개시
하였고 2006년 2월에는 생산능력을 4배로 증강하여 연간 12만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써 광저우에 이은 혼다의 제2의 중국 생산거점이 되었다.
東風혼다汽車가 총 28억元(약 400억 엔)을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하였고 2006년
에는 9만대를 생산, 그 중 5만대는 중국시장에 새롭게 투입된 모델인 시빅에 할
당하였다. 이로써 東風혼다汽車는 SUV인 CR-V에 소형차종인 시빅을 추가적으
로 생산․판매함으로써 차종을 다양화하고 있다.

18) 일본경제신문(2007. 5.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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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東風혼다汽車(湖北省)의 개요
설 립

2003년 7월

주력 차종

CR-V, 시빅

판매실적

6만 3000대(2006)

주 주

東風汽車公司, 혼다

자료: 日經産業新聞, 2005. 12.19, 12면

도요타 자동차는 혼다보다 4년 늦은 2002년에 중국에 진출하였다. 중국의 第
一汽車와 텐진에 합작회사 一汽도요타를 설립하여 비오스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
후 현재 카로라, 크라운, 레이츠 등의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 2006년의 판매실적
은 약 22만대로 도요타의 중국 최대 생산거점이다.

<표 4-6> 天津一汽도요타의 개요
설립

2002년 10월(비오스 생산개시)

주력 차종

카로라, 크라운, 레이츠(일본명 마크 Ⅹ)

판매실적

22만대(2006)

주주

第一汽車集團, 도요타 자동차

자료: 日經産業新聞, 2006. 1. 23. 16면

초기 판매 전략은 비오스(1500cc)의 가격을 비싸게 설정하여 출시하는 高價전
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高價전략이 실패하면서 2005년부터는 레이
츠(2500cc)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
환하였다. 2006년부터는 캠리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도요타의 시장점유율이 급
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요타는 2010년까지 중국의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
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에서의 생산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2006년 5월 중국 廣東省 廣州市 南沙경제개발구 공장에서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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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생산을 개시하였다. 南沙경제개발구는 廣州市로부터 남쪽으로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에 도요타 廣州공장이 입지해 있다. 덴

소 등 13개 중핵 부품업체는 도요타 공장을 마주하고 입지해 있고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의 서쪽 공업단지(順德工業圓)에는 '아이신 精機' 등 7개 사가 입주해

있어 자동차 산업의 집적도가 매우 높다.19)
여기에서도 도요타 식의 적기 생산(Just In Time)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13개
중핵 부품업체로부터 생산된 부품은 2개의 전용 지하도로를 통해 도요타 공장의
생산라인에 직송된다. 최단 30분에 1회의 간격으로 부품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이
며 재고량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레스 부품을 공급하는 후타바
산업에서는 재고량을 1일 소요분으로 축소하고 있다.
광저우는 향후 일본 자동차 업체의 핵심적인 집적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예를 들면 덴소는 중국과 아세안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전제
로 장래 광저우를 생산거점으로 하면서 중국, 아세안과의 분업을 고려하고 있다.
도요타도 점차 중국을 세계의 생산 및 수출거점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인데 광저
우 도요타의 엔진공장은 이미 2005년 11월부터 일본에 엔진을 수출하고 있으며
아세안이나 타이완에의 수출도 검토하고 있다. 금형분야에서도 중국은 중요한
생산거점이 되고 있다. 본넷 등 도요타의 대형금형 생산능력을 보면 중국의 ‘도
요타一汽天津금형’의 생산능력이 배증되어 중국의 생산능력은 일본에 이은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요타의 경우에도 현지조달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생
산비 절감을 달성하여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현
지 조달율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광저우도요타는 관련 부품회사에게 ‘2008
년까지 현지조달률 80% 이상, 원가 30% 삭감’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 1차 부품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2차, 3차 하청업체들이 모두 중국에 진출하는 예는 매우 드
물고 현재 약 절반 정도의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19) 도요타에 부품을 납품하는 핵심 부품업체들로서는 덴소, 산고, 아이신, 도요타 鐵工, 후타바, 아도빅
스, 마루야스공업, 도요타 通商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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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도요타의 중국 생산거점
구분

입지지역

생산차종 및 생산능력

天津一汽도요타

天津시

제1공장: 카로라 등 연 12만대
제2공장: 크라운 등 연 10만대 (향후 15만대로 증산)

廣州 도요타

廣州시

캠리 연 10만대 (향후 20만대로 증산)

四川一汽도요타

成都시

코스타, 랜드 크루저 프라도 연 1만대

四川一汽도요타(지사)

長春시

랜드 크루저, 프리우스, 연 1만대

자료: 일경산업신문, 2006. 6. 6. 13면

도요타가 일본계 기업으로부터의 부품조달을 계속하는 한 원가절감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현지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20)
東風日産은 2003년 중국의 자동차 대기업인 東風汽車公司와 닛산자동차가 절
반씩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생산거점은 후베이성(襄樊)과 광둥성(廣州) 두
곳에 있다. 후베이성에서는 고급차종인 티아나를 생산하고 있고 광둥성에서는
티다를 생산하고 있다. 2004년 5월 광저우시 화두(廣州市 花都)에 약 18억 元(260
억 엔)을 투입하여 연간 15만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표 4-8> 東風日産승용차公司의 개요
설립

2003년 6월

주력 차종

티아나, 티다, 서니, 블루버드

판매실적

20만 3천대(2006)

주주

東風汽車公司, 닛산자동차

자료: 일경산업신문, 2005. 11. 28. 20면
20) 현지 업체들로부터 부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일계 자동차 업체 부품조달 전시 상담회」는 일계 업체들
이 조달하고 싶은 부품을 전시하면서 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현지 업체를 물색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를 통해 2006년에 현지조달률을 20% 정도 상승시켰다. 東海理化는 근접한 深圳시에 집적된 전
기전자업체에게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의뢰하여 현지 조달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현지조달 부품
의 절반은 이 방식에 의해 조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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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는 티다 등 컴팩트 카의 판매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광저우시 화두거점을
중심으로 2008년까지 생산능력을 30만대 이상으로 배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
다. 한편 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해외진출현황을 조
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의 특징을 요약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의 해외생산거점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이다. 2006년 조사에서는 340개의 생산거점이 중국에
설치되어 있다. 둘째는 생산거점의 수는 많으나 매출규모는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에서의 1사당 평균 매출액이 178억 엔임에 비해 중국에서의 평균 매출
액은 겨우 41억 엔에 불과하였다.
셋째는 중국 생산거점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는 특징이 있다. 전체 매출의 절반은 일본계 자동차업체에 판매되고 36%는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 이는 중국 생산거점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생산거점으
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생산거점의 현
지조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특징이 있다. 유럽에서의 현지조달비
율이 70%를 넘어섰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구미 자동차 업체의 중국 생산네트워크 전개21)

구미의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에서의 사업전개는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에
비해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중국시장에서의 승용차 판매대수를 주
요 자동차 업체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
러진 특징은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승용차 판매대수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
고 있다는 점이다. 상하이GM, 一汽VW, 그리고 상하이VW이 2006년에 이어 2007
년에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奇瑞汽車가 그 뒤를 잇고 있고 5위부터
7위까지 혼다, 도요타, 닛산의 일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그 뒤

를 이은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06년 29만대를 판매하여 5위를 기
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판매대수가 23만대로 급감하면서 순위가 3단계나 하락
21) 본 절은 주로 FOURIN의 『中國自動車産業(200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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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중국의 승용차 판매대수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22) 다른 업체들의 판매
대수가 모두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표 4-9> 자동차 업체별 대 중국 승용차 판매대수
(단위: 만대)

1

업체명

2006년

2007년

상하이 GM(미)

41.3

50.0

2

一汽VW(독)

35.0

46.9

3

상하이 VW(독)

35.2

43.6

4

奇瑞汽車(중)

30.5

38.1

5

廣州혼다(일) (어코드)

26.0

29.5

6

一汽도요타(일) (카로라)

22.0

28.1

7

東風닛산(일)

20.3

27.2

8

北京현대(한국)

29.0

23.1

9

吉利汽車(중)

20.0

21.9

9

神龍汽車(프)

20.0

-

11

一汽夏利(중)

19.6

-

-

廣州도요타(일) (캠리)

5.7

16.6

-

東風혼다(일) (시빅)

6.3

12.7

주 : 중국 업체는 일부 수출을 포함하며 기타 업체는 현지생산 이외에 본국으로부터의 대중 수출을 포함함.
자료: 日本經濟新聞, 2007. 1.27. 11면, 日經産業新聞, 2008. 1.16. 16면

독일 VW의 최근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VW은 그룹 차원에서 2003년 70.7
만대를 피크로 2005년에는 생산대수가 48.1만대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6년
에는 69.7만대로 회복되었고 2007년에는 95.6만대로 과거 최고실적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VW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진출 초기에는 브랜드
력을 바탕으로 구형모델을 중심으로 한 고가 전략을 구사하였다. 기술이전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던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2003년을 전후하여 시련기를 맞이하였다. 한국과 일본 업체의 판매대수가
22) GM, VW, 도요타, 혼다, 현대자동차, 닛산, 포드, PSA, 스즈키, 미쓰비시 자동차, BMW, 다임러 등
12개 자동차 업체의 2007년 중국판매대수(수입차 포함)는 434.1만 대로 전년 대비 21.7%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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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업체의 판매대수는 급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의 브랜드력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했던 유럽의 업체들도 시장경쟁
의 격화와 더불어 점차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VW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VW
은 먼저 무분별한 생산능력 확대를 중지하였다. 2008년까지 생산능력을 160만대
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90만대로 축소하였다. 생산능력을 동결하는 대신
VW은현지생산제품의 종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2008년 말까지 1
0～12 차종의 신제품을 중국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一汽VW, 上海
VW의 개발능력 강화, 제품차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VW은 환경과 안

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6억 달러를 투입하
여 一汽VW과 上海VW에서 생산하는 전 모델의 연비와 배출가스 수준을 20% 향
상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종래 자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던 주요부품
들도 현지생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전략도 수정해 가고 있다.
미국계 기업인 GM의 중국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M은 2002년부터
5년간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를 10배 이상 확대하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최근에는 GM대우의 모델을 중국에서 양산하면서 2007년에 103.2만대를 판매하
였다. 외자업체로서는 최초로 중국판매 10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현재 승용차 부
문에서 상하이GM이 중국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GM이 중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현지조달 전략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의 현지조달률은 이미 90%를 달성하고 있다. 중국계 업
체로부터 40%를 조달하고 있고 외자계 업체로부터 60%를 조달하고 있다. 2007
년 12월 현재 GM이 거래하고 있는 중국의 부품업체는 총 198사로 상하이에 110
사, 베이징에 40사, 광저우에 40사가 분포해 있다. 현지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
이에 200명의 부품업체 담당인원을 배치하고 있고 2008년에는 베이징과 광저우
에 200명 이상의 담당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현지에서의 부품조달은 중국
생산뿐만 아니라 GM의 글로벌 생산거점에 공급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2005
년부터 2010년까지 연 25%의 비율로 부품조달규모를 증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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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국내 자동차 완성업체의 부품 외부조달 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중국계 업체

외자계 업체
51-70%

71-90%

일본계 업체
91% 이상

자료: ABeam Research (2005), 정성춘․이형근(2007), p. 91 재인용

GM은 중국 현지에서의 연구개발도 중시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GM은 16억 위안을 투자하여 동시에 140대를 테스트할 수
있는 60km의 주행시험코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2008년에는 베이징에 上海汽車,
청화대학과 공동으로 중국 자동차에너지 연구센터를, 상하이에는 첨단과학연구
센터를 100% 출자하여 신설할 계획이다. 베이징의 연구센터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하고 상하이 연구센터에서는 하이브리드와 연료전지차 등 첨
단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GM의 전략은 중국의 독자적
브랜드 강화 및 연구개발능력 강화를 요구하는 중국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하고
있어 중국정부와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M의 또 다른 전략의 하나는 환경중시경영으로의 전환이다. 2008년 1월, 上海
GM은 친환경 제품, 친환경 생산시스템을 강조하는 환경전략을 발표하였고 동

전략을 바탕으로 연비가 좋고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자동차 개발과 기술혁신
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GM이 중국에 투입
할 신 모델은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극복한 제품들이 될 예정이며 이 또한 친
환경 자동차를 요구하는 중국정부의 방침과 부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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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대표적 구미계 업체인 VW과 GM의 중국사업전개의 특징을 고찰하였
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와 다른 특징은 역시 조달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GM
은 현지조달을 중시하고 있고 중국의 부품업체와도 활발히 거래하고 있으며 중국
을 GM의 글로벌 조달거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기업을 크게 활용
하고 있다. VW도 이전과 달리 중국에서의 현지조달을 중시하고 있고 핵심부품의
경우에도 중국 현지에서의 생산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구미업체들의 현지조달의 강화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계열관계의 중국으로의 이식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완성차 업체와 시장을 통하여 수평적인 거래관계로 연결된
수많은 부품업체들 간의 단기적인 계약관계가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연구개발능력의 현지화이다. GM이 중국 현지에서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는 대표적 기업이라면 일본의 도요타는 현지화를 극도로
꺼리는 대표적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기업은 현지조달에서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M이 중국을 글로벌 조달의 거점
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도요타는 중국에도 도요타 계열기업을 육성하여 부품
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
부품조달과 연구개발능력의 현지화 방식은 완성차 업체의 국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거시적으로 보면 완성차 업체의 해외생산 및 판매 비중과 무관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4-1>. 완성차 업체들은 해외생산과 판매 비중이 높
을수록 거점진출 방식을 택하면서 현지조달 및 현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가 구미나 일본의 완성차 업체에 비해
낮은 현지조달율과 저조한 현지 연구개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직 해외
생산이나 해외 판매의 비중이 혼다나 VW 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결국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장래는 현대/기아의 해외생산 및 판매 확대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부품조달이나 연구개발의 현지화에서의 비율과 강
도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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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세계 완성차 업체의 해외생산 및 판매 비중

자료: 장석인외 (2006)에서 재구성.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의 대
표적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네트워크는 그 특성이 점차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폐쇄적이면서도 계열화된 한국과 일본기업의 생산네트워크에도 현지 업체
로부터의 조달확대를 통해 비용을 감축해야 하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업체들은 모두 현지조달 확대를 중요한 기업전략의 하나로 인식하
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조달을 중시하는 구미업체들도 환경과 안전
을 중시하는 시장 환경 하에서 점차 고도의 부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고도기술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열형성이 필요하다. 결국 한국형, 일본형, 구미형이라고 구
분되는 형식적인 생산네트워크는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점차 새로운
형태로 복합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
차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될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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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한․일 및 구미 완성차업체의 동북아 자동차생산거점

자료: 연구진 작성

4) 지역생산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

(1) 한국

중국에서 한국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지역별 클러스터간 네트워크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
차부품업체 수는 126개사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현대의 설립(2002년)을 기점으
로 구분하면 2002년 이전에 33개사, 이후에 90개사가 진출하였고 나머지 3개사는
진출시기가 파악되지 않았다.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중국진출 시기를 구분해 보면(<그림 4-4> 참고), 2002
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02～04년의 3년간 80개 업체(전체
의 65%)의 자동차부품업체가 진출하였다. 이 시기는 현대자동차가 베이징에 진
출하여 생산을 가동한 때와 맞물리고 있어 자동차부품업체의 동반진출을 의미하
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내 지역별로는 산둥성, 베이징, 장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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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역에 90개 업체(71.4%)가 집중되어 있다(<표 4-11> 참고). 베이징과 장수성

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진출한 지역이어서 자동차부품업체가 이들 지역
에 완성차업체와 동반 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산둥성에 소재한 기업
은 현대와 기아에 납품하거나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02～04년간 산둥성에 15
개, 베이징에 25개, 장수성에 23개 업체가 각각 진출하였다.

<그림 4-4> 자동차부품업체의 시기별 중국진출 현황

주: 시기가 불명확한 3개 업체 제외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KAICA)

<표 4-10> 중국진출 자동차부품업체의 지역별 분포(2006년 말 현재)
(단위: 사, %)
산
둥
성

베
이
징

장
수
성

텐
진

상
하
이

랴
오
닝

광

저

둥

장

허
베
이

귀
저
우

질 후
베
린 이

헤
이
롱
쟝

광

홍

합

시

콩

계

회
33
30
27
8
5
5
4
3
3
2
2
1
1
1
1
사
(26.2) (23.8) (21.4) (6.3) (4.0) (4.0) (3.2) (2.4) (2.4) (1.6) (1.6) (0.8) (0.8) (0.8) (0.8)
수

126
(100.0)

주: ( )는 비중임.
자료: 상동

한편 중국에 진출한 126개사의 거래 업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2개사와 거래하
는 부품업체는 전체의 46.0%(58개사)를, 1개사와 거래하는 업체가 42.1%(53개사)
를 차지하고 있다. 3개사 및 4개사와 거래하는 업체도 각각 5.5% 및 2.4%로 나타

제 4 장∙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전개와 동향 73

나고 있다. 거래업체 진출시기가 파악되지 않는 5개사를 제외한 121개 부품업체
의 평균 거래업체 수는 1.7개사이다.
그런데 <표 4-11>의 거래업체수는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1차 부품업체
및 해외수출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해볼 필요가 있다. <표 4-12>에
서 보듯이 중국진출 121사개의 거래는 완성차업체 71.3%, 여타 1차 부품업체
14.8%, 국내수출 8.4% 및 해외수출 2.0%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와 기아에의

납품비율이 58.4%로 가장 높은 가운데, 중국 현지 및 중국진출 외국 완성차업체
와 1차 부품업체의 비율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중국진출 자동차부품업체의 복수거래 업체수
(단위: 사, %)

합계

1개사

2개사

3개사

4개사

n.a.

합계

53
(42.1)

58
(46.0)

7
(5.5)

3
(2.4)

5
(4.0)

126
(100.0)

주: n.a.는 자료에 진출 시기, 거래업체수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임.
자료: 상동

<표 4-12> 중국진출 자동차부품업체의 거래대상별 구분
(단위: 사, %)
완성차업체

진 2002년
출 이전
시 2002년
기 이후
합계

1차 부품업체

buy- 해외
기타
중국 중국 내 한국 중국 중국 내
back 수출
업체 외국기업 업체 업체 외국기업

기아

15

10

7

3

1

1

6

8

3

6

60

51

42

3

13

15

0

7

9

1

1

142

66
52
10
(32.7) (25.7) (5.0)

16
(7.9)

16
1
(7.9) (0.5)

주: 1) 개별 업체별로 중복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함.
2) 기타는 분류가 곤란한 경우임.
3) 거래업체, 진출 시기 등을 분류할 수 없는 5사 제외
자료: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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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4)

17
4
7
(8.4) (2.0) (3.5)

202
(100.0)

한편 베이징현대와 거래를 맺고 있는 부품업체는 지역별로는 베이징내에 35
개사, 베이징외 지역에 54개사가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과 가까운 텐진,
허베이성을 고려하면 49개사(전체의 55%, 반경 40㎞ 이내)가 베이징 공장 인근
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베이징만을 고려하면, 베이징현대가 소재한 순의구
에 15개사가 위치하고 있다(<그림 4-3> 및 <그림 4-4> 참고). 중국 내에서의 부품
조달을 의미하는 현지화율은 베이징현대의 경우 높은 모듈 부품 공급의 영향으
로 약 80%에 달하며, 나머지는 수입하고 있다. 65개 한국 진출업체의 부품공급
액 가운데 50%는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액이다. 현재 중국 현지의 부품업체
가 공급하는 부품은 저가의 기능성 부품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시
장에서의 가격경쟁 심화에 직면해 있는 베이징현대로서는 중국 현지 부품업체의
육성과 이들로부터의 부품조달 확대가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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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베이징현대의 거래 자동차부품업체 현황(베이징내)
-텐진시(8) : 텐진동현, 텐진상일,
텐진평화, 텐진정달,
텐진현대전자, 텐진
한독, 텐진모팜, 텐
진대흥
-허베이성(6) : 허베이비달, 보정
풍범, 승덕은하,
승덕천청, 허베이
유백, 삼하세원
-산둥성(9) : 청도대성, 청도동명,
청도동아, 청도GMB,
청도극동, 청도대동,
청도유신, 청도동일,
청도성우금속
-랴오닝성(3) : 금주한라, 심양도
단, 심양미쉐린
-질린성(3) : 장춘복요, 장춘사환,
장춘지멘스
-장수성(13): 장가항동희, 장가항
위아, 장수대기, 곤
산대진합, 남경금호,
소주델코, 오강인지,
소주화창, 화동텍시
드, 무석명화, 무석
모비스,
무석동아,
소주음향
-상하이시(8) : 상하이삼립, 상하
이헨켈, 상하이현
대모비스, 상하이
애지단조, 상하이
3M,
상하이JCI,
상하이한타, 한국
생고뱅
-저 장 성(4) : 저장만풍, 저장영
가, 저장경창, 가
흥에스텍

자료: 베이징현대기차유한공사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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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베이징현대의 거래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베이징 외 지역)

