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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하여 오랫동안 연구대상이 되어 왔으나, 여전
히 고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미비했던 의류산업을
소재로 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국내외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에 이어 주요 생산기지로
떠오른 베트남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4개 기업 사례를 분석하되, 국내
본사와의 분업관계와 현지 고용관계 모두를 드러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노
동집약적 봉제 공정은 베트남에 집중하면서 국내에서는 영업과 개발인력 중
심으로 고용의 양이 늘어나고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서는
국제시민단체들의 압력을 받은 바이어들의 사회 감사와 비공인 파업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한국계 기업들의 노동조건은 적지 않게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일자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향후
이러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과 건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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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우리나라 의류업체들은 1960년대 이후 해외수출을 통하여 성장해 왔는데, 단순 봉제업
과 조립공정에서 출발하여 생산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책임지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업체로, 나아가 스스로 디자인 기능을 갖는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과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OBM(Original Brandname Manufacturer) 업체로
도약하기도 하였다. 홍콩, 대만과 더불어 한국의 이러한 발전 과정은 미국의 빅 바이어들

(big buyers)이 주도한 구매자 주도형 상품연쇄(Buyer-Driven Commodity Chain)에서 단계
적 학습과 산업고도화(industrial upgrading)를 통해 성공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Gereffi,

1994, 1999).
더욱이 홍콩, 대만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의류업체들은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Fibre Arrangement) 체제 하에서 일찌감치 해외공장을 건설하여 진출하면서, 현지의
생산기능을 통제함은 물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샘플제작, 조달과 물류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full package 업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2) 이에 대해 Gereffi(1994 :

114)는 이미 오래 전에 BDCC하의 중간자적 존재(middleman in the BDCC)라고 불렀으
며, 이후 논문에서는 이러한 생산과 조달의 위계를 다층적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

(multi-layered global sourcing network)라고 규정하였다(Gereffi, 1999: 39). 이후 의류산업
을 소재로 한 글로벌 상품연쇄, 혹은 글로벌 가치사슬과 관련한 숱한 논문이 제출되었으
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교역의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내 공정 분업과 그에 따른
중간재 교역과 생산 분업의 전체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GCC에서 나아가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매개로 각 주체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
에 주목하는 Henderson et al.(2002) 등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이론은 맨체스터 학파의 경제지리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노동문제를 포함
하여 관련된 수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온 가운데, 최근 Barrientos et al.(2011)이 정리한
경제적 고도화(economic upgrade)와 사회적 고도화(social upgrade)의 병행 발전 필요성 주
장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사회적 고도화란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에
기반을 한 노동 중심의 접근법이다. 그런데 의류산업을 소재로 18개 개도국의 경제적 고
도화와 사회적 고도화에 대한 양적 지표 중심의 분석을 전개한 Bernhardt(2013)의 연구는
경제적 고도화보다 사회적 고도화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일러주며, 그 이전에 일단 경제적
1) 본고는 조성재 외(2016),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의
제7장을 학술지 성격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full package 업체 이전의 단계는 CMT(cut, make, trim) 업체, 즉 단순 가공․조립 업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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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가 이루어져야 사회적 고도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류산업의 국제화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과 GPN 이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고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다. 특히 제러피가 규정한 대
로 중간자적 위치(middleman in the BDCC)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나 대만, 홍콩계 기업
의 본국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본국 및
투자대상국의 고용과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 국제시민단
체 및 그들과 협약을 맺고 있는 바이어들의 사회감사(social audit) 활동과 이들에 대한 기
업들의 행동규범 준수(compliance) 문제 등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
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의류산업에서 동
아시아의 투자와 고용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외 고용의 관점에서 GPN의
변동에 따른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직종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고자 한다.
국내 의류업계는 내수 위주 브랜드 업체와 수출 위주 OEM 업체, 그리고 동대문 등 자
기완결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들의 클러스터로 구성된다.3) 그 중 본고에서는 수출 위주

OEM 업체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데, 이 업체들은 전형적인 구매자 주도 상품연쇄
(BDCC)의 중간 고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업과 개발 기능은 주로 한국 본사에서 수행
하고, 직접 생산은 베트남 등 개도국에서 수행하는 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대형 바이어
들과의 오랜 거래 관계, 그리고 뛰어난 중간관리 능력과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
에 당분간 개도국에 비해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GPN에 편입되
어 대량생산과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이들의 국내외 고용량은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는가?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은 무엇인가? 이들이 진출한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에서 경제적
고도화와 사회적 고도화는 일어나고 있는가? 투자 본국의 고용의 질 혹은 직종 구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의류업의 기본 특성을
설명한 후 제Ⅲ장에서 4개 의류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연구 발견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
의할 것이다.

