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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라는 무대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주체는 기업일까, 국가일까, 

아니면 국가 그룹, 즉 지역일까? 이것은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체가 기업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도요타나 폭스바겐, GM 등

과 경쟁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더 좋은 차종을 내놓고 공격적인 마케

팅을 통해 경쟁자를 누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가려 하고 있다. 이

렇게 보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 주체는 자동차 회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이 그 회사가 속한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 노동자의 숙련도, 수많은 부품 

회사, 관련 인프라, 사업 환경 등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각국의 자동차 회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경쟁

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쟁하는 주체는 국가경제라고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주체가 국가라고 보았을 때 국가경쟁력이 상승했다거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공정이 복수의 나라에 걸쳐 있다. 자동차를 생산하려

면 엔진을 비롯한 수많은 부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품들이 한 국가에서만 생산되지는 않는다. 자동

차 디자인, 조립, 기술개발 등의 공정도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한 

국가가 단독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보기보다 여러 국가가 팀을 만들어 경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산에 있어서 가치사슬이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생겨

나기도 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크게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유럽 지역, 북

미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다. 즉, 세계 시장에는 여러 개의 국가로 만들어진 세 개의 팀, 즉 유럽

팀, 북미팀, 동아시아팀이 경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팀이 가장 강할까? 종목마다 다르다. 종목마다 게임의 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팀

워크가 중요한 종목이 있고 개인기가 중요한 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 IT산업에서는 팀원의 역할이 중요

하다. 말하자면 축구 같은 게임이다. 공격수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고 골키퍼도 필요하다.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장비 생산도 필요하고 부품생산, 조립 등도 필요하다.  

 

골키퍼가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을 개발해 수비수에게 공을 패스하면 수비수는 부품을 만들어 미드필

더에게 패스를 한다. 미드필더는 수비수로부터 넘겨받은 부품에 새로운 공정을 가해 드리블하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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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게 넘겨주며 공격수는 여러 미드필더에게서 받은 많은 부품을 조립, 최종재를 생산해 소비시장에 

슛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게임의 방식에서 동아시아팀은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서로 역

할이 다른 다양한 선수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팀은 선수층이 얇고 역할이 비슷하다. 게임을 

잘 하기가 힘들다. 유럽팀은 선수들이 많은데 역할이 매우 비슷하다. 골키퍼와 공격수밖에 없는 셈이

다. 게다가 지금은 재정위기로 팀워크도 잘 안 맞게 되었다.  

 

여기서의 게임은 팀원을 쉽게 바꿀 수 없다. 동아시아팀에 남미 선수를 스카우트하기는 힘들다. 팀원은 

거의 지정학적으로 결정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적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지만 다른 지역 

팀의 선수로 뛸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다. 한국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선수들을 

확보한 동아시아팀에 속해 있다. 선수들마다 개인기도 출중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팀워크다. 전략을 

잘 짜기만 한다면 한국이 동아시아팀에서 주장 역할을 하며 팀워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섭(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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