주: 권역별로는 베이징지역 49개(베이징 포함, 55%), 상하이지역 25개(28%), 산둥성․동북지역 15개
(17%)임.
자료: 상동

중국에 진출한 한국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 클러스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생산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현
대와 기아 자동차가 진출해 있는 베이징과 장수성에 다수의 자동차부품업체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베이징현대의 경우 반경 40㎞ 이내에 납품업체 전체
의 55%가 집적되어 있다. 한편 산둥성의 경우 국내와의 인접성, 저임 등을 이유
로 일찍부터 국내 부품업체들이 진출하여 생산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내 자동차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전속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에 진출한 국내부품업체의 86.1%가 1개
사 또는 2개사와 거래했다. 현대와 기아에만 납품하는 부품업체의 비율도 58.4%
에 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완성차업체의 생산능력 확대와 무한가격경
쟁은 부품조달의 현지화를 초래하여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전속구조는 약
화되어 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생산클러스터가 중국 내에서 완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베이징현대의 경우 중국 내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현지화율이
80%에 이르고 있으며,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20%만을 울산과 같은 국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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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클러스터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가 수년 내에 베이
징에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개발이라기 보
다는 현지 시장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한다.23)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는 중국과 국내 생산클러스터 간 본격적인 네트워킹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2) 일본

여기에서는 일본의 중국 내 생산클러스터의 사례로서 광저우 생산클러스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광저우는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체가
모두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업체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부품업체도 입지해 있어 생산의 집적효과가 매우 큰 생산 클러스터이다. 이 지역
에 입지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다른 생산 클러스터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기업의 특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광저우시에 진출한 일본 완성차 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혼다가 1998
년에 진출하였고 혼다의 진출과 더불어 37사(‘06년 5월 현재)의 부품업체가 동반
진출하였다. 닛산은 2003년에 진출하였고 23사의 부품업체가 동반 진출하였으며
도요타도 2003년에 진출하였고 32개의 관련 부품업체가 광저우시 부근에 진출하
였다. 이처럼 광저우시는 일본 자동차 업체의 집적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다.
도요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적기조달(Just In Time) 방식을 운용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부품업체를 집적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재공급업체들까지 도요타 공
장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더구나 광저우시 주변에는 동관(東莞)이나 선전(深川)
등 주장델타 동쪽지역의 전자부품 집적지가 있고 푸산(佛山)이나 중산(中山) 등

23) 본 연구에서 현대자동차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임(2008년 9월 18일). 현대 자동차의 연구개발 기능은
현재 화성시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연구소는 현지 시장적응에 필요한 부분적인 연구개
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장래에도 상당부분의 연구개발은 한국 본사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는 현대와 유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 혼다는 연구개발의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진행시키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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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델타 서쪽지역에 가전이나 금속가공의 집적지가 있어 자동차의 전자화 등에
따른 부품조달의 이점이 매우 크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림 4-7> 珠江델타지역의 산업집적
珠江델타 동쪽
외자계

전자부품의

집적지
(컴퓨터, AV기기, 정
밀기기)

닛
산

혼
廣州

다

시중
珠江델타서쪽

심부

현지공장의 집

南沙

적지

도요

(가전,금속가

타

佛

東
莞

山
中

珠江

山

델타

深
圳
珠

마카
오

廣
홍
콩

廣東

江

성

델

州

타

마카

홍

오

콩

자료: 日經産業新聞, 2006. 5. 24. 24면

광저우혼다가 형성하고 있는 생산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첫째는 연구개발, 설계 등의 기능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자계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하듯이 광저우혼다의 경우에도
본국에서 개발된 차종을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광저우생산
클러스터는 생산 그 자체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품의 상류단계인
연구개발이나 설계 등의 작업은 본국에 있는 혼다 본사와 일본의 부품업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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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이루어지는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거래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부품업체들이 일본계 업체라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광저우혼다의 조달구조를 살펴보면 소요부품의 약 60%(원가기준)를 현
지진출 일본계 기업에서 조달하고 20%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전체의
80%를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20% 중 중국 부품업

체로부터의 조달이 약 10%, 일본 이외의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약 10%를 차지하
고 있다. 이러한 조달구조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광저우의 생산클러스터는
일본 본국과 폐쇄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혹은 일본 이외의 기타
동아시아 지역에 형성된 생산네트워크와는 대단히 미미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
을 뿐이라는 점이다.
셋째, 광저우혼다는 신규모델의 투입, 신규공장설립 등 사업전략 상 중요한 문
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전략은 기본적으
로 본국에 있는 혼다 본사와 현지진출 부품업체들의 본사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
어진다. 따라서 광저우혼다가 독자적으로 여타의 생산클러스터와 교류하거나 네
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광저우혼다와 현지진출 일본부품업체간의 거래관계는 상당히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본사들 간의 거래관계에 의해 규
정되고 있다. 즉 일본 내에서의 본사들 간의 거래관계가 중국에 그대로 이식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현지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부품업체와의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될 지의
여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2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형성한 광저우생산클러스터
는 주로 일본 본국과의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매우 고착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광저우생산클러스터
에 입지한 현지 일본기업들은 본국 이외의 여타의 생산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24) Kuchiki(2008)에 의하면 광저우 지역 일본계 2, 3차 부품업체들은 도요타, 혼다, 닛산 등에 속한 다수
의 1차 부품업체에 납품하고 있어, 적어도 과거와 같은 전속 관계는 조금씩 파괴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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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결국 광저우생산클러스터
는 중국 내에서 스스로 완결된 독립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구미기업의 생산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 형성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론은 광저우에 입지한 일본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살펴보더라도 그대
로 드러난다. 아래의 표는 일본계 부품업체들의 납품 및 조달선 현황에 대한 연
구의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 7개사 중 5개사의 납품선은 광저우에 입지한 일본
계 기업이며 여기에 중국의 기타지역에 입지한 일본계 기업에 납품하는 비율을
합하면 90% 정도가 일본계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한편 조달선을 보면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현지진출 일본계 기업으로부터의 조달비
율을 합하면 대부분의 업체에서 80% 정도를 일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형성한 생산클러스터와
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표 4-13> 광둥성 일본계 부품업체의 주요 납품선 및 조달선 현황(2005년 5월)
A사

B사

주요제품/납품선
(매출액 중의 비율)

자동차
판금부품

승용차용
등속조인
트

広東省 日系기업

92%

18%

중국 기타 지역의
日系기업

8%

76%

C사

D사

E사

F사

G사

자동차
판금부
품

집합배
관,브레
이크파
이프,오
일쿨러
파이프

콘덴서,
HVAC,
라디에
이터 등

윈도우
레귤레이
터,컨트
롤
케이블

樹脂성형품

100%

100%

53%

88%

90%

41%

3%

10%

広東省 중국기업

2%

중국 기타 지역의
중국기업

4%

중국 기타 지역의
非日․ 中기업
불명

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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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달부재/조달선(조
달액 중의 비율)

강판,파
이프,알
루미늄

일본으로부터 수입

97%

기타 국으로부터
수입

3%

CVJ부품( 강판,알
단조품 등) 루미늄

60%

100%

철파이
프,클립
․스테
이등

에버폴레
이터,
히터코어
, 모터

조립품,
프레스
가공품,
강재․
강선 등

樹脂원재료,
부품(금속․
고무 등)

70%

31%

32%

10%

1%

조금

広東省 日系기업

9%

9%

4%

43%

42%

중국 기타 지역의
日系기업

22%

6%

60%

조금

10%

조금

30%

24%

8%

広東省 중국기업
중국 기타 지역의
중국기업

15%
9%

불명

2%
2%

자료: 岸本(2006）

다만 앞서 언급한 현지화에 대한 시장의 압력이 커지면서 일본계 업체들의 전
략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기업들도
값싸고 품질만 좋다면 국적을 불문하고 구입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
진출 한국계 기업들이 충분한 공급능력과 비용경쟁력을 가진다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클러스터에 편입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진출 한국계 업체
들이 아직 일본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한국계 업체들이 형성
한 베이징생산클러스터와 광저우생산클러스터는 거리상으로도 멀기 때문에 네
트워크 형성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5) 자동차 산업의 동향

이상의 논의에서 확연한 것은 전자산업과는 달리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 분
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분화의 주된 부분도 연구개발이나 설계/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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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주로 부품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미기업의 경우 부품의 모듈화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을 주도하는 글로벌 모듈 기업이 부상하고 있다. 중
국 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에서 구미 완성차 기업과 한, 일 완성차 기업 간에
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자동차로 진화해 나갈 전망이므로, 하이브리드나 연료전지 차는 모듈화와 표준
화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 가치사슬의 분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부품조달의 글로벌화는 이미 새로운 판매처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한․중․일 부품업체들에게 더욱 급박한 과제로 다가올 수 있다. 일
본이나 한국에서는 이미 자동차 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러 있고 따라서 국내생
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국내 부품수요가 향후 감소세로 전환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품업체들은 새로운 판매처를 발굴하고 개척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가격경쟁이 격화되면서 보다
값싸고 질 좋은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 진출한
한․일 양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효과적인 현지조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지역 생산클러스터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한․중․일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면, 생산클러스터 간
교류를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
본적으로 완성차업체 간에는 협력보다는 경쟁관계가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일 업체 간에는 부분적으로 기술협력 및 판매 협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25)

25)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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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CD산업
1) 동북아의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산업26)

현재 세계 TFT-LCD 생산거점은 세계 최초로 LCD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일
본과 인접국인 한국, 타이완 및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27) 위 동북아 4개국에 LCD
산업이 확산된 과정은 협력과 경쟁의 동시적 진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간 협력에 의한 기술 및 라이선스 공여, 기업 간 제휴, 합작 및 합병,
공동개발 등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치열한 가격경쟁, 지적소유권 소송, 기술유
출 규제 등의 경쟁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세계에서 대형
TFT-LCD 패널 생산을 동북아 4개국이 독점하는 가운데, 한국, 대만이 선두경쟁

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LCD 세계시장 점유율은 한국과 타이완의 선두경쟁, 일본의 점유율 감소 등으

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3,000만 장 수준이던 세계 TFT-LCD(10인치 이상)패널
의 출하량은 2004년에 1억 3,800만 장으로 4년간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타이완
의 세계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2000년 13%(400만 장)에서 2004년 41%(5,600
만 장)로 늘어났고, 한국도 같은 기간 37%(1,100만 장)에서 44%(6,100만 장)로 시
장점유율이 증가했다.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2000년 50%에서 2004년 15%로 급
감했으며, 출하량도 1,500만~2,000만 장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본
의 TFT-LCD 생산 업체가 대형(노트북 PC, 모니터, TV용)에서 중소형(휴대전화,
PDA, 카 내비게이션, 파칭코, 게임기 등)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26) LCD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구본관․복득규(2007)가 한일 기업 동아시아 생산네트
워크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에서 발표한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다.
27) TFT-LCD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박막트랜지스터 액정 표시장치)란 고화질
(HD)TV와 같은 차세대 전자제품은 물론 휴대용 컴퓨터, 게임기, 캠코더 등의 화면표시장치로 쓰이
는 소자이다. 고체와 액체의 중간상태 물질인 액정에 전압을 가하면 액정분자 배열이 변하면서 많은
굴절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굴절현상을 적절히 응용해 문자ㆍ도형ㆍ화상 등을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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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동북아 국별 LCD 패널 생산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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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구본관․복득규(2007) 자료 재구성

2) 동북아 LCD 산업의 분업구조

LCD의 제조 공정은 크게 어레이(Array)공정, 컬러필터제조 공정, 셀 공정, 모

듈(조립)공정으로 구분된다. 실제 제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조 기기의 개발, 생
산 및 LCD의 설계도 넓은 의미에서 제조 공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일본은 부품·
소재, 설비 업체가 완성품 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편광판, 유리 기판, 컬러필터,
액정재료 등을 융합함으로써 제품 개발과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및
제조장비에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이들
부품․소재 기업은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일본 국내 패널 기업에도 공
급함으로써, 일본은 완결형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대형 액정 패널은 부품·소재, 패널뿐만 아니라 TV 등 완성품까지 기업
내 또는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을 통해 내재화하는 소위 ‘수직 통합
형’모델을 취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기술유출을 막아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자 하는 것이다. 중소형 패널은 대만, 중국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양이 많으며, 이
들 공급 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본의 패널 업체가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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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토대로 일본의 국제분업 체계를 설명하면, ‘완결형 생산·공급체계’, ‘기술의
블랙박스화’라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샤프의 가메야마 공장이다.

<그림 4-9> 미에 LCD 완결형 클러스터
조달

판매

미에 LCD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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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부품업체

자료: 구본관․복득규(2007)에서 재구성

LCD 산업에서의 강자인 한국과 타이완은 LCD 생산 및 이를 탑재한 대형 액정
TV 생산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나 부품·소재 등 저변산업은 일본에 뒤처

져 있으며, 분업체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제조 공정, 모듈 공정, 완성
품 생산 등 다운 스트림 공정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나 대만 기업이 다운
스트림 공정에 특화하여 집중 투자한 뒤, 수출 확대를 통해 이익을 확보함으로써
투자를 회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편광판, 유리 기판, 컬러필
터, 액정재료 등 부품·소재의 국내 생산 체계가 취약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셋째, 최근 후방 산업 분야도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을
자국 내에 유치하는 방식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정비되고 있어, LCD 산업의 지역
클러스터화가 추진되고 있다. 넷째, 제조장비 등은 아직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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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어, 여전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섯째, 다운 스트림
부분의 연구개발은 일본 기업의 성과를 활용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타이완의 국제 분업 체계는 아래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중간 제품(패널)을 생산, 수출하는 모델로서 일본의 부품·소재, 장비 등을 수
입해 중간 제품 또는 완성품을 생산·수출하는 구조이다. 둘째, 부품·소재 국산화
모델로서 일본으로부터 직접투자를 받아들여 부품·소재를 국산화(수입대체)함으
로써 산업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모델이다.
한편 LCD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중국은 LCD패널
의 공급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조달한 부
품의 조립에 특화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공정의 범위는 모듈 공정 또는 그 후 공
정(액정 TV 등 완성품 조립)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특징은 모듈(조립)
공정의 강점을 바탕으로 일본, 한국, 타이완 등을 대상으로 한 패널 생산거점이
면서, 액정 TV 생산 등 다운 스트림 부분도 전개하고, 부품·소재는 일본 등 해외
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자본으로 구동 IC 등 비교적 자신있는 부분에
서부터 수입대체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결국 중국의 국제분업 체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완성품 조립·공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LCD 산업의 경쟁 및 협력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일본, 한국, 타이
완 및 중국은 LCD 패널과 TV 등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패널이나
부품·소재 등을 상호 공급하는 등 협력 관계도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패널시장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기업은 자
국 내에서는 대형 또는 중소형 패널에 특화하고, 중형 패널은 직접투자(합작)나
기술제휴 타이완 업체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한편, 최종제품인 LCD TV나 대형
LCD를 탑재한 PC 등에서는 경합하고 있다.

한국은 패널 생산에서 LCD TV 등의 생산에 특화하여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
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품·소재 등 저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패널
의 일부는 소니-삼성의 예에서와 같이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
다. 중국은 일본, 한국, 타이완 3개국에서 부품·소재, 장비, 기술 등을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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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생산거점으로 성장하면서, 이들 3개국에 대한 공급거점 역할도 수행함으로
써 일본, 한국, 타이완 기업의 중간재 시장이면서 동시에 패널 및 최종제품의 공
급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둘째, 패널의 공급·조달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 구도는 아래와 같다. 중국은 중
간재의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부품·소재, 장비 또한 대부분 일본, 한국, 타이
완 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타이완은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 자급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장비 대부분은 일본에 의존하고,
국산화도 주로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한
국과 타이완은 패널 생산 확대가 부품·소재 산업의 성장을 유인하는 체제여서 부
품·소재 관련 기술개발이나 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기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일본, 한국, 타이완 3개국의 자본에 의존한 생산에서 점차 자국 자본에
의한 생산 비율을 높이고 있는 데다, 부품 등에서도 직접투자 유치, 독자적인 연
구개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완결형 생산 체계를 갖추
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연구개발을 둘러싼 경쟁과 협력에서 일본이 앞서고는 있지만 한국과 타
이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일본 기업 스스로 한국이나 타이완, 중
국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접 투자(합작기업 설립 또는 자본
참가)나 기술제휴를 추진해 자연스레 기술이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3) LCD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동북아 LCD 산업은 강한 클러스터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 수
도권의 파주-평택-기흥-천안-아산(탕정)의 클러스터, 일본 주부권 미에현 가메야
마의 클러스터를 들 수 있다. 한국 수도권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의 LCD생산과
LPL(LG-Philips)의 파주 생산공장 건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현

재 LCD관련 업체 278개 중 176개가 기흥과 파주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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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일본 및 구미 부품소재업체의 다수가 평택인근에 입지하고 있다. 경북
구미와 대구에도 다수의 관련업체가 LPL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었으나, 2004년
파주에 신규생산라인을 건설함으로써 집적이 약화되었다.

<그림 4-10> 탕정-평택-파주 LCD클러스터
탕정크리스탈 밸리

파주 LCD 클러스터

SLPD

LPL

평택 외국기업단지

국내 부품
업체

외국계 장비
제조업체

외국계 부품
업체

자료: 구본관․복득규(2007)에서 재구성

일본의 LCD 산업은 한국보다는 집적의 경향이 덜하다. 그 이유는 중소형 패널
생산라인이 전국에 걸쳐 퍼져있고 다수의 부품․소재기업이 LCD용이 아닌 생산
기반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TV용 LCD를 생산하는 대표적 기업은 샤프와 IPS
알파 테크놀로지가 있다. 샤프의 패널 공장은 긴키지역의 나라현과 주부지역의
미에현에 입지하고 있고, IPS는 간토지역의 지바현에 자리하고 있다. 샤프패널
공장이 있는 가메야마는 미에현의 관련 산업 유치 전략에 따라 다수의 부품소재
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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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동북아 LCD 클러스터의 분포

자료: 연구진 작성

중국의 LCD산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집적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심지역은
징진지, 창장, 주장삼각주이다. 베이징 지역은 중국 BOE 그룹을 중심으로 중국
컴퓨터업체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복득규외 2007). 상하
이, 난징, 닝보를 거점으로 하는 창장삼각주에는 주요 패널 업체들의 모듈생산,
백라이트 모듈공장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세계 시장의 60%에 가까운 모니터와
노트북 컴퓨터가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등 소재에서 모듈까지 LCD 산업의 전
공정이 이 지역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에는 일본과 합자인 SVA-NEC
를 중심으로 LCD관련 산업이 모여 있고, 난징에는 샤프, 후지츠, LPL, 한스타,
난징팬더 등 헤외 및 국내 LCD업체의 모듈 및 패널 공장이 포진하고 있다. 수저
우에는 삼성의 TFT-LCD 모듈공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반도체생산
과 함께 기흥에 버금가는 연구개발센터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Simmtetser.com, 2003. 6. 19). LG도 최근 타이완의 Amtran Technology와 합작으

로 수저우에 LCD TV 공장을 건설하여 2008년 중 가동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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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장은 주로 백라이트 모듈이나 LCD모듈 및 LCD TV를 생산할 예정인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http://www.chinatechnews.com). 타이완 CMO의 모듈공장이 있
는 닝보에서도 부품생산업체의 입주를 통하여 LCD 단지를 구축해가고 있다. 한
편 과거 TN/STN-LCD 업체 다수가 입지해 있던 주장 삼각주는 중소형 제품에 치
중되어, 현재는 패널생산보다 모듈생산에 특화되어 있다.28) 중국 정부는 LCD 산
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적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북아 LCD 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동북아 각국별로 클러스터가
분리되어 있고 특정패널 업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외자계 기업과
내국기업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별로 완결형을 지향한다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 명백하게 드러난
다. 일본 주부지역 미에현 크리스털 밸리의 경우 완결형 지역클러스터를 구축하
고, 클러스터 내에 형광표시관 업체, 유리기판 업체, 연마·성막 업체, 컬러필터 업
체, 편광판 업체, 필름 업체, BLU 관련 업체, 액정·약품·가스 업체 등의 공장과
사업소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탕정이나 파주의 패널 업체
를 중심으로 1차 부품·소재 업체가 수도권에서 완결형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차 부품·소재 업체와 거래하는 2차 업체, 다시 2차 업체
와 거래하는 3차 업체 등을 고려하면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늘어나지만, 패널 업
체와 직접 거래하는 1차 업체들은 대부분 클러스터 내에 입지하고 있다. 패널
기판이 커지고 신속한 수율 향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패널 업체들은 중요 부품·소