3) 동대문과 남대문 클러스터, 그리고 대구섬유단지 등에 대한 연구로는 전명숙 외(2007)를 참조하시오.
이 보고서는 산업지구모델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보는 본고의 접근
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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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류업의 기본 특성
섬유의류산업은 크게 보아 섬유산업과 의류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섬유산업에 보다
많은 자본과 신기술이 소요되며, 의류산업은 패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필요 숙련수준이 낮아서 개도국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봉제의류산업은 인건비 비중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서 선진 자본은 개도국에 생산기지를 마련하거나 주문을 확대해 온 바 있다. 특히 대량소
비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문을 받아서 1960～90년까지 30여 년간 한국, 대만, 홍콩의 의
류산업이 크게 발달한 바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이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Es)의 임
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중국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함으로써 메이드 인 차이
나 제품이 미국시장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에 따라 한국, 대만, 홍콩 등의 점유율은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중국 역시 빠른 임금인상을 나타내게 되고, 결국 노동집약
적인 봉제산업 기지로서의 매력이 급속히 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주요 생산기지로서 방
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섬유의류
산업에서는 기존의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이론과는 상이한 변화들이 관찰되는
데, 중국이 산업 주도권을 동남아 국가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자기완결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섬유산업
에서 봉제업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전반에 걸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미국 바이어에 맞먹는 중국 바이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빠른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중국 자본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진출하게 되었다.
둘째,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주요한 의류생산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이들
국가의 로컬업체들은 영업과 개발 능력이 취약하여 ODM은 말할 것도 없고, OEM 생산도
버겁다는 점이다. 결국 주로 미국의 주문을 받아 개발과 중간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국
과 대만, 홍콩계 기업들이 감당하게 되는 다층적 조달체계(Gereffi, 1999)가 전형적으로 나
타난다.
국제무역규범이 MFA에서 2005년부터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로 바
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세계 의류산업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었다. 유사한 BDCC를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아프리
카와 중남미 국가들의 비중은 하락하고, 중국 이외에 인도와 베트남 등의 성과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Bernhardt, 2013).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의류부문 세계 수출점유율이 2000년

0.9%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4.0%에 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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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의류산업의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 변화(%)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2000

2004

2007

2010

2013

2015

베트남

3.7

4.9

15.8

26.6

34.1

61.9

중국

61.8

80.8

64.7

39.2

29.3

9.5

아시아 전체

75.9

91.4

89.6

96.2

89.0

93.7

베트남

5.8

18.4

31.3

35.9

25.3

41.4

중국

26.1

54.4

34.6

25.8

4.0

3.3

아시아 전체

47.6

84.3

89.3

88.8

50.2

59.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각호

베트남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주문을 소화해왔지만, 2006
년 WTO 가입을 계기로 하여 미국과의 교역 확대를 겨냥한 한국, 홍콩 등 의류선진기업들
의 진출에 힘입어 도약하게 되었다.4) 즉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됨으로써 제2의 도약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류업의 경우 투자대상국별로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 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중국이 10% 미만으로 하락하고, 베트남의 비중이 60%를
넘게 되었다. 금액 측면에서도 2010년을 계기로 베트남이 중국을 앞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자본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베트남을 주요하게 활용하게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수출입은행 자료에서 투자목적별 투자구조 변화 양상을 살펴
보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의 저임금 활용이나 수출촉진에서 최근에는
현지시장 진출로 기본 목적이 변화하였으며, 베트남은 2000년 이후 일관되게 저임금 활용
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섬유의류산업의 가치사슬에서 나름대로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해왔지만, 최근 10여 년간 자동화 투자와 해외진출, 그리고 중국에 비교한 경
쟁력 상실 등으로 고용은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1]은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섬유산업과 의류산업 모두 1999년에 비해 2014년 고용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
었다. 이는 기본 산업으로서의 섬유의류산업의 행로에 대해 다시 검토하게 되는 계기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구분법과 달리 섬유의류산업 역시 첨단기술이나 4차 산업혁
명과 결부될 수 있고, 또 산업용 제품 등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의류산업에서도 끝없이 고부
가가치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기반이라면 그
실태와 향후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4) 베트남 의류산업의 수출대상국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일본(32%)과 독일(14%)이 1, 2위를 차지하고,
미국은 6위권 내에 들지도 못했으나, 2012년이 되면 미국이 1위로 올라서면서 수출점유율이 무려
53%에 달하게 된다(Bakken, 201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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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섬유의류산업의 고용 추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Ⅲ. 베트남 진출 의류기업 사례 분석
본고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주로 베트남에 진출한 의류업체들
을 현지조사하였다. 베트남 현지조사는 2016년 6월과 10월 두 차례, 하노이 인근과 호치민
인근에서 각각 2개 업체 방문을 통해 수행되었다. 매 기업마다 2～4명의 피면담자와 2～3
시간 정도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산현장을 견학한 후 인적자원관리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즉, 조사의 중점은 회사 및 사업의 개요, 생산관리 및 노동과정과
노동시간, 모집, 채용, 훈련, 평가, 승진, 보상, 기업 내 복지에 이르는 인적자원관리 전반,
그리고 사회감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와 노조 활동을 포함한 집단적 노사관계 항목들을
인터뷰하여 GPN 전개에 따른 고용량 변동과 고용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표 2> 의류업체 사업장 방문 일시와 피면담자
국가