28) LCD는 구동방식에 따라서 수동과 능동으로 나뉘며, TN과 STN은 수동방식이다. TN(Twisted
Nematic) LCD의 동작원리는 액정분자가 면에 따라서 일축(네마틱) 배향하도록 처리한 유리판을 직
각으로 교차시키고 그 사이에 액정을 넣으면 액정분자의 배열이 꼬이고(트위스트), 거기에 전압을
가하면 액정분자가 전계방향으로 배열을 바꾸는 원리이다. 이 액정셀을 편향 축을 직행시킨 편향
판으로 끼우면 전압 OFF시에는 입사광이 통과하고, 전압 ON시에는 입사광을 차단하여 명암의 콘
트라스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효과를 표시장치에 응용하는 것이다. 한편 STN(Super Twisted
Nematic) LCD의 동작원리는 TN과 같고 다만 비틀림각을 더 주었다는 것이 특징이다(90도→240도
정도). TN이 가지는 단점인 정보표시량의 한계에 의해 대화면에의 응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틀
림각을 크게 하여 전기광학적 특성의 경사도를 향상시킨 것이다. 위상차판을 이용하여 바탕색을 보
상함으로써 B/W가 가능하며, 컬러필터를 사용하여 컬러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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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경우 패널 공장 바로 옆에 위치시키거나 멀어도 차량으로 1시간 이내의 거
리에 입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수입보다는 해
외 업체의 직접 진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4> 한국진출 LCD 부품소재, 장비 관련 외자계 기업 현황

부
품
･
소
재

분야

기업명

형태

투자기업(국적)

소재지(년도)

글라스

旭硝子화인테크(AKF)
波州電氣硝子
쇼트쿠라모토

單獨
合作
合作

旭硝子(日)
NEG(日)
쇼트(獨), 元(일)

구미(‘05)
파주(‘06)
오창(‘05)

NH테크노글라스

合作

NSG(日), HOYA(日)

평택(‘05)

偏光板
偏光 필름

BLU 關聯

동우화인캠

單獨

主友化學(日)

평택(‘02)

한국니토옵티칼
3M

合作
單獨

日東 電工(日)
3M(美)

평택(‘05)
화성(‘06)

한국델라그라스

合作

델라그라스(미)

평택(‘04)

도레이새한

合作

Toray(日)

구미(‘99)

해리슨도시바라이팅

장
비

液晶
필름코팅
포토마스크
컬러필터
잉크
薄 設備
眞空
Chamver
洗淨
化學 蒸着
背向膜塗布

單獨 해리슨도시바라이팅(日)

머크어드밴스트테크놀로지 單獨
치소코리아
單獨
한국호야전자
合作

오창(‘04)

머크
Chisso(日)
HOYA(日)

포승(‘02)
평택(‘05)
평택(‘04)

나노테크미쿠니

合作

미쿠니색소(日)

평택(‘05)

한국알박

單獨

ALVAC(日)

평택(‘05)

한국알박정밀

單獨

ALVAC(日)

평택(‘05)

PS테크놀로지
A1
캐리스

單獨
單獨
單獨

ALVAC(日)
A1(美)
NAKAN(日)

평택(‘04)
안성(‘04)
평택(‘06)

자료: 구본관․복득규(2007)

동북아 LCD 생산네트워크는 국가별로 분리된 단절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LCD 산업의 발생 초기인 197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의 공동출원 특허를 살

펴보아도 동북아 기업 간 협력은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북아보다 구미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건수가 더 많았다. 산업의 발전 추이가 시사하듯이 일본에서
시작된 LCD 산업은 한국, 타이완, 중국의 순으로 진입하면서 치열한 경쟁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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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 각국이 LCD 패널 제조에 필요한 부품·소재를
가급적 자국 내에서 모두 조달하려는 완결형 클러스터를 지향함에 따라 국가별
분리 현상이 지속․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복득규외 2007).
동북아에 구축된 LCD클러스터는 패널 업체가 구축한 수직적 거래 구조를 중
심으로 전형적인 선도-연계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LCD 산업 발생 초
기에는 대학과 연구소, 정부와 지자체 등과도 교류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이들과의 교류는 부차적인 것으로 분리되고 패널 업체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
성되었다. 후발업체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패널 업체 간 네트
워크가 부재한 상태에서 패널 생산을 둘러싼 동북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패널 업체 중심의 수직적 네트워크는 외부와 단절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
으로 작동되었다. 일부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품·소재 업체를 제외하면
특정 패널 업체에 속한 부품·소재 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패널 업체와 거
래나 협력관계를 맺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 및 구미계 부품·소재 기업들이 동북아 각국에 진출해 있어 외견상 부품·
소재 기업의 네트워크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자계 기
업들은 진출국의 패널 업체 및 본국의 부품·소재 기업들과만 교류하는 폐쇄형 구
조를 띄고 있다. 진출국 패널 업체와의 교류 정보도 연구개발보다는 시장정보와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급효과가
높은 연구개발에 관한 지식 교류는 가장 낮은 중요도와 강도를 보이고 있으며,
외자 기업의 네트워크는 진출국 국내 기업과는 독립된 채 외자 기업의 내부 네트
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동북아 LCD 생산네트워크는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미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형성된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거의 없으며 인력이동
이 특정 클러스터 내에 한정되고 동북아 각국과 업체들이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기술 인력의 이동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LCD 산업의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동북아 차원에서 주도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없다는
점도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각국별로 다소 거리가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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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국가별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만날 기회도 거의
없다. 나라별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점도 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기술개발과 파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북아 LCD 인력 간 비
공식적 교류네트워크의 미비는 장래 기존의 공식적인 생산네트워크 미비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복득규외 2007).

4) 동북아 LCD 산업의 동향

LCD는 미국 전자 수입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등 4개국이 모두 경

쟁력 향상을 보이고 있는 품목이며, 소비자 가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된다는 점
에서 향후 동북아 전자산업 경쟁력의 판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이다(박래정
2007). 그러나 동북아 국가 간의 장래 경쟁과 협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세계
LCD 산업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시장의 동향은 아래 다

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급속한 가격 하락과 생산비 절약을 위한 지역클
러스터 강화, 둘째 패널의 대형화 가속, 셋째 부품소재의 과점화, 넷째 대체 디스
플레이의 부상, 다섯째 수요 창출을 위한 신규시장의 발굴이다.
가격하락과 생산비 절감 압력은 전자산업 전반에 걸친 현상이며, LCD 산업에
서도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32인치와 40인치 등 대형
LCD TV의 가격이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고, 2006년 4/4분기에는 40인치 LCD TV

가 290만원으로 연평균 35%이상 감소하였다. LCD TV의 급속한 가격 하락에 따
라 2004년 초 세계 TV 판매량 중 3.9%에 불과하던 LCD TV의 비중은 2006년 2/4
분기에는 25%를 차지하는 등 수요가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평방인치당 생산가격은 여전히 LCD가 높아 대형 TV시장에서 주도권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절감 압력에 따라 LCD 패널 업체들
은 프로세스 혁신, 부품·소재 수 감소 등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원·부자재 공급
안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부품·소재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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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관련 정보와 지식 교류가 중요해지
면서 패널 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소재 기업들이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클러스터
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LCD 패널의 수요가 노트북과 모니터에서 TV로 변화하면서 패널 크기가 대형

화되고 있는 데, 이는 2004년 LCD TV시장이 성장하면서 20인치 이상의 패널 비
중은 2004년 7.4%에서 2005년 13%로 증가한데에서 알 수 있다. TV 수요 확대에
따른 패널의 대형화는 새로운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29) 한국 업체들
은 2004년 하반기부터 LCD TV용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6세대 및 7세대 라인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였고,30) 타이완의 AUO, 치메이, CPT, 한스타, Quanta 등 업체
들도 대형 차세대 라인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세 번째 LCD 산업의 변화추세로 부품·소재 산업의 과점화를 들 수 있다. 액정
재료, 유리기판, 광학필름, 편광판용 소재인 TAC 필름 PVA 필름 등 대부분의 중
요 부품 1위 업체의 점유율이 50%내외 수준에 이르고 있다. LCD 부품·소재 산업
의 과점화는 LCD의 응용 기기가 노트북 컴퓨터와 모니터에서 LCD TV로 변화하
면서 패널의 요구 성능이 높아져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기판 대형화에 따
른 부품업체의 투자비 증가가 새로운 업체들의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진행되었
다. 실제로 유리기판, 편광필름, 액정재료 등 주요 소재 산업의 경우 참여업체가
5개 이하이고 산업 내 경쟁강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31)가 0.36~0.75

에 이르는 등 과점~독과점에 가까운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과점화는 경쟁압력의
감소와 독과점화 가격 책정으로 주요 부품·소재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9) TV용 LCD는 시야각의 확장, 6만 시간 이상의 수명 연장, 동영상 위주의 TV에서 요구되는 빠른 응답
속도 등 전반적인 성능에서 노트북, 모니터용 패널보다 향상된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리 기판,
컬러필터, 드라이버 IC, 편광판, BLU 등 모든 주요 부품의 성능 향상이 필요하다.
30) LPL이 2004년 8월 6세대 라인(1500㎜⨉1850㎜)을 가동하였고 7세대 라인(1950㎜⨉2250㎜)은 2006년
1/4분기에 양산을 시작. 삼성전자는 6세대를 건너뛰고 2005년 1/4분기에 소니와 합작한 7세대 라인
(1870㎜⨉2200㎜)을 세계 최초로 가동하면서 40인치 패널을 시장표준화 하였다.
31)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는 산업에서의 시장집중 또는 경쟁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 순으로 배열한 뒤 각각의 시장점유율의 제곱
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이규억·이성순, 2005). 숫자가 높을수록 집중도가 심하며, 0.2미만은 보통,
0.2~0.6은 과점, 0.6이상은 독점에 가까운 경쟁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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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LCD산업의 부문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허핀달지
수가 높은 부품·소재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패널 업체와
컬러필터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LCD 산업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대체 디스플레이의 부상

이다. LCD TV는 ‘평판’이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해상도, 선명도, 다양한 크기 등
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빠른 속도로 CRT TV를 대체해가고 있지만 PDP, OLED,
빅슬림 등 현재 LCD와 경쟁하는 제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SED
등 LCD를 대체할 수 있는 신제품의 출현도 예상되고 있다.32) 이 가운데 특히
OLED와 SED 등은 이른바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33) 기존 기술에서 성공한 기업일수록 와해성 기술의 충격을 크게 받고 그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기업의 특성상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난관
에 봉착하게 되어 경쟁구도의 재편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다섯 번째로 수요 둔화에 대비한 새로운 시장의 발굴 필요성이다. 2005년
2,000만 대를 기록한 LCD TV의 수요는 2009년에는 1억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

고 있지만 2009년 이후 LCD TV의 연간 성장률은 10%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LCD와 PDP 등 평판 TV 수요를 견인하는, 기존의 CRT와 프로젝션
TV에 대한 대체 수요의 증가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CD TV
32) 40인치 이상 대형 사이즈에서 LCD의 강력한 경쟁제품인 PDP(Plasma Display: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경우 과거 LCD 대비 약점이었던 휘도, 수명 및 실소비전력 등에서 LCD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
고, 50인치 Full HD구현으로 해상도 열세를 극복. PDP TV는 대형 사이즈에서 LCD 대비 비용 우위를
확보한 가운데 구동 IC 및 공정 수, 공정 시간 등의 감소를 통한 가격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6년 2/4분기 PDP TV는 220만 대가 출하되어 1/4분기 대비 30% 이상 성장하였고, 전체
TV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에 이르고 있음. 2005년 초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슬림형
CRT(Cathode Ray Tube: 진공관방식) TV는 기존 CRT보다 두께를 15㎝ 이상 줄였을 뿐만 아니라
LCD, PDP등 평판 TV 대비 절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06년 1,300만 대에 이어 2007년에는 2,500만 대로 10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시바와 캐논은 브라운관의 색채 재현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평판 TV처럼 얇게 만들 수 있는
SED(Surface-conduction Electron-emitter Display: 표면전도형 전자방출소자 디스플레이)를 2007년부터
출시. LCD보다 얇고 화질이 낫다고 평가되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 다이오
드)가 2009년 이후부터 10인치 이상 대형 제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LCD TV 시장에 대한
대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3) 와해성 기술이란 기존 시장의 경쟁구도를 완전 재편할 가능성을 지닌 반면, 초기에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낮으며 고객도 불확실한 기술을 일컫는다 (Christens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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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 이후 LCD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응용기기의 발굴이 필요하다. 라이프 스타일변화에 따라 달라
지는 시장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형화, 평판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물
론, 옥외용 LCD의 용도 등으로 수요 확장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데이
터 전송 수단의 향상, 고강도화, 고내구성 등에 대한 대응력이 차세대의 중요한
경쟁력 원천이 될 전망이다(복득규외 2007).

4. 휴대전화산업
1) 동북아 휴대전화 산업

동북아 휴대전화 산업은 한국과 일본에서 중․고가 시장의 성숙과 중국의 저가전
화를 중심으로 한 광대한 수요시장으로 분화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2위의 휴대전화
판매 국가로서 전 세계 휴대전화 경쟁에서 동북아의 휴대전화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등에서 원천기술이 부족하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에서 세
계적 추세인 표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
일본은 휴대전화 산업의 표준화에서 뒤쳐짐에 따라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상황이며, 최근 2000년대 구조조정을 통해 종합 휴대전화 기업이 이합집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교세라의 산요 무선통신사업부 매수와 풀
브라우징 서비스를 통해 무선인터넷 부문에서 표준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동아시아 시장진출을 모색 중이다. 중국은 브랜드 제품의 모방을 통한 휴대
전화 생산을 하여왔고, 2000년대부터 광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동북아 휴대전화 산업에서 수평적 분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져
이로 인해 유통전문업체,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PC업체 등이 대거 휴대폰 생산
사업에 진입 중이다(복득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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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전화 산업의 분업구조

휴대전화 산업의 가치사슬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드웨어 부문은 반도체, 카메라, LCD, 배터리 등의 부품과 휴대폰을 디자
인하고 개발하는 제조업체로 이루어져 있고, 소프트웨어 부문은 휴대폰의 운영
소프트웨어(OS)와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일 3국도 각기 상
이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특징으로는 첫째 완제품 시장의 경우 시장규모에 비해 제조 메이커
가 많으며, 국제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둘째 하드웨어 부품에서는 배터
리와 센서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하드웨어의 완제품 및
부품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이 열위에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부문은 만화, 게
임 등 컨텐츠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04년 풀브라우징 서비
스를 도입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바일 인터넷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제휴 강화 등을 통해 휴대폰의 운영시스템
(MS-window, 리눅스 등) 표준화에 동참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장점인 콘텐츠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박현식 2007).
이에 비해 한국은 완제품 시장에서 표준화에 성공함으로써 2000년대 휴대전화
시장의 동북아 강자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하드웨어 부품
에서 해외의존도가 심하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에서 표준화 달성도가 미흡하다.
일본 및 구미기업에의 의존도가 높아 고부가 가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한국
휴대전화 산업의 특징이다.
중국은 광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 휴대폰 산업이 급신장하였다.
저가품에서 위력을 발휘하고는 있으나, 주류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가
치 종합 휴대전화 기업은 아직 열세에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핵심기술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부품 의존도도 향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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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클러스터와 생산네트워크

휴대전화는 가치사슬의 분화가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지역 간 수평적 분업체계 구축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이다. 한국에서는 영남권에
관련 생산업체가 집중되어 있어 집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GSM 단말기 생산현
황을 보면, 구미의 삼성전자 9천 5백만 대, 마산의 노키아 5천만 대로 국내생산의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다. 특히 구미-대구지역은 국내 단말기 생산의 51%와
GSM 단말기 생산의 64%를 차지하고 있다(정재호외 2006).

대구․경북지역의 휴대전화 관련 기업 수는 총 353개이며, 업종별로는 부품이
151개, 완제품이 47개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구미는 부품소재와 완제품
등 하드웨어 중심 기업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총 22개의 종합
대학과 27개의 전문대학에서 5만 명 이상의 IT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공공연구
소 33개 및 기업연구소 59개로 총 92개의 연구기관이 휴대전화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6).
일본의 휴대전화 생산은 3대 종합기업인 샤프, 파나소닉, NEC가 입지하고 있
는 오사카, 도쿄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3대 완성품 업체는 세계
적인 부품조달체계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집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일본 휴대전화 산업의 강점인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
가 발전한 오사카 중심의 긴키지역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신대기업의 연구개발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간토지역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동통신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집적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휴대전화의 주요 생산지는 베이징과 텐진을 중심으로 한 징진지지역, 상
하이 중심의 창장삼각주, 그리고 선전을 중심으로 한 주장 삼각주지역이다. 선전
지역은 완제품, 칩카드, 설계, 부품 판매가 결합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연간 7000만대의 휴대전화를 생산한다(중국전자보 2007. 10. 12). 이 지역에는 중
국 양대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중싱이 완제품을 생산하여, OEM 업체로 Foxco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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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와와 모토롤라에 납품하고 있다. 선전은 중국 휴대전화 칩카드 생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텐진 빈하이신구내 경제기술개발구는 중국 최대의 휴대
전화 생산기지이며 모토롤라, 삼성, NEC, 파나소닉 등 주로 외자 기업에 의해 상
당한 집적을 이루고 있다. 2007년 생산량은 약 1억대로 중국 전체의 1/4에 달하였
다. 텐진시의 적극적 정책으로 개발구에 약 200여개의 부품업체가 입주해 있어,
지역클러스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베이징은 휴대전화 생산보다는 컨텐츠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상당한 집적을 이루고 있어, 향후에는 텐진과의 결합으로 광
역적인 이동통신 관련 집적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4-15> 한․중․일 3국의 휴대전화 생산대수(2006년)
한국

일본

중국

휴대전화
생산 규모(만대)

19,500

5,150

48,014

주요 업체

삼성, LG, 팬택

샤프,
파나소닉,
NEC, 도시바

노키아, 삼성, 모토롤라, LG,
소니에릭슨 등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으로 화웨이, 중싱

경북(구미), 서울, 경기 오사카, 도쿄,

베이징, 텐진, 상하이, 선전

주요 생산지역

자료: 한국, 신찬훈(2007); 일본, 야노경제연구소(2007); 중국, 中国区域经济统计年鉴 2006， 中国统计出
版社 및 中国信息年鉴 2007，中国信息年鉴期刊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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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동북아 휴대전화 클러스터의 분포

자료: 연구진 작성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북아 휴대전화 산업은 중국의 징진지, 한국 영
남권, 일본 간토권에 집적되어 있다. 중국의 징진지와 한국의 영남권은 자국 내
에서 압도적 비율로 휴대전화 생산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휴대전화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 중국의 징진지 지역은 중저가 제품에, 한
국 영남권은 고가 및 중저가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일본 간토권은 소프트
웨어 시장에 특화되어 있어 지역 간 보완성을 어느 정도 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중앙일보 08/10/26)34). 특히, 한국 영남권은 디자인 및 설계분야 등 전공정
생산단계에서 앞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고가 및 중저가시장에
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중앙일보 08/10/26).35)
34) LG전자는 2008년도 들어서는 프리미엄폰에 집중하여 대당 판매가격이 153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
싼 범용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LG전자의 휴대전화 전략도 “LG휴대폰 = 프리미엄폰”이라는
이미지 확립을 통해 휴대전화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힘. 반면, 삼성전자는 중저가폰을 앞세워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범용 휴대전화에서 판매가격이 143달러에서 135달러로 8달러 하
락하였다(중앙일보 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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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산업과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 업체가 다수 입지하고 있는 한국의 수도권, 중국의 창장삼각주, 일
본의 추부지역은 다기능 휴대전화를 하나의 칩으로 통합하는 현 추세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세한 일본 간
토권, 한국 수도권과 일본의 긴키권 역시 전자 응용제품, 휴대전화 컨텐츠 등 제
작기업 집적 클러스터로서 향후 전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영남권의 경우 한국의 대표적 휴대폰 제조업자이며 세계에서 2위, 3위업체들
인 삼성과 LG가 위치한 곳이며, 당분간 이들 브랜드를 통해 동북아의 휴대폰 지
역생산거점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36)
한․중․일 간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전개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
나, 본 절에서 대표적인 한국, 일본, 구미의 기업을 대상으로 본국과 중국 간의
생산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본 휴대전화 기업 A의 중국 생산네트워크37)

A회사는 1990년대 초 베이징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비퍼 생산을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부터 GSM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다.38) 2000년대 들어 비퍼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휴대전화 생산으로 대체한바 있으며, 동시에 중국 자회사

35) 삼성전자는 프랑스의 최고 산업디자인 전시회인 ‘옵세르봐르 뒤 디자인(OBSERVEUR DU DESIGN)
에서 휴대폰을 포함한 15개 상품이 선정(2개 상품은 최우수상인 ’스타상‘ 수상)됐을 뿐 아니라 그동
안 산업 디자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일본산업디자인진흥원(JIDPO) 주관 디자인 공모전
에서도 대서 수상한 바 있다(중앙일보 08/10/26).
36) LG경제연구원 관계자와의 면담(2008년 11월 4일)에서 LG는 중국에 다수의 LCD 및 휴대전화 관련
생산법인을 구축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 조립공정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첨단제품 및 R&D는 국
내 사업장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국내 중심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37) 이 부분은 일본 경제산업성(METI, 2004)에서 발간한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Economy and Trade,
Pp. 223-230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8)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은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인 휴대 통신
시스템으로, 기술적으로는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시분할
다중접속)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GSM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700여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는 GSM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이동통신의 약 82%가 GSM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개인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 CDMA로 사용하고 있어, GSM 방식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에 주력하는 많은 이동 통신 제조 업체들은 GSM 방식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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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체 조달 기능을 부여하였다. 현재 베이징의 생산공장 이외 연구개발시설을
베이징과 상하이에 가지고 있다. 본사는 기본적으로 제품설계와 개발에, 그리고
중국 자회사는 조립생산과 중국 내 판매(일부 반제품은 해외 관련회사에 수출)를
담당한다. 부품은 A사의 계열사 및 중국 내 일본계 및 구미계 회사에서 조달하고
있다. 베이징 생산기지는 연구개발 기능이 없으며, 제품개발과 설계는 A회사의
일본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는 A사는 장래 중국과의 새로운
분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제품개발과 설계를 일본에서, 생산과 판매 일
부를 중국에서 하는 방식에서 제품개발과 설계의 일부를 중국으로 넘기는 방안
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 분업방식과 다른 점은 해외시장을 겨냥한 대량생산의 시
제품 제조기능을 중국 등 해외기지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중국 내 연구개발은 기본적
으로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중국 내 연구
개발은 중국시장에 적합한 설계와 중국어 콘텐츠에 국한시키고,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은 일본 본사에 두는 분업 방식이다.
A사와 달리 도시바는 2002년부터 CDMA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어,39) 소프트웨

어나 시스템관련 분야에서도 2002년 중국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NeuSoft (東軟集
團)와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형태로 제휴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인 중
국과의 분업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구본관 2003).

(2) 삼성과 LG의 중국 생산네트워크40)

삼성의 휴대전화 사업의 국내 사업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부품은 구미기업과 국내 부품업체들로부터 조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저가 제품의 경우,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현지 부품 조달을 확대할

39)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다중접속)은 다중접속의 방식중 하나로 한국 등에서
사용된다.
40) 이 부분은 삼성전자 및 LG 전자 관계자와의 면담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제 4 장∙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전개와 동향 103

계획이다. 또한 노키아 등 주요 고객사에 대한 휴대전화 부품공급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해, 중국 내 현지 진출 타이완 기업인 유니캡을 최근 인수하기로 하는 등
부품산업에서의 현지화를 신규투자가 아닌 현지 기업의 인수를 통해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삼성전자의 본사와 자회사 간 분업관계는 일본 기
업과 대동소이하며,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및 설계 등 가치사슬의 상류부문은 본
사에 두고, 중국을 포함한 현지 자회사에서는 모듈화의 정착에 따라 일부 모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에 이동통신 관련 표준화
및 상품화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 또한 일본의 전자기업과
유사하게 중국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개선 및 변경을 위한 수준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휴대전화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국과 베트남 생산시설
을 동시에 가동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소위 ‘중국 + 1’ 전략41)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LG전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국 등

해외생산은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소위 제품 분업방식과 함께, 첨단 제품
의 개발 및 연구개발은 국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단순조립 공정은 중국 등으로
분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일본 전자기업과 유사하게 핵심부품은 한국 본사에
서 생산, 공급하고 범용 부품은 중국 내에서, 그리고 고부가가치 부품은 전 세계
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에는
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을 제고하고, 국내에서는 연구개발이나 설계 등 가치사슬
의 상류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3) 구미계 기업 모토롤라의 중국 생산네트워크

모토롤라는 삼성이나 일본 전자업체와 달리 베이징과 텐진을 세계적 생산과

41)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쿠사노 게이치(草野惠一)에 의하면 다수의 일본기업은 중국 리스크를 분산시
키기 위해 중국 내 생산시설이외 베트남이나 인도 등에 생산시설을 두고 상호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200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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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사업 전개의 4가
지 전략은 현지화, 합작, 현지인 경영, 기술이전의 네 가지이다.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장기적으로 인재의 현지화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품질관리 기법이
나 최첨단기술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현지인재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 전자기업의 소극적 기술이
전이나 현지 연구개발 인력 및 경영간부의 소극적 활용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Ernst 2005). 모토롤라의 연구개발에서의 글로벌 분업 전략은 휴대전화의 하드웨

어 연구개발은 미국, 시스템이나 기술개발은 베이징,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반도
체 설계 등은 텐진에서 행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베이징과 텐진을 중심으로
한 환보하이 지역에 모토롤라의 휴대전화 글로벌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을 전개
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텐진의 유리한 물류기반을 활용하여, 텐진을 아시아
물류센터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野村總合硏究所 2006).42)

4) 휴대전화 산업의 동향

세계 휴대전화 시장은 구미기업인 노키아와 모토롤라가 시장을 선도하고 동북
아 기업인 삼성, LG, 소니에릭슨이 추격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핀란드 노키아는
휴대전화 업체 중 가장 많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세계적 유통망, 브랜드
투자 및 신흥시장 선점 등으로 2세대 휴대폰부터 현재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를 유지하고 있다(2006년 35%에서 2007년 3분기에는 39%). 노키아와 같은 구미
기업은 제조기술, 원가경쟁력, 유통망, 마케팅 등에서 모두 비교우위에 있으며 신
흥시장에서도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43)
동북아 휴대전화 산업이 구미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노키아 등의
신흥시장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삼성, LG, 소니에릭슨 등 동북아 글로벌 휴대전

42) 모토롤라는 20002년 중국 사업 확대와 더불어 싱가포르에 있던 물류센터를 텐진시로 이전하였다.
43) 100달러 이하 초저가 신흥시장에서의 비중도 2002년 24.5%에서2006년 38.1%로 증대되었고, 2009년
에는 46.7%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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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
근에는 샤프와 교세라 등도 해외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고, 삼성과 소니의 LCD
협력(탕정에 8-2라인 건설협력 2008.8.14)에서처럼 휴대전화에서도 한․일 기업
간 신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고가 전화에서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신
제품 출시 및 공급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휴대전화 산업이 가장 글로벌 네트워크 모형에 근접하는 이유는 제조부문에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조달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중저가 신흥시장
의 성장과 네트워크 기술 통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중요해지면서 휴대폰 주요
업체들은 노키아식 플랫폼 전략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어44) 고부가가치 핵심 분
야만 관리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원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006년 기준 노키아의 해외생산비중은 80%이며, 소니-에릭슨도 자
사 휴대전화의 80%를 외부 ODM/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제조전문
서비스)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제품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의 삼성전자 41%, LG전자 39% 내외로 비교적 글로벌 모형에 가깝다.45)

<표 4-16> 국내 휴대전화업체의 해외생산현황
업체명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주요생산기지

한국: 구미
중국: 텐진, 선전
브라질: 캄파니스
인도: 구루가온
한국: 평택
중국: 칭다오, 엔타이
브라질: 따우파떼
인도: 뉴델리, 푸네
베트남: 하노이
한국: 김포
중국: 다렌, 우루무치

해외 생산비중(2006년)

41%

39%

40%

자료: 신찬훈, 2007, 휴대폰 산업동향 및 발전 정책방안
44) 플랫폼 전략이란 PC처럼 기본적인 제품구조와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된 상태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개발한 세부 구성품을 결합하여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45) EMS는 설계 전문성 없이 단순히 조립․양산만 담당하는 제조전문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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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부조달의 추세는 가치사슬의 분화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1980~1990
년대는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체가 대부분의 가치사슬 영역을 수직적으로 통합
하여 직접 단말기를 생산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의 플랫폼화가 진전
되면서 급속히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PC산업과 유사하게 가치사슬별로 수평적
인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영역별로 전문회사가 등장하였다. 제조전문기업(EMS기
업)이 표준화된 모듈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제품 설계를 포함한 제조 전반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DM수준으로 확대되고, 업체 간 품질 차이가 축소되었
다.
부품 모듈화는 제품 및 기능 간 수렴과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확대되었고, 업
체들은 카메라(‘04년 23%→’08년 59%), MP3(‘04년 9%→’08년 61%) 등의 기능을
결합한 휴대전화 융합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부품의 모듈화는 하드웨어 플
랫폼에 더해서 개발기간을 1/2로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다양한 파생모델
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휴대전화의 부품 수가 늘어나고 복잡한 회로 기능
을 하나의 반도체 칩에 통합하는 추세가 강해짐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모듈
화 주도 기업의 영향력이 증가하였는데, 2006년 Texas Instrument(TI)는 LoCosto
칩을 개발함으로써 기존보다 칩 비용 30%, 기판 크기 60% 정도를 축소할 수 있
었고, 모토로라는 이 칩을 사용하여 두께가 얇은 Motofone을 50달러에 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능통합으로 퀄컴, TI 등 핵심 칩을 생산하는 반도체 업체의 영
향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복득규 2008).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확산도 휴대전화 사업의 가치사슬 분화에 기여하
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휴대
전화 운영 소프트웨어의 표준화와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휴대전화 업체
들은 콘텐츠 확보를 위해 자체 운영체제를 포기하고 소수의 표준 운영체제 진영
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노키아의 심비안, 모토로라의 리눅스, MS의 모바일 윈
도우 등이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휴대전화 업체와 콘텐츠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과의 관계는
협력에서 경쟁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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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최근 동향은 신규업체의 진입 확대이다. 플랫폼화의 진전과 제조전문
기업의 성장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유통업체, 디자인업체, 통신사
업자 등이 경쟁적으로 휴대전화시장에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휴대전화 산
업은 수직적 가치사슬이 해체되고 모듈화의 디자인 규칙이 개방되면서 제조업체
간 차별성이 없어지는 범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계적인 플랫폼화나 부품모듈화 등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웨어 분야의 장점은 점차 줄어들고, 동북아에서도 제조전문기업이 성장할 전망
이다. 또한 수직적 분업체계보다는 수평적 분업체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
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운영체제 표준화를 통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
며, 소프트웨어 강국인 일본의 휴대전화 산업 진출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고부가가치 전화에서의 경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저가 전화 시장에서 존립을 위해
해외 제조공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저가 중
심의 신흥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생산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5. 반도체 산업
1) 동북아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미국, 일본, 한국이 공급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1980년대에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최고였으나 2000년대에는 수위를 한국
반도체 종합기업에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1965년 저기술 반도체 조립
공정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1980년대 본격적으로 반도체 기술개발에 뛰어들어
1990년대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높은 집적도의 반도체 기억장

치)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2000년대에는 낸드 플래시를 포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46) 다만, 한국은 종합반도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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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인 전문제조기업 등의 발달은 취약하다(정
선미 2006).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유
지하였으나 메인프레임용 DRAM을 고집함으로써 1990년대 PC의 확산과 PC용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에 시장을 양보하였으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장비제조장치와 부품소재에서 압도적 강세
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아시아의 제조전문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동아
시아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일본반도체협회 2006).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외자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조립가공 공정에 특화하였으
며, 상대적으로 저급기술분야인 다이오드 트렌지스터 등 IC(Integrated Circuit: 집적
회로)

조립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등을 중심으로 웨이퍼 가공 처리를 담당하

는 파운드리 기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내수용 제품개발을 위한 반도체설계업
체의 설립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현승용 2001).

2) 분업구조

반도체는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부품이 거의 없으므로 가치사슬의 분화
구조는 각 공정에 따른 기능별 가치사슬 분화를 보여주며, 공정은 디자인 및 설
계 공정, 웨이퍼가공 공정, 조립 및 테스트 공정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
인 및 설계공정은 PC, 휴대전화, 디지털TV 등 용도에 맞게 반도체 회로를 디자인
하고 설계하는 공정을 말하며, 웨이퍼 가공(wafer fabrication process)은 실리콘 웨
이퍼 위에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선폭으로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다. 조립
(packaging and test process)은 가공이 끝난 웨이퍼로부터 개별 반도체 칩을 재단

하고 패키징 및 테스트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46) 세계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0.8%, 하이닉스는 13%를 점유하여,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정
선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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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특성상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조립공정부터 분화되어, 중국 등 동
아시아 지역에 조립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디자인 및 설계공정과
웨이퍼 가공 공정은 공정 미세화 등으로 비용이 계속 하락함으로써 선진 반도체
공급지역에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공정을 일괄 생산
관리하는 종합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비용절감 압력으로 반도체의 디자인 및 설계만 담당하고 생산은 파운드리(웨이
퍼 가공 특화 기업) 기업이나 종합반도체 기업에 외주를 맡기는 팹리스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복득규 2008).

<표 4-17> DRAM 원가 구분(512Mb 기준)
구분(단위: 달러/개,%)

8인치/80nm

12인치/80nm

12인치/90nm

12인치/68nm

디자인+웨이퍼 가공비용

$2.05

$2.00

$2.14

$1.50

조립비용

$0.38

$0.39

$0.40

$0.41

조립비용 비중

18.5%

19.5%

18.7%

27.3%

자료: 이 정 (2008. 2. 27) : 복득규 2008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재인용

동북아의 현황을 보면, 우선 일본은 종합반도체 기업이 과거 1988년 6개회사
를 중심으로 시장을 지배하였으나 현재는 특화 구조조정을 거쳐 도시바(낸드 플
래시), 엘피다 메모리(DRAM), 르네사스테크놀로지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본 기업은 동아시아 시장과 BRICs 시장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과 경쟁에서 열위에 놓여 있다. 반면, 반도체의 제조장비와 부품․소재와 관련
하여 일본기업이 압도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동북아의 반도체 산업 발전
은 일본기업에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최근 일본은 반도
체 산업 경쟁에서 동북아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 및 타이완의 파운
드리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과 타이완은 반도체 분야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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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타이완은 파운드
리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종합반도체 기업 및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
아 운영하는 제조전문업체가 발달되어 있다.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한국의
대표적 종합반도체 기업이자 동시에 세계적인 종합반도체 기업이다. 한편, 타이
완의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와 UMC(United
Microelectronics Corporation)는 대표적 파운드리 기업이다.

중국은 조립공정에 특화되어 현재 일부 파운드리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
이다. 중국의 대표적 파운드리 기업은 SMIC이다. 즉, 중국은 조립공정에서 조금
씩 벗어나서 점차 파운드리 기업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아직 이렇다 할 종합
반도체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 파운드리 기업의 성장과 함께 설계 기
술도 축적되고 있으며, 일부 중국 내수용 제품개발을 위한 반도체 설계업체 설립
도 증가 추세에 있다.

3) 지역클러스터와 생산네트워크

반도체산업 중 메모리분야는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장비 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은 삼성에서 주
도해왔고, 주요 제조시설은 수도권의 기흥, 화성과 충청권의 온양에 소재하고 있
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DRAM 전용공장을 경기도 이천에, 낸드플래시 전용공장
을 청주에 보유하고 있다. 삼성의 반도체 제조시설과 연구개발시설은 기흥-화성
클러스터에 집중되어 있고, 향후 확장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 세계 최대의 반도
체 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삼성은 기흥-화성이외 중국 수저우, 항저우, 일본 요
코하마, 미국 샌호제이 등에 연구개발 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저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생산클러스터 및 동북아 지역생산네트워크 전개는 3대 주요 업체
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엘피다메모리,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도시바이다. 일
본은 한 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으나, 메인프레임 용 DRAM을 고집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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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PC로의 전환기에 1위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반도체시장에서 비메모리
분야의 비중이 높고 시장확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부품소재와 반도체 장비
에 경쟁력을 가진 일본기업의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기업들은
동아시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중국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
고 있다. 최근 일본 내 생산기반 관련 산업의 활용 및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우
려 증대로 다수의 일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도
그 중 하나이다. 도시바는 미국의 샌디스크와 공동출자로 2007년 9월 휴대전화
MP3 등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주부지역 미에현 욧카이치시에 완공

하고 2009년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47) 일본의
반도체 생산시설은 주부와 규슈지역에 산재해 있으나, 도시바의 미에현 공장 건
설로 재집중될 소지가 크다.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관련 제조장치와
부품․소재(주로 전공정에 해당)는 간토와 규슈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나, 도시바의 후공정 생산공장이 확장 건설됨에 따라 주부지역이 새로운
클러스터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나주몽 2004).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아직 웨이퍼 처리를 통해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 치
중되어 있고, 중국 내 다수의 외자계 기업도 중국 내에서는 주로 후공정 생산라
인을 가동 중에 있다. 전공정 업체들은 주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들 업체들 대부분이 OEM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집적회로 생산의 중심지는
PC생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창장삼각주이고, 광둥은 초기 생산 비중보

다 약간 감소했으나, 20%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장수성 난창시는 최
근 중국 국내기업인 징넝광덴이 LED용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계속
적인 확장을 통해 세계적인 반도체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
다.

47) 도시바는 일본 반도체산업의 수위 기업으로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샌디스크의 삼성인수는 도시바의 지위
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중앙일보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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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동북아 반도체 클러스터의 분포

자료: 연구진 작성

(1) 도시바의 중국 생산네트워크48)

도시바는 중국 반도체 수요확대에 대응하여,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02년 중국 국영반도체 1위 업체인 중국화정전자와의 합작회사인 우시(無錫)華

芝반도체를 자회사로 전환시키고 사명도 도시바 반도체로 변경하여 우시신공업
원구로 이전하였다. 우시공장에서의 생산증대와 더불어, 인근 난퉁(南通)에서도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신 공장을 2003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저소비전력형 SRAM의 기술을 공여한 바
있다.
도시바는 반도체이외 세탁기, 휴대전화, PC, 칼라TV 등 타 사업 부문에서도 중
국 생산네트워크를 1990년 이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대 이후 중국사업
의 확대로 그룹차원에서 전용 공업 용지를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항저우에

48) 구본관(2003)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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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항저우를 설립, 중국 내 각 공장이 필요로 하는 공통 업무를 지원하는 일
종의 본부를 구축하였다. 이는 도시바의 세계시장을 겨냥한 중국 거점 구축 전략
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2) 삼성의 중국 반도체 생산네트워크

삼성전자는 중국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반도체 패키지 등 완제품 형태의 후공
정 조립을, 국내에서 반도체 모듈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수저
우 공장은 후공정 조립의 전형으로서(현승용 2001), 1996년에 완공되었고 월
20,000개의 트랜지스터와 20,000개의 비메모리 IC(집적회로)를 조립하는 규모였

다(http://www.samsung.com/us/news). 이후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마이크로 컨트롤
러, DRAM 모듈, SRAM, 플래시 메모리 등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
다.49) 삼성전자는 2003년 DRAM, 플래시 메모리와 SRAM의 생산역량을 증가시
키기 위해 세 번째 생산라인을 신규로 추가 건설하였다.
삼성전자는 중국 생산공장의 확장 이외에 수저우에 삼성반도체 중국연구개발
회사를 설립하고 주로 반도체패키지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중국 내 대학 등과의 협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EETimes 2003/03/21). 삼성전자는 칩패키지 기술
R&D센터의 건설로 장래에는 삼성전자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

체, 그리고 LCD 사업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SimmTester.com 2003/06/19).

4) 반도체 산업의 동향

휴대전화산업과 유사하게, 반도체산업도 공정별 전문기업화를 통한 가치사슬
의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의 탄
49)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는 각 비트의 정보유지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어 DRAM 대비
고밀도의 기억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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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등 디자인 공정과 웨이퍼 가공 공정이 빠르게 분화 중이다. 지난 10년간 공정
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파운드리 기업이 종합반도체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였
다. 예를 들면 팹리스 기업의 매출 규모는 1997년 약 70억 달러에서 2007년 530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7배 이상 성장하였고, 파운드리 기업의 매출도 2002년 이후
연평균 20%정도로 종합반도체 기업의 6%보다 높은 상황이며, 2006년 세계 반도
체 시장의 10%(260억 달러)를 점유하고 있다(복득규 2008, p.20).
동북아에서는 파운드리 기업은 타이완과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가
장 고부가가치성인 팹리스 기업은 구미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다. 퀄컴(Qualcomm)
의 CDMA 칩, 브로드컴(Broadcom)의 통신용 칩, 샌디스크(SanDisk)의 플래시메모
리 저장장치, 엔비디아(nVIDIA)의 그래픽 칩 등이 그러하다.
반도체 디자인의 디지털화와 공정기술의 표준화로 반도체 설계(팹리스기업)와
제조(파운드리기업)의 협력이 용이해졌고, 신규 투자비의 증가와 수익률 제고 측
면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 간의 협력관계가 반도체 신제품의 가격을 낮추
는데 기여하였다. 그 이유는 신규 팹설비 투자비가 1980년대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팹리스 기업이 계속해서 팹설비 투자를 하기에는 비용 효과성이
크지 않았으므로 파운드리 기업에서 이를 수행하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최신 팹을 보유하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에 외주를 맡길 경우 제품 출
시 시기를 단축함으로써 비용에서 효과를 보게 되었으며, 연간 25~35%씩 제조비
용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복득규 2008, p.22). 동북아에서는 주로 구
미 팹리스기업이 타이완의 파운드리 기업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비용효
과를 보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일본 기업들도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타이완 및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메모리분야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같은 동북아의 종합반도체 기업
은 구미기업에 비해 아직까지 비교우위에 있다. 이는 메모리분야의 특성상 대규
모 투자를 통한 가격과 비용 경쟁력이 시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고 종합반도체
기업 이외에 이것을 수행할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 4 장∙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전개와 동향 115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이기 때문에 팹리스와 파운드리 기업의 분화와 협력관계가
향후 중요해질 전망이다.

6. 지역 간 보완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
1) 자동차 산업

자동차는 약 2만개가 넘는 많은 수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그러므로 이
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다수 존재하며 이들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 간의
형성된 생산네트워크가 자동차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구미의 업체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계열구조를 형성하여 왔고 이러한 기본적 특징은 중국에서
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베이징생산클러스터와 일본의 광저우생산클러스터를 사
례로서 고찰하였는데 이로부터 명확해진 사실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클러스
터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하나의 생산클러스터가 완결
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클러스터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본국과의 네트
워크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동차 생산클러스터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한․중․일 지
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자동차 생산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는 많
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생산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여건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먼저 부품업체의 입장에서 새로운 판매처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한․중․일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자동차 시
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러 있고 따라서 국내생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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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국내 부품수요가 향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품업체들
은 새로운 판매처를 발굴하고 개척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가격경쟁이 격화되면서 보다 값싸고 질 좋은 부
품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일 양국의 완성차 업
체들은 효과적인 현지조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클러
스터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에
서도 점차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증가하면서 생산클러스터 간 교류를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들도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한국 자동차 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먼저 한국이 해외, 특
히 중국에 형성한 생산클러스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핵심은 역시 현지조달 강화이다. 현지조달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부품업체들
이 보다 많이 현지에 진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 부품업체들은 해외진출에 필요
한 자원이 부족하다. 정보와 자금 그리고 현지사정에 정통한 인재가 부족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한국 중소부품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수집, 세미
나 개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
디어를 모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현지조달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일본이나 구미 업체가 형
성한 생산클러스터에 한국 기업들이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
다. 대표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현지에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판매처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
다는 점이다. 자동차 생산클러스터 간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
의 하나는 역시 각국의 높은 관세 및 비관세 보호 장벽이다.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중국이나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신중
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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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산업

(1) LCD

동북아 LCD 클러스터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
가 및 패널 업체별 단절성이다. 이러한 단절적 구조는 새로운 지식의 유입이 제
한되어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Fleming and Marx, 2006).50)
네트워크의 단절로 인한 창조성의 상실을 보완하는 방법은 다른 클러스터들과의
연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Fleming and Marx, 2006).
즉, 단절된 클러스터를 서로 연결시켜 다양한 사고와 지식을 가진 구성주체들
이 서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그러한 지식이 신속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연결된 클러스터의 전체 차
원에서 보면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2) 휴대전화

휴대전화는 가치사슬의 분절화가 가장 진전된 분야로 동북아에서도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분업
화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과도한 시장진입의 유연성이 중소규모의 업체에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박승찬외 2006). 한국의 팬택계열 휴대전화가
중저가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기업 개선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
로 브랜드나 마케팅 역량의 부족에 있었기 때문이다.51)
동북아 휴대전화 시장에서 경쟁관계는 구미기업(노키아, 모토롤라)과 한국, 일
본기업의 관계이며, 소니에릭슨을 제외한다면 구미기업과 한국 간의 경쟁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대기업이 경쟁관계를 주도하고 있고, 저가시장에서도 시장 점유
50) 완결적 클러스터의 약점은 혁신적인 창조성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이며, 이른바 집단사고
(group-think)에 빠져 클러스터 전체가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 및 기회로부터 단절되기 쉽다는데
있다. 실제로 스위스 시계 산업의 경우 집단사고에 빠져 디지털 기술이 시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여 중저가 시장에서 일본과 홍콩 등에 시장을 잠식당한 바 있다고 한다(Glasmeier, 1991).
51) 팬택계열은 2007년 기업개선작업 이후 자체 마케팅을 포기하고 버라이즌이나 AT&T 와이어리스 같
은 메이저 통신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생존의 활로를 찾았다(조선일보 20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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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은 상황에서 지역 간의 관계도 이러한 대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다. 현재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중저가 시장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중국의 베이징-텐진 지역과 한국의 구미(영남권)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양 지역 간 보완적 관계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 노키아
보다 현저히 크게 미흡한 삼성의 중국에서의 조달 범위 확대가 보완관계 구축에
서 핵심이 될 것이다. 동시에, 영남권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제조분야를 플랫
폼화 및 모듈화 전략에 따라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미래 휴대전화 시장은 소프트웨어와의 효과적인 접목에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앞선 일본의 간토권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미 휴대전화 운영 표준 체제를 받아들였고, 통신사와 휴대전화사가 긴
밀히 협조함으로써 휴대전화 콘텐츠 개발에 강세이므로 간토권과 수도권의 기업
이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한 전단계로 한국의 휴대전화 운영 표준 체제를 신속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
다. 카메라, MP3, 3세대 이동통신의 확대 등 기능이 복합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이들 기능을 통합 조절하는 반도체가 차세대 휴대폰 기술을 주도할 것이므로 반
도체 클러스터가 입지해 있는 수도권, 창장삼각주, 주부권과의 긴밀한 연계도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반도체

동북아 반도체 산업은 디자인 및 설계 전문의 펩리스 기업은 구미기업이 독점
함에 따라 종합반도체 기업군과 파운드리 기업군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종합반
도체 기업군은 파운드리 기업군(제조전문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의 경우 대만 및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군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은 최근 단순 조립공정에서 파운드리 기업군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으며, 종합반
도체 기업은 미흡하다. 따라서 동북아의 반도체산업 구도는 디자인 및 설계기능
을 갖추지 않은 종합기업과 제조전문 기업의 분업관계 네트워크로 정리할 수 있
다. 최근에는 종합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동북아의 종합반도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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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제조전문 기업 간 합종연횡을 통한 경쟁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52)
한편, 반도체시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비메모리 반도체시장으로 점차 이동하
고 있어 디자인 및 설계분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
서 동북아 반도체 지역클러스터 간의 경쟁 상황을 탈피하고 협력체제로 전환하
기 위해서는 구미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디자인 및 설계분야에서 주도권을 어떻
게 가져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다행히 현재 동북아 지역 간 연구개발 시설
에서의 협력이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연구개발시설은 고객지향적인 비메모리 반
도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별 국가 고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제품들을
양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으므로, 협력의 중요한 창구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한국의 종합반도체 기업이 팹리스 기업의 디자인 및 설계 역할도
함께 수행함으로써 중국 파운드리 기업과의 보완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
동북아 지역생산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수도권, 중국의 창장삼각주, 일본의 주부권을 연계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 간의 연계 네트워크를 연구개발 중심으로 엮어나
가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디자인 및 설계 역할을 강화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동북아 반도체 지역생산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배영자 2005).

52) 삼성전자가 유일한 영업이익을 거두며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하이닉스-, 타이완 프로모스, 일본
엘피다- 타이완 파워칩, 미국 마이크론- 타이완 난야 가 1강 3중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연합뉴스
200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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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네트워크와 지역 간 보완적 발전
전략

4장의 생산네트워크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치사슬에서의 지역 유형을 정립하였
다. 가치사슬에서의 불평등한 분업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장래 동북아에
서 호혜적 분업구조 정착을 위한 전략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생산네트워크와 지역 간 보완적 발전
1) 대상 산업 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및 동북아 3국 간 가장 교역이 활발한 전자산업과 동북
아 3국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
에서 생산네트워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현재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국 및 기업의 입장이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전자산업의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LCD, 휴대전화, 반도체라는 비교적 대표성이 높은 세 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휴대전화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글로벌 네트워
크형으로 진화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생산네트워크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하위
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LCD나 메모리 반도체는 규모의 경
제, 대규모 초기 투자의 필요성 등으로 여전히 공간적 집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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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역 내 완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5-1> 분석대상 산업의 집적경향과 가치사슬 분화

대
휴대전화
가치사슬의 분화

메 모 리 반도 체

LCD
자동차

소
저

고
지 역 내 집 적의 경 향

자료: 연구진 작성

동북아 LCD산업은 패널업체를 중심으로 완결형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형 패널업체와 1차 부품소재․업체들 간의 근거리 입지를 통한 클
러스터 효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에 고유한 부품이
나 모듈의 특성상 개방적 생산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
부분의 완성차 업체는 수직적 통합이나 수직계열 형을 채택하고 있다. 모듈화를
통한 자동차 조립은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모듈화로 전문화된 거대 부
품 기업이 전 세계 주요 공장에 주요 모듈을 공급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복
득규 2008). 그러나 한국과 일본 기업의 경우, 아직도 계열기업을 통한 부품조달
이 주를 이루고 있고, 모듈화도 계열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듈화를 통
한 가치사슬의 분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개방형이 아닌 수직계열형으로서 외
부 기업과의 시장계약을 통한 관계 형성이 어렵다.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이나 LCD 산업은 국가 내 특정지역에

클러스터화 하는 경향을 보이며, 클러스터 내부적으로 완결적인 생산체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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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서의 가치사슬의 분절화는 2장
4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설사 지역 간 생산비용격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용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직계열형 조직을 가진 한․일 기업의 특성
으로 인해 개방형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구미기
업과 달리 한․일 기업은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개방형 연구개발 및 인
재 활용에 소극적인 탓으로 인해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도 당분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독립적인 생산클러스
터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여건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가격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과 일본기업 모두 중
국에서의 현지조달 비율을 높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어, 완성차 업체들은
계열기업이 아닌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동시에 지금까지
1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던 부품업체들도 생존을 위해 다수의 완성차업체에 부

품을 공급하는 소위 거래처 다변화 현상이 양 방향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동북아 생산네트워크 전개에서 기업의 국적과 해당국의 기업문화가 미치
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관련 다수의 실증적 연구
의 결과이다(Sturgeon 2007, Ernst 2005, 2004, 2003).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산업에서
일본과 구미기업은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산네트워크 구축에서 현격한 차이
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과 유사한 수직통합형이나 계열형이 다수
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미국식의 개방형 네트워크 형태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urgeon 2002). 한국 기업이 동북아의 변화하는 분업구조에서 일본식의 수직
계열 모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구미식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추구할 것인지에 따
라 한국의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향방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산업에
따라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조직
이나 문화의 측면에서 일본식의 수직계열형은 폐쇄적 경향이 강하여 지역 간 호혜
적 발전을 유도하는데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그 간의 연구결과에서 어느 정도 밝혀
졌다고 평가된다(Ernst 2005, Sturgeon 2007). 일본에 비해 지식기반이 좁고 기술적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일본식 모형을 고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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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개방모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한국 기업으로서는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53)

<그림 5-2> 기업조직의 세 가지 유형
수직통합형

일본식 수직계열형

D

모듈러 네트워크형

M

D
M

D
M

M

M
S

S

S

D: 설계 M: 제조 S: 판매

자료: Sturgeon(2002)에서 재구성.

일본 기업은 중국과 아세안국가에서 생산 확대에 중심을 두고 연구개발 확대
는 후순위에 두고 있는데, 이는 구미 기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일본기업은 첨단기술분야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생산은 본국에 보유하고
기술지식의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Ernst 2005). 물론 최근
일본 기업도 중국이나 아시아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일본식
의 계열식 모형에서 탈피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일본 전자업체인
산요와 중국 하이얼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들 수 있다. 그러나 4장에서 검토한 모
토롤라와 같은 개방적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평
가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국 기업도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이나 연구개발 및 마
케팅과 같은 핵심가치사슬은 본사에 존치하고, 중저가 제품이나 기존 모델의 생
산을 중국에 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54) 한국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타이완기업
53) 삼성, LG, 현대 등 소수의 대기업은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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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주로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저가제품의 개량 및 개발
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능을 중국에 두고 있다(Yang and Hsia 2007).

2) 생산네트워크와 지역 간 관계

2장의 이론적 검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은 산업과 가치사슬의 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될 것이다. 규모나 집적의
경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업종의 경우 지리적 분산보다는 집중을, 그리고 지역
간 생산이나 기능적 보완성이 존재할 경우 지역 간 연계가 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지역 간 요소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지역 간 기술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술의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보완적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요약하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이론
에서 본 지역 간 관계는 단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내부에서는 동일한 선도기업
을 위해 공급 기업들 간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상이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간에
는 선도기업과 전략적 파트너 기업들 간의 시장점유율을 위한 경쟁으로 나타나
게 된다(Yeung 2006).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지리적 전개는 생산기능의 신속한 지리적 분산과 가치
사슬의 상류부문인 연구개발 및 디자인 그리고 판매에서는 소수의 특화된 클러
스터에 집중하는 두 가지 방식의 결합으로 나타난다(Ernst 2004). 이때 클러스터
도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하나는 적시에 저비용으로 공급이 가능한 생산클러
스터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개발이나 정밀공정과 같은 고유자산을 활용하는 선
진 클러스터이다. 어디에 어떠한 가치사슬을 배치하는 가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결정이다. 물론 지역 스스로 혁신창출과 숙련인력 확보 등 고유자산 확충을 통

54) Ernst(2005)에 의하면, 한국과 타이완계 기업은 중국시장과 세계시장 모두를 위한 중국 내 글로벌생
산을 통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저우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품의 현지조달이나, 연구개발, 현지관리인력 채용 등에서 구미기업이 가장 현지화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 일본계, 한국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완계 기업으로 가장 현지화의 정도가 낮다고 한다
(We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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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진 클러스터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 모형에서 지역은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서론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혁신이나 지식기반 확충을
통해 고유자산을 축적해나갈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 간의 관계도 불평등한 분업
구조가 항상 지속된다기 보다는 평등한 분업구조로 이행해 나갈 수가 있으며, 그
핵심에는 산업과 기업의 고도화가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가치사슬의 분화가 세계화시대의 전반적인 추
세라고 인정한다면, 지역의 입장에서는 가치사슬의 상류부문을 보유하고 확충하
는 것이 지역발전의 전략이 될 것이다. 중국이 다국적 기업의 저비용 생산기지에
서 점차 세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기지로 전환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새
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비록 당분간 연구개발에서의 중심기지 역할은 하지 못하
더라도 지연생산이나 맞춤형 생산, 그리고 판매 및 운영기능에서 글로벌 기지로
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liss et al 2008). 마찬가지로 한국, 타이완, 말레
이시아, 그리고 일본 내 비핵심지역들도 가치사슬의 상류부문을 확대하여 선진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동북아에서 주요 지역의 가치사슬에서의 지위는 크게 세 가
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간토권이나 긴키권과 같이 연구개발과 마케팅
에 치중되어 있는 지역, 둘째는 주부권과 같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가치사
슬의 전 부문을 갖춘 완결형 클러스터를 가진 지역, 셋째는 중국 광둥성과 같이
저부가가치 생산에 치중된 지역이다. 타이완은 비록 생산(제조)에 특화되어 있으
나, 세계적 제조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제조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과 협력하여 세계 IT 산업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수도
권이나 영남권도 일본처럼 완결형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내 기술 및 지
식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가치사슬의 핵심부문인 연구개발은 일본의 핵심지
역에 비해 뒤처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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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동북아 가치사슬의 지역 유형

자료: 연구진 작성

일본의 전자기업들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확산과 후발지역의 추격에 따라
완결형 전략에서 점차 분산형 전략을 취하고 있다(新宅純二郞 2006). 완결형 전
략의 대표적인 것은 샤프의 LCD TV 가메야마 공장이며, 이는 일본의 통합적(맞
춤형) 부품․소재의 강점을 활용하여 이들 부품소재 공장을 기업 내(국내)에 입
지시키고 완성품을 만들어 경쟁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통합적 부품을 설
계, 생산하여 해외로 적극 수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모듈업체에
대한 판매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자사 제품을 타사에 앞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화 전략이 필요하다. 무라타제작소의 컨덴서가 대표적인
예이다. 세 번째 전략은 두 번째 전략의 변형으로서 일본 국내에서는 연구개발과
설계만 하고, 대량생산은 해외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광 픽업(optical pick-up)의
경우 일본기업이 세계 총생산의 약 90%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90%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네 번째 전략은 통합적 부품을 일반 완성품업체에게 판
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완성품 업체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이다. 히타치와 LG
의 광 디스크(optical disk) 합자사업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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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글로벌생산네트워크 확산에 따른 일본기업의 전략 변화

주: 新宅純二郞 (2007)의 논문 내용을 필진이 재해석하여 도화한 것임

모든 지역은 가치창조, 가치포획, 강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생산부문에 특화된 중국의 주장지역이나 창장지역에서도 연구개발 기능의 유치,
자체브랜드의 개발을 통하여 가치사슬의 상류부문으로 이동하기를 원한다. 한편
가치사슬의 전 과정을 내재화한 일본의 간토, 긴키, 주부지역은 가치사슬의 상류
부문을 타 지역과 공유하기를 꺼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보완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모든 지역
이 동일한 경로를 따라 성장을 추구한다면, 어느 단계에서는 경쟁적인 관계를 가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강점을 추구하고 다양한 성장경로를
모색하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분업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新宅純二
郞 2006).
여기에서 타이베이-신추 지역과 한국(수도권)의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타이베이-신추 지역은 국제적 기술자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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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주장삼각주나 창장삼각주에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소위 삼각제조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실리
콘밸리에서 활동을 했거나, 활동 중인 타이완 기술자들은 실리콘 밸리-타이베이중국이라는 삼각체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국
제적 기술자 커뮤니티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입지 전략에서의 일방적 의사결
정을 방어하는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axenian and Hsu
2001). 더 나아가 반주변부에 위치한 지역(국가)이 중개인의 역할로의 전환이 가

능함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즉, OEM기업에서 ODM기업이나 OBM기업으로의 변
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사다리를 올라 갈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는 것이다.
타이베이-신추지역의 중개자 역할이 가능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적 기술
자 커뮤니티의 존재이외에도 중국에 대한 전문적 지식, 언어 공유, 초국경적 생
산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Hsu 2004).
이와 관련하여 타이완 기업이 중국의 주장삼각주와 창장삼각주 양 지역에 진출
하여, 이들 양 지역의 지방정부에 대한 협상지렛대를 확보한 것도 간과할 수 없
는 초국경적 관리의 한 부분이다(Yang 2008).55)

55) 타이완 기업의 창장지역 진출을 두고 주장지역에서의 이전이냐 아니면 북으로 확대냐에 대한 논란
이 있다고 한다. 타이완 기업이 의도했던 아니던, 주장지역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창장지역에는 노
트북 컴퓨터를 집중 투자한 것은 지역의 특성(주장 지역은 저렴한 조립생산, 창장지역은 부분적으로
기술포함 제조)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는 중국내 지역 간 경쟁을 촉발시키는 효과를 발생
시켰고, 타이완 기업에게는 유리한 협상지렛대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Ya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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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자 5-1>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중개지로서의 타이페이-신추 지역

타이페이-신추 지역의 중개역할의 태동은 타이완 자본의 중국 본토 이동
과 맞물려 있다. 타이완 기업의 1980년대 대중국 투자는 노동집약적, 소규
모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기술집약적, 대규모 투자로 전
환되었다. 초기에 대부분 타이완 기업은 중국과 수직적 분업 전략을 채택
하고,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기술집약적 부문은 타이완 국내에 잔류시키고
최종재를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부문은 중국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하류
부문 조립업체들의 중국 이전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조달 비율이 증가하
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술집약적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투자 대상지도 초기 중국 남부 광둥성이나 푸젠성에서 1990
년대는 점차 상하이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북부의 환보하이 지역
으로 확장되었다. 아래 그림은 1991-2006년 간 타이완 중국 본토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Ya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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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전개에 대응하기 위해 타이완 기업들은 상하이나
실리콘 밸리 등과의 연계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고부가가치 활동을 타이
완-중국 본토 간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시켰다. 타이베이-신추 지역의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의 역할 증대로 이 지역은 과거 전자산업의 제조업
생산기지에서 점차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고기술 생산 활
동의 이전은 타이페이-신추 지역의 생산활동의 위축을 발생시켰고, 그 대
응책으로 타이완 정부는 타이페이의 생산자서비스 활동의 고도화를 추진
하였다. 그 결과 타이페이시의 생산자서비스 부문 비중은 1981년 19.8%에
서 1996년 29.0%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타이완의 OEM기업들의 ODM기업
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Hsu 2005). 물론 타이페이-신추 지
역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중개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의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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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이완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싱가포르는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가치사슬 특화를 지향하고
있다. 홍콩은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달리 제조업의 중국이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분업구조를 형성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홍콩은 중국으로의 재귀
속 이후 중국 대외무역의 중개와 중국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거점으로 특화되었
다.56) 현재 무역이나 금융과 관련된 물류와 서비스 활동이 홍콩경제의 주축을 이
루고 있다(Wong 2003, Shinohara 2003).
한국은 아시아 4룡 중 유일하게 국내 대기업에 의한 자생적 혁신에 의하여 해
외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물론 일본에 비하면 규모나
산업에 있어 한정적이긴 하나, 이러한 독자적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기업 간 협력, 대기업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있었기 때문
이다.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CD 부문이나 반도체 분야는 한국 대기업의
소위 “경로개척을 통한 추격전략” 때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Li and Lim
2001). 그러나 일본에 비해 핵심기술력과 연구개발 분야의 취약으로 인해 한국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또는 동북아 생산네트워크가 견고하게 구축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한국은 현재 중국에 많은 부품과 소재를 제공하는 형태로 중국과의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부품분야에서도 점차 중국과의 경쟁관계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가치사슬분화에서 중국은 조립생산, 한국은 마케팅과 연구개발이
라는 이상적인 분업구조를 상정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실현 여부는 매우 불투명
하다.
지역단위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양대 경제권역인 수도권과 영남권이 글로벌 가
치사슬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영남권은

56) 중국의 WTO가입이후 외국기업의 중국 직접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홍콩의 중개무역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여 홍콩 당국은 다양한 발전 대안을 모색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재제조업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비스업의 고도화이다. 최근 동향은 홍콩을 글로벌 공급사
슬의 한 부분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과거 OEM기업에서 ODM 또는 OBM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가치사슬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한다(박은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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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에서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핵심기술이나 소
프트웨어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는 못하다. 수도권은 영남권보다는 사정
이 다소 낫지만, 중국의 창장지역이나 징진지지역과 안정적인 보완적 관계를 유
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중국 핵심지역에서 글로벌기업의 투자로 인한 기술
부문에서의 급속한 추격과 수도권의 중국 핵심지역에 대한 선진기술이나 선진서
비스의 공급 역량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경제의 거시적 구도에서 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룡은 중국과
의 관계 정립에서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구미
국가(기업)에 비해 아시아 4룡의 기술역량이나 연구개발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
이다(Gipouloux 1994). 따라서 장래 동북아(동아시아)의 생산네트워크는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범중국네트워크와 일본네트워크, 그리고 구미네트
워크가 상호 경쟁하는 형태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에서 보
면, 비교적 안정적인 일본네트워크나 팽창하는 중국네트워크에 맞서 한국생산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지역경제의 가치사슬을 강화시키는 것은 용이한 과제
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 절에서는 한국의 지역경제의 지
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동북아 타 지역, 특히 중국의 3대 핵심지역과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에서 기술할 전략은 한․중․일 3국 모두
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어느 한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3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지역 간 보완적 발전을 위한 전략
1) 가치사슬에서의 지역 간 협력과 분업의 확대

동북아의 지역생산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선진지역이 가치사슬의 핵심부문을
보유하면서 조립생산 등 비핵심부문을 중국을 비롯한 개발 중인 지역에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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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전략
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일본의 핵심지역과 일본기업이 생산네트워크를 확대
중인 중국의 3대 지역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불평등한 분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행형 방식이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역 내 고용과 투자 안정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국가나 지역의 입장에서는
기업차원에서의 가치사슬의 최적 배치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형의 산업모델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
여 가치사슬에서 지역의 경쟁우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 지역발전 정책
을 채택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복득규 2008).
한편 구미 전자기업은 가치사슬에서 디자인 및 마케팅을 제외한 가치사슬의
전 부문을 과감하게 중국 등 개도국 지역에 배치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최적의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전자산업에서 전문제조업체의
등장과 이들의 영역확장은 동북아 전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이기도 하지
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Sturgeon and Lester 2004). 글로벌 전문제조업체와의 연
계를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한 발전경로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이베이-신추지역과 미국 실리콘밸리, 그리고 중국 창장지
역 간의 삼각제조망의 구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치사슬의 분화가 용이하지 않은 자동차산업에서도 구미기업은 모듈화를 통
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자동차 완성업체
들이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이식한 자동차 생산클러스터는 본국 생
산클러스터와 제품과 기술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동시에 신형 자동차개발이나
핵심부품 생산은 본국 클러스터에서 이루어지고, 중국 내 클러스터는 현지 적응
을 위한 기존 모형의 개량이나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개발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부품의 표준화 및 모듈화가 추세인 만큼 동북아 3국 간에도 부품조달에
서 상호 협력은 가능한 분야이다. 동북아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이
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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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업종별로 가치사슬의 분화 진행정도와 향후 전망에 근거하여 지역 간
의 보완적 분업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개별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연료전지 등 신 분야에서의 한․일 또는
한․중․일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공유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모듈의 표준
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지역 간 연계발전

현 시점에서 자동차산업에서의 다수 지역 간의 생산클러스터 간 네트워킹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품산업에서
초국경적 부품조달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은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절감의 한 방편이며, 동시에 지역의 입장에서도 동반 성
장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될 경우 주부지역이나 규슈지역 그리고 울산과
인근지역의 많은 부품업체들은 완성업체와의 전속관계에서 탈피하여 다수의 완
성업체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언하면, 현재 동북아 자동차 생산클러스터의 제한적
인 기술, 인재, 부품조달의 채널을 개방함으로써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을 통하여
모든 지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5>에서와 같이 현재 자동차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은 하나의 완성차업

체 내에서 부품조달이나 판매에서만 일어나고 있다(Kuchiki 2006). 연구개발이나
설계 그리고 핵심부품은 도요타의 경우 나고야 본사 공장에서만 발생하고 광저
우 클러스터는 단순한 생산기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현대나 도요타의 중국 자동
차생산클러스터 간의 교류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폐쇄적 부품조달체계는

57) 복득규(2001)는 구체적으로 부품의 모듈화와 디지털화의 추세를 동북아 3국간 협력의 유인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일본은 모듈화 능력과 기술 개발력을 제공하고 한국과 중국의
부품업체들은 저비용 생산능력과 판로를 제공하여 3자 공히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차세대
자동차용 모듈에 까지 3자 협력을 확대하고 인터넷 부품조달,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화를 도
모한다면 동반발전의 기회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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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래에는 완전개방체제로 가지는 못
하더라도 부품조달에서는 하나의 완성차업체가 다수의 부품업체로부터 조달하
는 방식으로 이행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58)

구미 자동차 업체의 사례에서 보듯

이 부품 모듈화가 진행되면 전문부품업체의 등장, 그리고 연구개발의 현지화와
과 함께 동북아 자동차 생산네트워크도 가치사슬의 상류와 중간 부문에서 클러
스터 간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지리적 근
접성과 기술적 근접성을 갖춘 지역 클러스터간의 네트워킹이 더욱 활발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림 5-5> 미래 동북아 자동차 산업의 클러스터 간 연계
연구개발/
설계

조달

조립

광저우

광저우

광저우

마켓팅

아시아

동북아
나고야

나고야

나고야

일본

C2C: 클러스터내 기업간 연계 현재
TC2C: 초국경 클러스터간 연계 현재

미래

주: Kuchiki(2006)의 클러스터간 연계 개념을 확대 발전시킨 모형임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은 동북아 LCD 산업과 같이 국가별로 폐쇄적이고 단절
된 네트워크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타이완을 포함
58) Doner at al(2004)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외국의 유수 부품업체에 인
수, 합병되었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소수의 부품업체는 대기업계열이므로 한국 부품업체의 장
래는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대에 좌우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 진출한 외국
유수 부품 업체 중 일부는 한국의 중소부품업체와 함께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의 주요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주요 부품공급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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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북아 4국이 세계 LCD 생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절된 네트워크로 인해 혁신의 정체와 쇠락을 경험할 수도 있
다는 것이 구미 디스플레이 산업이 주는 교훈이다(구본관․복득규 2007). 네트워
크 간의 개방적 교류를 통한 혁신의 확대창조를 통하여 동북아 LCD 산업전체가
기술진보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수도권, 일본의 주부
지역, 그리고 중국의 창장삼각주 지역에 집중된 LCD 클러스터간의 지식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선 시작은 비공식적 교류회에서 출발하여 차후 공
식적인 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물류․교통에서의 범지역적 플랫홈 구축

동북아 핵심지역 간의 자동차 부품 및 전자 부품의 교역증대는 물류에 대한 수
요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물류서비
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핵심 지역 간 물류 부문에서의 경쟁은 치열
하다. 이러한 경쟁은 개별 지역의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전체
물류의 효율성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지역
이 거점공항과 거점항만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지역 간
보완적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물류거점 경쟁보다 항만이나 공항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범지역적(예, 환황해권) 차원에서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지역
내외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환황해권 내 입지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항만 간 제휴와 정보 공유, 전자정보시스템의 도입, 공동
물류단지의 조성은 권역 내 모든 항만의 물류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부산항, 인천공항은 기타 지역의 물류거점59)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동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각 지역거점 항만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이들 지역의 물동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발달
59) 인천, 텐진, 칭다오, 다롄, 키타큐슈항과 같이 글로벌 물류허브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차원의 중심항
만(공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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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천공항의 화물서비스를 이들 지역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내 주요
공항 및 항만과의 연계 물류서비스를 공동 개발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는 칭다오(산둥성)와 청두(스촨성)를 중심으로 물류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대중 진출과 한국 제품의 중국 수출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중국에 멜라민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산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이 크게 높아졌다. 마침 한국의 모사의 우유가 칭다오 물류센터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줄류센터를 중
국의 창장지역 등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기술지식의 확산을 위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현재 동북아에서 환황해권이나 동남부중국 (홍콩-광둥-타이완-상하이)에서는
도시간 네트워크가 형성 중에 있으나, 대부분 해당 도시들의 투자유치나 교류 확
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시간 협력 네트워크가 다국적 기업의 글로
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연구된 바 없다. 그러나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과 인적 자원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협력과
경쟁을 통하여 도시 간 산업, 기능, 그리고 동일 산업에서의 가치사슬에서 전문
화와 차별화가 발생한다면,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지역에로
의 입지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한편 개별 도시의 입장에서도 도시 간 네트워크는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과 마
찬가지로 협소한 지식기반을 탈피하여 보다 전문화된 기술이나 지원서비스를 향
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도시발전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후쿠오카에
서 제안한 바 있는 실리콘 해양벨트는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지역 간
네트워킹의 한 사례이다. 이 제안은 동아시아 혁신 클러스터 간 경쟁과 협력을
염두에 두고, 도쿄에 집중된 혁신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큐슈지역의 혁신역량을
동아시아 주요 지역과의 제휴, 협력 하에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문
제는 큐슈지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지사나 공장인 만큼, 자체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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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R&D 센터도 도쿄권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
로 동아시아 타 지역과의 연구개발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글 상자 5-2> 후쿠오카의 실리콘 해양벨트 구상
실리콘 해양벨트 프로젝트는 국내, 국제적으로 시장 확대, 기술개발, 인적자원을
지역 간 제휴에 의해 강화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한국 경기도, 큐슈, 타이베이신추,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거대 벨트 지역을 산-관-학 협력을 통해
초국경적 혁신중심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Kitagawa 2005).
구상의 핵심은 R&D 교류활동과 전문가 교류에 있다. 이 지역은 세계 반도체 생산
의 약 50%를 생산하고, 약 60%를 소비하는 지역이다. 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반
도체집적회로를 기간산업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종래 메모리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심의 부품산업에서 시스템 LSI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산업으로 전환
중에 있다.
큐슈지역은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실리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
원을 받고 있고, 지역 내 450 여개의 반도체관련 기업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시
스템 LSI (large scale integration)이 중심 업종이다. 큐슈지역에는 30여개의 대학이 있
고 그 중 전자정보계 대학은 12개, 입학정원 약 2300명이디. 후쿠오카는 양호한 자
연환경과 도시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동아시아 주요 도시에의 지리적 근접성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http://www.ist.or.jp/lsi). 후쿠오카현 주도로 실리콘 해양벨트 1
차 회담을 2003년 1월에 개최하였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주 의제는 반도체산업
에서의 산관학 협력 방안 및 지역 간 제휴 전략이다.

자료: http://www.ist.or.jp/l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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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 시사점

이 장은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산업 분야
및 국토지역 분야에서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적인 국토정책 방향으로
서 주변 중국이나 일본의 지역과 공유 영역을 확대, 창조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유거점지역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제 5장에서 제시한 4대 전략을 한국의 입장에
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8대 핵심경제지역 간 교
역과 투자 그리고 해당 업종 주요 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검토하
였다. 그 결과, 첫째 중국의 3대 핵심지역과 한․일간에는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
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다. 지리적으로 세분해
보면 한국은 환보하이(징진지)지역 및 창장지역과 가장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반면, 일본은 창장지역 및 환보하이지역의 순으로 연계의 강도가 강하다. 광둥지
역은 한국이나 일본과의 교역이나 투자관계는 그다지 밀접하지 않으며, 오히려
홍콩과 타이완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지리적 근접성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하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의 지역 간 분업구조는 기술수준의 차이를 반
영하여 일본의 핵심지역이 우위를 점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전자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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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생산네트워크는 글로벌 네트워크화의 진전으로 비교적 개방된 수평적 분
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자동차산업에서는 폐쇄적 생산체제의 특성상 지리적
클러스터간의 네트워킹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 및 일본 기업
의 중국 자동차 생산클러스터가 현지조달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고, 동시에 구미
기업의 개방형 생산네트워크와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부품부문에서 협력의 여지
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산업 중에서도 LCD나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지역클러스터화의 경향이
강해 지역 간 단절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휴대전화,
LCD,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세계적인 플랫폼화나 부품모듈화의 확대추세에 따

라 기술 수준에 따른 수직적 분업보다는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는 보다 수평적
분업체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부언하면, 전문화에 따른 가치사슬
의 분절화 및 개방적 디자인 및 설계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신
속하게 전파됨으로써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역클러스터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산업부문에서의 글로벌 또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형성은
불가피하게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데 경쟁의 요체는 모든 지역이 가치사
슬의 상류부문, 즉 고부가가치 창출 부문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일본의
간토나 긴키지역은 기존의 지식기반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보이
고 있으며, 후발 주자인 중국의 3대 핵심지역 모두 현재의 생산기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가치사슬의 사다리를 올라가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
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경쟁은 약화되기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래 동아시아의 경제가 범중국네트워크, 일본네트워크, 그리고 구미네트워크
로 재편되고, 이들 네트워크 간의 상호 협력과 경쟁의 구도에 의해 새로운 판도
가 형성될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지위는 매우 불안
할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로서나 수도권 및 영남권 등 광역지역의 입장에서 중
국 및 일본의 핵심지역과 어떠한 분업구조를 구축해 나가는가에 따라 미래의 운
명이 좌우될 것이다. 그간 국내 연구에서의 정책 방향 제시는 주로 국내 핵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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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역량의 제고, 지역클러스터의 육성, 한국산 제품의 고부가가가치화 등 국제분
업과정에서 일부 가치사슬(주로 제조)은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핵심가치
는 국내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박래정 2008, 김주훈 2004, 주대영
2006).

이는 일본식 모형에 근접한 방식으로 한국의 수도권이나 영남권이 추구하기에
는 다소 문제가 있다. LCD나 메모리 반도체 등 규모가 경제가 작동하고, 초기
또는 확장투자의 규모가 방대한 경우,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통하여 핵심가치사
슬을 국내에 잔류시켜 우리에게 유리한 분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 양 부문에서 핵심기술과 혁신역량의 부족은 국제
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클러스터의 형성과 클러스터 자체의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장의 LCD산업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핵심부품과 소재 기업 대
부분은 탕정이나 파주에 입지한 삼성과 LPL이라는 대형 LCD패널업체 대한 근
접 입지요구에 따라 유입된 일본 및 구미계 기업들이다. 이들과 국내 중소기업이
나 대학, 연구소 등과의 횡적 연계는 미미하며, 국내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가 주
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이나 영남권 모두 일본의 간토, 긴키, 주부지역과 같은 고밀
도의 관련 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혁신역량도 취약하다. 자동차부품산
업에서도 세계적인 1차 공급업체가 한국의 완성차업체와의 거래관계로 한국에 진
출해있고, 영남권이나 수도권의 부품업체의 기술역량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지식기반의 확충, 전문화된 숙련인력 개발, 혁신지원을 통한 국
내 지역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는 당연한 명제이지만, 이러한 전략만으로는 동북
아 또는 동아시아에 등장하고 있는 범중국, 일본, 구미 등 다양한 생산네트워크 간
의 각축에서 한국과 국내 주요 지역경제의 생존을 담보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일본식 모형의 대안으로서 미국식 개방형 모형을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당장 채택할 만한 모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Sturgeon
2002). 그 이유는 개방형 네트워크의 적용에 있어서 대상 산업의 한정, 외부 공급

기반의 필요성, 국가 간 무역규제 완화 등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다수 있기 때문
이다(복득규 2008). 한국 기업이 미국식 개방형 네트워크 모형을 선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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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가치사슬의 운영과 통합능력이 될 것
이다. 또한 국내 기업이나 지역의 지식기반 축적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보와 기
술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개방형 모형의 채택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2. 정책 시사점
일본의 기술우위, 중국의 가격우위, 구미기업의 개방형 네트워크 관리역량 우
위라는 장벽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활로는 국제연계, 즉 초국경적 전후방 연계의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숙련인력과 기술개발 등을 통한 지역 핵심역량의 강
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연계를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공유거점 지역(interface region)
또는 네트워크 지역(network region)이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60) 이 개념은
5장에서 언급한 4대 전략의 공간적 틀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6-1> 공유거점지역과 타 지역과의 구분

자료: 연구진 작성

60) 공유거점지역은 Hsu(2004)가 타이베이의 미국 실리콘밸리와의 유대를 활용하여 중국의 창장지역 및
광둥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중개역할에 착목하여 제시한 인터페이스 도시(interface city)라는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
142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전망과 연계망 구축(II)

지역 간 연계의 구체적인 방안은 공유영역의 확대와 창조에서 찾을 수 있다.
공유영역의 확대와 창조는 다방면에서 가능한데, 첫째는 지식기술이나 생산, 물
류기반 등 보완적 자산의 공유이며, 둘째는 부품과 서비스의 표준화이며, 셋째는
상거래 및 정보공유와 관련한 규범과 가치의 공유이다.61) 물론 언어나 관습 등
에서의 공유도 홍콩-타이완-주장-창장이라는 초국경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
요한 요인이지만, 세계화의 심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공유영역은 아닐 수도 있다.
공유영역의 확대와 창조는 영합적(零合的) 경쟁관계를 양합적(陽合的) 경쟁과 협
력관계로 변환시키는 기제이다. 부언하면, 가치사슬에서 핵심가치는 A 지역이
비핵심적 저부가가치 부문은 B 지역에 배치하는 불평등 분업구조에서 표준화 등
을 통하여 핵심가치의 확대와 지역 간 공유를 가능케 하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분업구조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포함한 한국의 광역권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주변
지역과의 연계와 공유영역의 확대를 내걸 수 있다. 3장과 4장의 분석결과가 제시
하듯이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은 중국의 환보하지역 및 창장지역과 가장 밀접
한, 교역 및 투자, 그리고 산업(자동차와 전자)에서의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있으
므로, 이들 지역과의 공유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
권은 LCD, 반도체 등 전자산업에서62) 그리고 영남권은 휴대전화와 자동차산업
에서 중국의 환보하이 및 창장지역과의 연계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영남권은 일본의 규슈지역이나 주부지역과의 연계도 적극

61) 둘째와 셋째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자유무역화가 가져
올 지역 간 관계 변화를 짚어 볼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영향에서 개략적으로 유추해보면, 전자산업에서 중국으로부터 부품수
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중국에의 현지투자 및 신규사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제무역연구원 2008). 결국 중국 내 현지화의 압력 증대로 인해, 지금
까지의 한국으로부터의 부품수입이나 중국 내 한국계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조달 상당 부분은 중국
토착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래 자유무역협정을 예상하면,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한 상생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2) 한국의 수도권과 중국의 환보하이권 간에는 이미 전자산업을 비롯한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 간의 보다 수평적인 분업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2006)에서 제안한 경기도와 산둥성 간, 더 나아가 범위를 넓혀 수도권과 환보하이권 간 IT 산업에
서의 인력교류, 공동연구개발 등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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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63)
지역 간 보완적 자산의 공유를 위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 지역
의 지식기반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상대지역과 공유
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등의 자산이 빈약하다면 지역 간 관계에서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고,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략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
할 수 없을 것이다. 숙련인력의 양성, 자동차와 첨단전자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역
량 강화는 지역경제의 입장에서 가치포획과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
히 반도체나 LCD 등 한국의 기술수준이 높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부문에서
는 첨단기술 연구소를 수도권내 클러스터에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술 수준이 다소 떨어지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산업에서는 제품개발 연구소를 표적으로 하여 동북아 및 세계시장을 대상
으로 하는 글로벌 제품개발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국내 지역경제의 기반강화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4장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산업의 새로운 동향,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에서 디
지털화와 모듈화를 선도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영남권, 징진지지역, 그리고 주
부지역 간의 부품 공동개발이나 연료전지 개발에서의 제휴와 협력 틀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부품산업에서도 일본이나 구미 부품모듈 업체를 적극 유치
하여 모듈화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개방적 부품조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품조달 시장의 활성화와 부품의 표준화를 도
입해야 한다. 영남권에서는 일본의 규슈지역이나 주부지역과 함께 동북아의 부
품공급 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64)
63) 한일해협권에 속한 많은 지자체들도 자동차 산업 육성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의 ‘오토밸리’, 부
산 지사과학단지의 자동차부품관련 산업 육성과 모듈생산과 부품물류를 위한 부품공급기지 계획,
그리고 키타큐슈지역의 부품공급업자들 간 협력촉진을 위한 ‘Parts Net'구축 운영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부산과 후쿠오카 간 초국경 경제권 형성을 위한 양시 간 협정은 우선은 관광이나 인적교류 등
에 머물 수밖에 없으나, 장래 지역적 범위가 동남권과 규수권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자동차산업에
서 일체화된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시정부를 포함하여 지방 주체
들이 이미 규슈지역과 부산에 공장을 가진 르노자동차 등 다국적 기업과 협의를 착수할 수 있을 것
이다. 한일해협권에서 자동차 벨트 구축에 관한 제안은 김원배외(2005) 참조.
64) 유사한 제안은 이항구(2003)와 복득규(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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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전자산업(또는 IT산업)에서의 제휴와 협력은 이미 많은 논의와 제안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주대영 2006, 홍유수 2002). 동북아 IT 공동체 또는 동
북아 전자산업기금 등 공동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제안들이 있어왔다. 그
핵심은 지식과 인재의 교류에 있으며, 4장의 LCD 산업에서도 국가별로 단절된
구조를 극복하기 방안으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교류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함
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인재와 지식의 교류기반은 산업별로 기업
간 협력에 의해 달성될 수도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해당 산업의 클러스터
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 간 교류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결과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한․중․일 간 교류는 주로 중국의
창장지역과 징진지(환보하이)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창장지역의 경우
에는 일본이나 한국이외에도 구미나 타이완과의 교류가 중요하나, 환보하이 지
역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한 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
서는 환황해권을 지역 간 연계 구축의 전략적 권역으로 설정하고,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상호보완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기존의 환황해권 도시 네
트워크65)를 적극 활용하여, 전자와 자동차를 포함하는 제조업에서의 호혜적 분
업구조를 정착시키고 중국이나 일본기업과 함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에 더하여 가치사슬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류의 효율성을 개
별 지역이 아닌 환황해권 전역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항만이나 공항이
환황해권에 속한 도시나 지역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물류거점이 되도록
현재의 물류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
술경쟁력”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환황해권의 중국
이나 일본 도시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66) 전자물류(e-Logistics)에 기반을 둔 글로벌 공급사슬 관리(Supply Chain
65) 현재 환황해권에는 한․중․일 3국 10개 도시를 포함하는 동아시아경제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가 구성되어 있고, 한․일 간에는 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한일
해협권지사협의회(Korea-Japan Strait Governors' Conference)가 있다.
66) 싱가포르의 경우 기존의 물리적 허브로서의 역할과 함께 e-Logistics 기반의 가상허브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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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67) 사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아직 대부분 기업들의 공급

사슬관리 수행능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먼저 환황해권 지역 내 산업클러스터에
기초한 자동차 부품 공급사슬관리 시범사업의 추진부터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68)산업육성 로드맵 또한 산업
현장에의 적용을 위해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 이를 비즈니스 영역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갈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
제점들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3. 정책과제
정책과제는 제 4장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산업 부문별 과제와 5장의 정책 시사
점을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그 범주는 산업과 공간측면에서의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우선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적어도 동북아에서의 기술 및 부품의 표준화와 기술 및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을 선도해나가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에서 광역적 부품조달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
어지도록 국가 간 장벽을 없애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동북
아 생산 클러스터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류네트워크 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
는 과제이다. 넷째 한국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중국에 생산클러스터의 개방체제 구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장기적인 ‘IT Masterplan’을 수립하고 있으며, 타이완 또한 IT인프라 우위
를 기반으로 ‘e-business 계획 A~E’를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 통합의 플랫폼을 구축하였다(정형곤외
2007).
67)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는 “제조, 물류, 유통업체 등 공급체인(Supply Chain)에 참여
하는 모든 업체들의 협업(Collaboration)을 바탕으로 IT를 활용함으로써, 재고가 최적화되는 리드타임
을 단축시켜 원가를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비자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경 영기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박찬석, “정부의 물류정책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고,” 우정정보 Vol. 2006.
No.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p 인용).
68)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대상(물건, 사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 태그에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
하여 적용 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에 해당하는 RFID 리더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활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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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과 현지화 강화이다. 분야별로 추진해야할 방안은 다수가 있으나, 본 연구와 직
접 관련된 방안은 아래 <표 6-1>과 같다. 이러한 방안의 실천에서는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역할이 클 것이다.

<표 6-1> 산업부문별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산업부문

LCD

정책과제

․클러스터 간 교류네트워크 형성
․기술/부품 표준화 및 공동개발

휴대전화

․기술/부품 표준화 및 공동개발

반도체

․기술/부품 표준화 및 공동개발

자동차

․광역적 부품조달 체계 구축
․기술/부품 표준화 및 공동개발
․생산클러스터 개방체제 형성과
현지화 강화

대응방안

- 동북아 LCD 산업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립
- 시장 요구에 대응하는 신 응용
기기의 공동개발
- 구미/일본계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강화 (특히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분야)
- 아웃소싱 확대
- 타이완 및 중국의 파운드리 기
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 연료전지 등 친환경자동차 부
품 모듈화 및 기술 공동개발
- 국내 부품업체들의 대중국 진
출 강화
- 해외 부품업체와 제휴 및 동북
아 부품조달 확대
- 정보부족 해소를 위한 전문
D/B 구축
- 해외 인턴제의 중국 적용

산업정책에서의 과제와 더불어 국토 차원에서도 동북아 핵심지역 간의 보완적
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광역권 및 초광역경제권 정책은 중국
이나 일본의 주요 지역과의 경쟁과 협력을 염두에 두면서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표 6-1>에서 제시한 산업 정책과 제 5장에
서 제시한 보완적 발전을 위한 4대 전략을 지역적 관점에서 종합,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언급된 세부 과제들은 기 발표된 광역경제권 사업들과의 연계하에 추
진 가능하고, 부분적으로는 광역지자체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유거점도시의 조성은 이미 부산시에서 일본 후쿠오카시와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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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초국경경제권 구상을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중국내 한국계 IT 클러스터 조성도 제 4장 5절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수저우의 연구개발 센터 건설을 측면에서 지원하
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69) 또한 이미 구축되어 있는 황해권 도시 간 협
력체70)를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 공동조달 및 신부품 (연료전지 등)의 공동개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지역경제의 산업고도화 및 동북아 지역 간 보완
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의 창출이 우선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가급적이
면 공동의 노력으로 관련 기업 및 지역이 기술개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행하게도,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은 본 연구에
서 제시한 공유거점지역이라는 핵심 개념과 보완적 발전을 위한 4가지 전략을 실
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단순한 도구(개방지구)가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기업 모두가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구개발과 정보․지식교류의 장소(공유거점지구)를 만든다는 과감
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경제자유구역이라
는 명칭에 걸맞는 과감한 규제철폐가 절실하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
국이나 일본의 광역경제권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연계 강화의 핵심은 일방적
인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국경을 초월하여 광역경제권
간 보완적 자산을 공유하고, 지식교류를 통하여 혁신을 확대, 창출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향후 우리의 광역경제권 정책이 본격화되면,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네 가지 발전 전략을 초국경적 차원에서 이웃나라 지역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
동연구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69) 싱가포르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싱가포르 공단을 수저우에 건설한 바 있다.
70) 공식명칭은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이며, 환황해권 10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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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동북아 지역 간 보완적 발전을 위한 국토정책 과제
내용

세부 과제

1) 전자 및 자동차 부품
단지의 조성
․가치사슬에서
2) 경제자유구역 내 R&D
의 지역간 분
및 디자인 기능유치
업확대
3) 환경자동차 관련 공
동 기술개발센터
1) 기술/인재 교류네트
워크 구축
2) 동북아 LCD 연구소
․클러스터 간
설립
협력
3) 중국내 한국계 IT산
업클러스터 조성지
원
전략
1) 항만, 공항 간 연계 강화
물류교통의 범
2) e-물류 전자정보시스
지역적 플랫홈
템 도입 및 시범사업
구축
3) 공동물류단지 조성

기술지식 확산 1) 공유거점도시 조성
을 위한 도시 2) 동북아 반도체 네트
간 네트워크
워크 조성

대상지역(예시)

관련 부처

1) 수도권 및 동남권
2) 인천, 황해, 대구․경
북 경제자유구역
3) 울산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해당지자체

1) 클러스터 거점에 설
립(LCD는 아산-평택,
반도체는 수원, 휴대
전화는 구미)
2) 황해경제자유구역
3) 중국 수저우 등

지식경제부
해당지자체

1) 부산항 및 인천항과 중
국 환보하이권 및 창장
권 항만과 제휴 강화
2) 환황해권 항만간 e-물
류시스템 시범도입
3) 웨이하이, 다펑 등에
공동물류 단지 조성
1) 부산(대일본)과 인천
(대중국)을 공유거점
도시로 시범추진
2) 수도권-영남권을 거
점으로 큐슈, 타이
베이, 상하이지역과
연계

국토해양부
해당지자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제 6 장∙결론 및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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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rospects for and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he Core
Economic Regions in Northeast Asia (II)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and Complementary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Won Bae Kim and Jin-Chul Jo

￭ Key words _ Northeast Asia, Electronics Industry, Automobile Industry,
Complementary division of labor, Regional Development

I.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and means of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among the core economic regions of
Northeast Asia. Even though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it is primarily mediated by market forces,
which can be represented by enterprises, especially TNCs(trans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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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Borrowing the concept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role of TNCs in establishing complementary division
of labor among regions. First, the study investigates Northeast Asian TNCs’
production networks and the resultant regional division of labor.
In order to manage the scope of investigation, the study selects electronics
and automobile industries, which take a strategic posi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of China, Japan and Korea. Since the electronics industry covers
a variety of branches, this study included the three most important ones:
LCD(liquid crystal display, cellular phones, and semiconductor. Second, the
study focuses on China’s three coastal zones, the role played by the Asian NIEs
and Japanese companies, and the resultant reconfiguration of inter‐regional
relations between China’s coastal regions and Korean/Japanese core economic
regions. Value chain concept is employed for the explan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By looking at value
chains and the geographical transfer of values, this study hopes to gain insights
about the reconfiguration of cross ‐border regional division of labor.
II.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Regional D evelopment and Production
N etw orks
Endogenous and exogenous factors 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Conventional theories of regional development emphasize more on endogenous
factors, while recent concepts such as global production networks lean towards
exogenous forces without dismissing policy efforts by local and national
institutions. Global production networks (GPNs) can be simply defined as “the
globally organized nexus of interconnected functions and operations by firms
and non ‐firm institutions through which goods and service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These networks “not only integrate firms into structures which blur
traditional organizational boundar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diverse forms
of equity and non ‐equity relationships, but also integrate regional and national
economies in ways that have enormous implications for their developmental
outcomes” ( Coe et al 2004, p.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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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erspective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endogenous growth factors
are not sufficient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way that these endogenous
growth potential is utilized by strategic needs of trans‐local actors coordinating
global production networks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Thus, regional
development is understood to be a dynamic outcome of the complex interaction
between territorialized relational networks and global production networks within
the context of changing regional governance structures. Such a conceptual
framework emphasizes interactive complementarity and coupling effects between
localized growth factors and the strategic needs of translocal actors in propelling
regional development. Hence the concepts of ‘regional assets’ and ‘strategic
coupling’ are employed to explain reg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GPN
perspective pays attention to the existence of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within specific regions, the possibility of localization economies with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the appropriate configuration of regional institutions
to hold down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unleash regional potential.
Employing the concept of strategic coupling, we can discern two types of
regional development trajectories in developing Asia: 1) strategic coupling
through international partnership; 2) strategic coupling through the provision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platforms; 3) strategic expansion of the
global/regional leader firms utilizing region ‐specific assets. The examples of
Taipei-Hsinchu and Singapore represent the first type of regional development.
China’s Pearl River Delta and Chanjiang Delta, Malaysia’s Penang, and
Thailand’s Greater Bangkok area are taken as examples of the second type.
The third type is represented by Japan’s Kanto, Kinki and Chubu region and
partially Korea’s Seoul region, which are playing a role of leading regions. Some
regions move up the value ladder. The Taipei-Hsinchu region began as the
second type and moved up to the first type. The Seoul region went through
the stages of OEM, ODM and now partially plays a role of OBM.
III. Characteristics of Regional Economies and Inter-Regional Relations
The production networks of the electronics and automobile industries ar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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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ly related to industrial specialization of the regions under investigation.
The three Chinese regions are specialized in both industries and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has been increasing. In contrast, the three mature Japanese regions
have been losing their specialization in those industries. Korea’s Seoul region
shows a strong specialization in the electronics industry, while the Yeongnam
region has strong agglomeration in both electronics and automobile industrie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regional division of labor is essentially
characterized as China’s three regions import capital goods, parts and
components from Japan, Korea and Taiwan and export final products to the
US and other countries. China’s Huanbohai region has close connections with
Korea and Japan, whereas the Changjiang delta with Japan, Taiwan and Korea.
Guangdong region has close interdependency with Taiwan, Japan and Korea.
Geographical proximity seems to play a role.
Trade relations in the automobile industry reveal a different pattern from
the electronics industry. The three Chinese regions depend greatly on Japan and
Korea in terms of import of auto parts and components, while they export
primarily to the countries outside of Northeast Asia. Import dependency is the
highest in Guangdong because of Japanese automobile plants in the Guangzhou
area.
IV . Regional Production N etw orks of the A utomobile and Electronics
Industry in N ortheast A sia
Production networks vary by industry type and corporate organization. For
example, value chains can be easily fragmented in the electronics industry, while
not so in the automobile industry. However, the tendency of fragmentation is
growing even in the automobile industry since parts and components are
increasingly standardized and modular production is becoming popular. Among
the electronics industry, semiconductors are less fragmented than cellular phones.
This is related to the size of initial investment required and the economies of
scale. The LCD industry has attributes similar to the semiconductor industry.
It needs scale economies and geographical proximity among final assemb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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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and material suppliers.
More importantly, corporate organization has a strong influence on
production networks. Japanese corporations are least prone to adopt an open
production network because of their long tradition of trust‐based relations
between the makers and parts and component suppliers. In comparison, European
and American firms are likely to adopt an open structure of global sourcing.
With these general features in mind, this study takes an in ‐depth look at the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of Japanese and Korean TNCs in China.
1) Automobile industry
Japanese and Korean automakers moved into China much later than
European automakers. Unlike European and American auto industry, both
Japanese and Korean auto industry has a hierarchical structure, wherein
numerous second ‐tier suppliers serve several first‐tier suppliers and the latter
serves the final assembly company. Such a hierarchical structure tends to have
closed and long ‐term relations between makers and suppliers. As a
consequence, it does not allow much room for transactions with other companies.
Even when Korean and Japanese automakers move in another place such
as China, they tend to bring their first or second ‐tier suppliers with them.
For instance, Toyota production system in Aichi is almost replicated in
Guangzhou and Tianjin. Korean automakers such as Hyundai exhibit similar
patterns. Because of vast distance between major cities within China, regional
automobile production is more or less self‐contained in one region. Thus,
Shanghai has its own automobile cluster. So do Guangzhou and Beijing.
Japanese automakers have set up their China production mainly in Guangzhou,
Shanghai and Tianjin, whereas Korean automakers have done in Beijing and
Yancheng (Jiangsu). These production clusters maintain close connections with
mother companies in Japan or Korea but they have no significant linkages each
other within China. On the whole, Japanese or Korean practices of production
networks are known to differ from that of American and European production
networks in the automobile industry. In the section below, the details of Korean
and Japanese production networks in China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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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egoing discussion suggests that both Korean and Japanese
automobile production networks in China replicate a hierarchical and closed
structure in their home countries. Networking among regional automobile
clusters is rather difficult. Instead, regional clusters in China maintain exclusive
relationships with home country clusters. Both Japanese and Korean automakers,
however, feel the pressure to increase local procurement of parts and components
because of competition among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for example,
between Toyota and Hyundai or Toyota and GM. This implies that parts and
component suppliers, who have exclusive relationship with one maker, must
look for alternative sales outlets, either other makers or export. Such change
in parts and components markets may help promote flows of parts and
components between clusters together with standardization and modularization.
If the three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Korea agree to establish free trade
area, it will provide an impetus for the auto makers to rethink hierarchical and
closed relations between makers and suppliers and thus opening up region ‐
wide, free procurement of automobile parts and components.
2) LCD
The LCD industry is concentrated in the four countries of Northeast Asia―
Korea, Taiwan, Japan and China. In a sense, geographical proximity was an
important factor in such concentration. The technology leader, Japan, is now
the third place in LCD panel production because Japanese firms’ shift from
large ‐size to small‐size panels. Korea and Taiwan took 44 and 41 percent
of TFT ‐LCD production in the world in 2004.
Electronics giants such Sharp has LCD factories in Mie prefecture in the
Chubu area, together with several key suppliers of parts, materials and
manufacturing equipments. As such, they have a full‐set regional LCD cluste
r.71) This Japanese full‐set production system retains a hierarchical structure,
which is advantageous in protecting the leakage of technology. On the other

71) The process of LCD manufacturing is divided into four stages: array,
color filtering, cell, and modules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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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Japanese makers outsource small and medium size panels to Japan ‐
invested Taiwanese and Chinese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Korean and Taiwanese firms occupy the first and second
position in LCD TV production but they are behind Japanese firms in parts
and materials supply. Both Korean and Taiwanese firms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downstream processes of panel manufacturing, module, and final
products, while they need to import key parts and materials from Japan.
China is fast becoming a center of LCD panel supply. However, Chinese
firms are more or less specialized in module and packaging process. Thus, the
regional division of labor in LCD indust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Japan
with its full‐set structure produces LCD panels and exports parts, materials
and equipments to Korea, Taiwan and China. Korea and Taiwan, on the other
hand, produces panels by importing parts, materials and equipments from Japan,
and export parts and materials to China and panels to Japan. China by importing
parts and materials from Japan, Korea and Taiwan packages and exports final
products (TV and PC) to the world market.
3) Cellluar phones
The cellular phone industry of Northeast Asia is differentiated into a
medium ‐ to high ‐end market in Japan and Korea, and a low ‐end market
in China. Korea is the number two producer country in the world but it lacks
original technology and suffers from slow adaptation to global standards in
operating software. Japan also lags behind other countries in standards setting
and the cellular phone industry is under restructuring. However, some progress
is made in standard setting through merger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firms
by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s such as Kyocera. On the other hand, China’s
cellular phone industry has been fast growing since 2000s, which has enabled
China to graduate from producing imitation products.
In Korea, mobile handset production is concentrated in the Gumi‐Daegu‐
Masan area. Samsung produces 95 million GMS handsets in Gumi, whereas
Nokia produces 50 million in Masan. Gumi‐Daegu area has about 351
enterprises and forms a cluster of handset production. There are 151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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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arts and 47 for finished products. Software industries including contents,
solution and services are concentrated in Daegu, whereas parts and packaging
industries are mostly located in Gumi. The Daegu ‐Gyeongbug area has
relatively strong IT resources including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China, mobile handset industry shows a heavy concentration in the
Beijing ‐Tianjin area, where more than 50% of handsets are produced.
Guangdong, which once had a heavy concentration, is now behind the Beijing‐
Tianjin area. The national share of the Chanjiang region accounted for only
11% in 2006. Motorola has made significant investment in Tianjin. Regional
clusters of the cellular phone industry in Japan are closely related to the three
majors of Sharp, Sony ‐Erickson and Kyocera.
The trend of platform production in cell phones made value chains to be
fragmented. During the 1980s and 1990s, cell phone makers integrated vertically
most of value chains including both hardware and software. Since 2000, platform
production strategy began to spread and value chains became highly fragmented.
Cost competition and standardization of operating software provided a major
impetus for an open, fragmented value chains. Global leaders such as Nokia
and Motorola encouraged contents and applied software enterprises to join by
making their software public. Own design manufacturers grew in importance.
In terms of value chains, Japan is strong in hardware parts such as battery
and sensor, while relatively weak in finished products. In software, Japan is
strong in contents such as animation and games. Japan is also equipped with
the most advanced mobile internet system by adopting full‐browsing service
in 2004. Japanese firm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standards setting of operating
system such as MS ‐Window through strategic alliances with foreign
telecommunication firms. Korea has succeeded in standardization of finished
products and has become a strong competitor in the cellular phone market. Lack
of original technology makes Korea depend on Japan and other countries for
core parts. Korean firms are in need of improvement in software operating
systems. Chinese companies have advantage in low ‐priced phones but they
are not yet able to compete with brand leaders in high end market. Like Korea,
lack of core technology would make Chinese firms depend more on parts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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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apan and other countries.
As platform strategy and modularization of parts become expanded,
hardware production based in China loses advantages. Instead,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companies gains more importance. Competition among
cell phone companies in Northeast Asia tends to shift from the hardware to
the software side. Japan is obviously advantageous since it has a strong base
in the software industry. Korea seems to be in need of strengthening its content
industry by collaborating with Japanese firms in order to maintain its
competitiveness in the high ‐end market.
4) Semiconductor
Semiconductor process is composed of three stages: design, wafer
fabrication, and packaging and test. Design process refers to designing of circuits
for various uses such as personal computer, cellular phones, and digital TV.
Wafer fabrication process means making complex circuits on silicone wafer.
Packaging and test process includes cutting individual chips from processed
wafer and packaging and testing them. Differentiation of process began first
in the packaging test stage, which is labor‐intensive. Southeast Asian countries
offered low cost production sites for packaging and test. The emergence of
fabless (design) and foundry (wafer fabrication) firms expedited the
fragmentation process of design and wafer fabrication processes. Up until 1990s,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s, which contained all the processes with their
own design technology and production lines, led the semiconductor industry.
Since the late 1990s, fabless firms such as Qualcomm and Broadcomm appeared
and they focused on design by outsourcing production to foundry firms or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s. In parallel with this, foundry firms with
production lines only such as Taiwan’s TSMC and UMC, and China’s SMIC
emerged.
The semiconductor industry shows an increasing tendency in the
fragmentation of value chains. Degitalization of design process and
standardization of fabrication process are other reasons for the fragmentation
of value chains. The tendency of fragmentation is more active in the n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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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sector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of small batch production with
multiple products. On the other hand, the memory sector, which requires large
investment for mass production, tends less fragmented and led by large
enterprises such as Samsung, Hynics, Mycron, Infinion and Nanya.
Four countries lead in the production of memory semiconductors. They are
Korea, Taiwan, the US and Germany. Two Northeast countries of Korea and
Taiwan produce more than 60% of world production of memory chips. In other
words, a few large firms with a hierarchical production system dominate global
production networks of memory chips. On the other hand, Japan keeps its
competitiveness in semiconductor devices and parts/materials. Allied with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companies in East Asia, Japanese firms expand
its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China’s cost advantage in assembly led to
a concentration of foreign ‐invested firms specializing in packaging and
processing in a few Chinese regions such as Zhujiang Delta and Changjiang
Delta.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specialized in integrated circuits, shows
a heavy concentration in Changjiang Delta. The national share of Jiangsu,
Shanghai and Zhejiang accounted for 34%, 19%, 8% respectively in 2006. Next
follows Guangdong, maintaining its nation production share of 20%. Recently,
a few foundry firms emerged. Moreover, a number of design companies for
domestic products grew in China. At the moment, however, China’s core regions
can be more or less characterized as low ‐cost production platform.
Japanese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s have been restructured into big
three: Toshiba, Elpida Memory (with investment from Intel) and Renesas
Technology. Toshiba in cooperation with Sandisk of the US recently expanded
its flash memory production in Yokkaichi city (Mie Prefecture, Chubu region)
in order to increase its share to 40% in 2009 from 27.5% in 2007. Even though
these Japanese companies are in disadvantage in East Asian and other emerging
markets because of their weak position vis ‐à ‐vis Samsung and LG., which
are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s. However, Japanese companies enjoy fruits
generated by the growth of the industry since they supply equipments and
parts/materials to the industry. Similar to the US firms, Japanese semiconductor
enterprises attempt to maintain their advantage by networking with Chine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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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ese foundry firms.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on the other hand,
is dominated by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s such as Samsung and Hynics.
Samsung Electronics developed a semiconductor cluster in sou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n addition, Samsung has production facilities in Suzhou,
China. Hynics has DRAM factory in Icheon and Nandflash factory in Cheongju.
Korea’s vertically structured semiconductor industry specialized in memory
products is in a sharp contrast with Taiwan’s more specialized production
structure centered upon foundry firms connected closely to global leaders in
both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s and fabless firms. Hence, regions holding
the low end of value chains face a big task of upgrading and obviously the
prospect for that will depend greatly on regional assets.
V . Production N etw orks and Complementary Regional D evelopment
Strategies
Cellular phones and non ‐memory semiconductors reveal a network type
model of production, whereas memory semiconductor and LCD show a tendency
of regional clustering. A full‐set structure is often observed in both LCD and
automobile industry, which tends to discourage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between regions. Therefore, region’s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knowledge
base determine the type of region in terms of value ladder. Three types have
been found in Northeast Asia. The first is a region, which shows a strong
capacity in R&D and marketing. Japan’s Kanto region and partly Kinki region
belong to this category. The second is a region with a full‐set structure. The
Chubu region is a good example. It has both automobile and LCD industry,
which are more or less complete in all parts of value chains. The third type
is a region, which specializes in manufacturing. Here we can divide into two
types: one in high ‐end manufacturing and the other low ‐end manufacturing.
The Taipei‐Hsinchu region belongs to the high ‐end type, whereas the three
Chinese core regions belong to the second type.
However, all the regions aim at moving up the value ladder. For example,
both Beijing and Shanghai intends to build a key R&D hub in the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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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One region, even though advanced at the moment cannot sustain its
unequal relationships with other regions in the long term. If all the regions follow
the same development path, competition is inevitable. In order to avoid such
a scenario, it is necessary different regions pursue different paths of development
by concentrating on their competitive advantage so as to achieve complementary
inter ‐regional division of labor.
On the basis of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this study suggests four
strategies to help achieve a more equal division of labor and thus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hey are:
z Inter-regional cooperation and expansion of division of labor in value chain
z Link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networking between clusters
z Establishment of region ‐wid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platform
z Construction of intercity networks for technology knowledge
Finally, the study recommends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ctions on
making interface cities and regions so that interregional forward and backward
linkages can be expanded over the national boundaries. Expansion and creation
of interregional interface can be done through three channels. Firstly, regions
can share complementary assets such as technology knowledge, production bases
and logistics facilities. Secondly, regions can help set up common standards
of parts and components and services. Thirdly, regions work together to establish
region-wide norms and values concerning commercial transactions. Through the
expansion and creation of interface areas, interregional relations would transform
from a zero ‐sum competition to a positive ‐sum competition and cooperation
regime. Such a regime change can only prevent unequal division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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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전년(2007)도 연구결과 요약

1. 연구의 개요
동북아의 경제지형은 핵심적 경제집적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이들 핵
심지역의 향후 진화 방향에 따라 동북아의 경쟁과 협력구도가 좌우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핵심지역의 현황과 발전 전망, 그리고 핵심지역 간의 관계를 파
악하여 동북아 전체의 발전 구도와 개별 지역의 장래를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도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징진지, 일본의 간토권, 긴키
권, 추부권, 그리고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을 동북아의 8대 핵심경제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2. 핵심경제지역의 위상과 동북아 경제지리
개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본의 3대 핵심지역의 상대적 위상 추락과 중국의
3대 핵심지역의 부상을 주목할 수 있고, 동북아 지역 생산 네크워크 형성을 감지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중국 핵심지역의 약진은 일본 핵심지역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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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향후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위상 축소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동북아 핵심지역의 산업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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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에서 중국 3대 핵심지역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구조적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간토지역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요 서비스
업에서 상대적인 특화 현상을 보이며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중국의 3대 핵
심지역(홍콩 불 포함)을 제외한 일본과 한국의 핵심지역 모두 운수통신업에서 약
한 수준의 특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간토권과 한국의 수도권만 금융보
험업에서 상당한 집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핵심지역은 서비스
업 경제로의 구조전환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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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으로 국제비교에서는 서비스업의 열세로 드러나고 있다.
향후 서비스업에서의 지역 간 경쟁은 일본의 간토지역과 한국의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홍콩을 주장지역에 포함할 경우, 수도권, 간토권, 주장권이
라는 3대 지역 간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3. 핵심경제지역의 경제와 산업구조 및 군집
한․중․일 3국 핵심지역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구조, 산업집적
(군집) 및 공간구조와, 산업집적의 인자로 작용하는 인적자원 및 인프라자원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산업구조와 산업집적을 중심으로 검토
하였다.
중국의 3대 핵심지역은 1990년 이후 중국 경제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산업구조면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3대 핵심지역은 또한 제
조업 내에서 지식집약도가 높은 교통운수설비, 컴퓨터, 기타기계, 전기기계 등의
업종에 특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산업집적이 반드시 클러스터 효과를 발
휘하는 산업군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생적 또는 외자 투입형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지구를 형성하면서 발전되고 있다. 각 지역 내 도시들도 과거 상호간
기능중복에서 기능전문화의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도시간 보완적 구도가
형성되어 가는 단계다. 이러한 도시 간 네트워크의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
기반시설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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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대 핵심지역 주요 제조업의 중국 점유율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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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3대 핵심지역은 1990년대 일본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혁
신기반의 심화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실현해오고 있다. 간토권은 우수한 산업
기반과 혁신역량의 집적을 활용하여 세계 최대의 신산업창출거점 형성을 표방하
고 있으며, 긴키권도 의약산업 및 가전산업 집적을 기반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과 정보가전, 에너지․환경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 중에 있다. 추부권은 권역
내 최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의 견실한 성장을 바탕으로 로봇, 항공우주,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서
비스분야에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추부권에서는 정보서비스 사업 등 도
시형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은 규모면에서 중국의 핵심지역에 비견할 수는 없으
나, 산업군집의 형성과 기반시설의 수준에서 중국의 핵심지역보다 고밀도의 지
역 내 기능적 연계를 달성하고 있다. 수도권의 대표적 산업군집으로는 ICT와 금
융 등의 사업자 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영남권은 아직 군집효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전기전자, 수송기기와 일반기계 등에서 상당한 산업집적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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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경제지역의 대외연계
지역 간 교역과 투자 자료는 일반적으로 수집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
집 가능한 지역에서의 국가별 교역 및 투자 자료를 중심으로 일차 검토하고, 교역
이나 투자 자료의 지역별 배분 방식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추정하였다. 교역
과 투자이외에 물자의 흐름이나 사람의 이동 자료도 지역 간 연계의 중요한 지표
이므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범위에서 분석하였다. 다만, 자료수집 상의 어려움으로
중국과 일본의 3대 핵심지역 간 교역량이나 물동량은 분석, 정리하지 못하였다.
중국 3대 핵심지역은 중국 전체 수출입이나 투자유치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창장삼각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과의 교역에서
도 3대 핵심지역은 대한국 수출의 54.0%와 수입의 8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창장지역이 한국과 가장 긴밀한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징진지지
역과 주장(홍콩 불 포함)지역은 그 다음이다.

<그림 3> 중국 3대 지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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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교역의 경우 2006년 수도권이 약 45%, 영남권이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투자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발생하였다. 수도권과 영남권의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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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역시 주 대상지역은 창장과 징진지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한․중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은 전자․통신 분야이며, 이 분야에서 한국의 수도권에서 중국 창장지
역과 징진지지역으로의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
자․통신에 이어 중요한 대중국 투자분야인 수송기계 업종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
에서 각각 중국 징진지와 창장지역으로의 투자가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림 4> 수송기계업종의 대중국 투자 현황
(2006년 말 현재 누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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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자통신업종의 대중국 투자 현황
(2006년 말 현재 누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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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삼각

한․일 간 교역에서 보면 수도권이 전체 교역의 38%, 영남권이 22%를 차지하
고 있고, 일본 측에서도 상당량의 대한 교역이 3대 핵심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다
만 최근 일본 3대 핵심지역의 교역 자료에서 보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져 일본
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북
아 국가 간 교역도 주로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일 간 교역도 핵심지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중국 3대 핵심지역은
대일본 교역 총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에는 주장삼각주가 대일본 교
역의 교두보였으나, 2006년에는 창장삼각주가 대일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중․일 핵심지역 간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전기전자 관련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에서 핵심지역 간 소위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현재는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적 요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지역 간 물류는 대체적으로 교역과 투자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해상화
물의 흐름은 한국의 영남권 및 수도권이 중국의 창장지역 및 징진지 지역과 긴밀
한 연계를 가지고 있고, 일본과의 연계에서는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공화물이나 여객의 경우, 한국의 수도권과 일본
간토권 간의 연계가 가장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과 긴키권
또는 징진지지역이 빈번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권의 경우,
일본의 간토권이 최대 교류지역이며 긴키지역과 추부지역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물류나 여객의 흐름은 해상물류를 통한 핵심지역 간 연계 구도와 일치하
지 않는다. 항공화물이나 여객의 지역 간 수송 규모(양방향 합계)에서 보면, 한국
의 수도권과 일본의 간토권(광역수도권) 간의 연계가 가장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과 긴키권(화물) 또는 징진지지역(여객)이 빈번한 교류
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추부지역은 한국 수도권과는 물류 규모에서 그다지 중요
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중국의 창장지역은 한국 양대 권역과 가장 큰 교역규모
를 가지고 있지만, 항공물류나 여객 흐름에서는 하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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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3대 핵심지역의 대일본 수출입
(단위: 천 달러)
地
区

省市

수출

수입

합계

1998

2006

1998

2006

1998

2006

중국전체

180,515,543

969,323,615

140,385,350

791,793,900

320,900,893

1,761,117,515

중국의 대일본
수출입총액

29,520,199

91,771,960

28,306,763

115,810,926

57,826,962

207,582,886

北京

980,984

2,387,084

1,209,747

6,870,279

2,190,731

9,257,363

天津

897,239

2,740,493

1,492,836

6,702,453

2,390,075

9,442,946

河北省

407,686

1,103,072

294,777

720,976

702,463

1,824,048

소계

2,285,909

6,230,649

2,997,360

14,293,708

5,283,269

20,524,357

비율

7.74%

6.79%

10.59%

12.34%

9.14%

9.89%

上海

3,924,729

14,661,412

3,963,388

19,553,452

7,888,117

34,214,864

江苏省

3,680,777

18,097,264

2,601,121

23,732,253

6,281,898

41,829,517

浙江省

1,892,101

8,221,459

1,050,842

6,592,213

2,942,943

14,813,672

소계

9,497,607

40,980,135

7,615,351

49,877,918

17,112,958

90,858,053

비율

32.17%

44.65%

26.90%

43.07%

29.59%

43.77%

廣東省

6,891,551

14,994,971

11,699,974

33,537,222

18,591,525

48,532,193

소계

6,891,551

14,994,971

11,699,974

33,537,222

18,591,525

48,532,193

비율

23.35%

16.34%

41.33%

28.96%

32.15%

23.38%

18,675,067

62,205,755

22,312,685

97,708,848

40,987,752

159,914,603

63.26%

67.78%

78.82%

84.37%

70.88%

77.04%

징
진
지

창
장
삼
각
주

주
장
삼
각
주

3대 지역
대일본 수출입
합계
3대 지역
대일본
수출입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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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중, 한․일 핵심지역 간 해상수송량(2005)

<그림 7> 한․중, 한․일 핵심지역 간 항공화물 물동량(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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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중, 한․일 핵심지역 간 여객수송량(2005)

5. 핵심경제지역의 성장과 지역 간 관계변화 전망
구매력지수로 계산한 지역총생산의 규모에서 중국의 창장지역과 주장지역은
일본의 간토지역을 2007년에 추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핵심지역은 장래 동
북아의 성장을 견인할 지역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성장률 전망에서 보면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은 2020년에도 일본의 3대 핵심지역보다 규모면에서 뒤
처지게 되고, 중국의 3대 핵심지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더욱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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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8대 핵심지역의 GRDP 비중

지역 간 관계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중국의 징진지지역이 여타 동북아 핵
심경제지역과 가장 많은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과관계를 밝힐 수
는 없으나, 징진지지역이 가진 외부 연계는 이 지역의 동북아 역내 연계성에 대
한 간접적인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동북아 핵심지역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내 연계가 반드시 중심성을 의미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역 간 관계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우위이론, 분업이론, 투
자이론 등 다양한 이론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의 가치사슬
관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역할은 위와 같은 국제
분업의 구도 변화뿐만 아니라, 대도시지역의 통제․관리기능의 대도시지역 입지
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대도시 지역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국적 기업의 존재와 이에 결부된 선진 생
산자 서비스의 집적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간토권
의 위상은 압도적이긴 하나 중국의 약진으로 장래에는 위상 변동도 가능하다. 한
국의 수도권은 중국 징진지지역 다음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남권에는 포스코의 포항 본사 하나밖에 없다.
부록

181

<그림 10> 각 지역별 GRDP 기준으로 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결과

6. 후속 연구의 과제
이 장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핵심경제지역의 거시적 경제지리
변화, 개별 지역의 경제현황, 산업클러스터 전략 및 발전 전망 그리고 이들 지역
간 연계관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계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분
석은 2차 연도의 과제로 넘겼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핵심지역의 연계
관계 변화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동반발전의 가능성을 짚
어보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변화 발생의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국적 기업
의 역할일 것이다. 이들 다국적 기업이 어떠한 지역생산체제를 구축하는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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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 간 관계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산업클러스터 형성과 같은
공공부문의 지역경쟁력 강화 전략도 해당 지역의 발전 및 타 지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들 정책변수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차 연도 연구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동북아 핵심지역 간 경제 교류가 전기

전자 산업과 수송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이들 산업에서의 지역 간 연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킹 현황과 전략에 대한 탐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교역 물자의 흐름과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원부자재, 부품, 완제품
등의 구분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교역 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출발점이 산업이 아니라, 지역인 만큼 지역차원에서의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산업이나 기업 중심의 분석을 지역이라는 관점에
서 종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차원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
제 변수 이외에도 기업이나 산업별 자료 구축이 긴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동북아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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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문가 국제 워크샵 프로그램
Experts Workshop
Global/Regional Production Networks and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Organized by KRIHS
Date: August 22, 2008
Venue: KRIHS Conference Room
Purpose
The workshop aims at exploring best possible future directions
of transborder,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For this purpose, the workshop intends to discuss the current pattern
of interregional relations among the eight core economic regions of
China, Japan and Korea. Until recently,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applied to more or less complementary interreg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Trade and investment were thus the key variables
shaping interregional linkages.
However, rec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suggests that a
flying‐geese model is no longer relevant. Multiple cores instead of a
single core lead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with increasing
interdependency among them.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of
production has been the force behind such changing economic
landscape of Northeast Asia. Undoubtedly, the real driver of
interregional linkages is firms. Hence, global/regional production
networks, which have been in formation in Northeast Asia by regional
and extraregional firms, exert a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changing
patterns of interregional linkages and broadly interregional relations,
i.e., competitive or complementary.
By identifying the formation of global/regional production
networks in the eight selected core regions, namely Beijing‐Tianjin‐
Hebei (or broadly Huanbohai) region, Changjiang delta, and Zhujiang
delta of China, Japan’s Kanto, Kinki and Chubu region, and Korea’s
Seoul capital region and the Southeast Region, we believe tha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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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to partially explain changing patterns of interregional relations
among those eight regions.
However, we should not be ignorant of state policies, both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which still exert some influence on the
firms’ behavior and strategy in global/regional production networks. In
other words, state policies count in understanding interreg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especially those policies regarding technology
development, urban development, regional industrial clusters, talents,
immigration, inward and outward investment, and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Experts in this workshop are expected to discuss the above
concerns. Specifically, conference organizers would like to ask
commentators and paper contributor to discuss about the following
items:
1) recent development of global/regional production networks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and interregional development, esp. across the
border
2) state policies regarding technology development, urban development,
regional industrial clusters, talents, immigration, inward and outward
investment, and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3) current and future likely positioning of the region within the larger
economic landscape in Northeast or East Asia
4) suggestions for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a
zero‐sum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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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ugust 22, 2008
Welcome Remarks
9:05 – 9:15
Dr. PARK, Yang Ho, President of KRIHS
Presentations
9: 15 – 10: 45
1. CHEN, Hsiao‐Hung Nancy (Professor,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The Foci of China's Bohai Gulf Develop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Surrounding Countries
2. WEI, Yehua Dennis (Professor, University of Utah)
Production Networks and Spatial Organizations of the Information
Industry in the Yangtse River Delta, China
3. YANG, Chun (Assistant Professor,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Region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China: Taiwanese PC
Production Networks in the Pearl River Delta vs. Yangtse River Delta
Coffee Break
10:45‐11:00
Discussion
11:00‐12:15 pm
Commentators
KIM, Dong‐Ju (Senior Fellow, KRIHS)
PARK, Jung Dong (Professor, Incheon University)
LIM, Jung Duk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PARK, Sam Oc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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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2:00 pm
Presentation Continued
2:00 – 3:30 pm
4. LIM, Jung Duk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Regional and Global Production Network of Auto Parts Industry in
Southeast Korea
5. KUCHIKI, Akifumi (Professor, Nihon University)
Asian Growth Triangle and the Automobile Industry (tentative)
6. KIM, Won Bae (Senior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and Reconfiguration of Regional
Division of Labor among the Core Economic Regions of Northeast
Asia
Coffee Break
3:30‐4:00 pm
Discussion
4:00‐5:30 pm
Commentators
AHN, hyung‐Do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DOUGLASS, Mike (P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JO, Jin‐Chul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IM, Joo Hoon (Senior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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