회사

지역

방문일시

피면담자

A

호치민 인근(빈증)

2016. 10. 20

P법인장 외 2명

B

호치민 인근(빈증)

2016. 10. 20

Y과장 외 1명

C

하노이 인근(남딘)

2016. 6. 9

K전무 외 3명

D

하노이 인근(타이응위엔)

2016. 6. 6

Y상무 외 2명

A

서울

2016. 11. 18

Y본부장

베트남

한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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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질문에는 해당 기업의 GPN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내 본사와의 역할
분담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니트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A사에 대해서 본사 인사책임자를 2시간 동안 면담하였다.

1. A사 사례

(1) 본사 기능과 국내 고용구성
A사는 니트 분야 국내 최대의 의류 제조회사다. 1986년 설립 당시부터 국내에 공장 없
이, 협력업체의 봉제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자신의 공장은 미국령이어서 섬유 쿼터의 제
한을 받지 않는 사이판으로부터 출발하며, 이후 역시 미국 수출이 용이한 과테말라, 니카
라과 등의 중남미 지역,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의 두 축으로 생산을
전개해왔다. 이렇게 전 세계 10개국에서 41개 생산공장을 운영하여 하루 평균 생산량이

176만 장, 연간 매출액이 2015년 현재 16억 달러에 달한다. 아이티, 코스타리카, 캄보디아
를 포함하여 전 세계 공장의 종업원 수는 6만 명 정도다. 원사, 원단, 봉제에 이르는 수직
통합형 구조를 갖춘 토털 섬유의류 그룹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메이커들 거의
모두와 거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칭다오 공장은 2014년에 철수한 바 있다.

A사의 본사에는 2016년 현재 8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임원은 20명이다. 10개국
의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300명 정도인데, 이 중 본사에서 직접 파견된 근로자(주
재원)는 60명, 현지채용인은 240명 정도다. 그러나 주재원의 경우에도 해외법인에 발령이
나면 형식상 퇴직 처리를 하고, 대신 본사 복귀확인서를 발급한다. 2년의 임기(관리 업무
는 3년), 혹은 그 이상 일하고 돌아올 경우에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며,5) 퇴직금
측면에서도 전혀 손해가 없도록 배려한다. 현지채용인은 해당국 언어에 능통하거나 소요
가 되는 부문의 기능이 뛰어난 자로 선발한다. 파견근로자의 현지 수당 등으로 인해 현지
채용인보다 보상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그 격차는 거의 없어질 정도로 줄어들었
다. 해외 파견은 팀장급 1명, 시니어 1명, 사원 3년 차 이상의 주니어 사원 1명 등 3명이
한 팀이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해주는데, 이는 다른 경쟁사에 없는 이 회사의 고유한
전략이라고 한다.
다시 본사 정규직 870명으로 돌아오면, 영업 인력이 60%, R&D 15%, 구매 15%, 관리

5) 젊은 층은 주로 복귀를 원하고, 고연령, 고직급자는 현지 체류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대도시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거주 여건도 복귀 여부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한편 2～3년으
로 해외 근무 연한을 설정한 것은 너무 오래 해외에 머물 경우 기술과 패션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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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도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영업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이어와의 대응
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매출이 늘기 위해서는
영업 인력이 같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2001년 매출액이 1억 달러 정도였는
데, 2015년 매출액이 16억 달러로 늘어나는 동안, 영업 인력도 9배 정도 늘어났다.

OEM 수출의 경우 영업 인력이 하는 일은 바이어의 요구를 받아서 샘플이 오면, 혹은
샘플을 제작하면서 원가를 계산하여 가격을 제안하고, 바이어와의 협상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주문서인 PO(Purchase Order)장이 오면 원부자재 조달부터 생산과 납품에 이르
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장한다. ODM 수출의 경우는 샘플을 사전에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업무까지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부서 디자이너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숙련을 갖추어야 하는데, 처음 입사하여 받는 4주간의 집체교육
이외에 도제식 교육으로 2년 정도는 업무를 해보아야 혼자서 바이어에 대응할 수 있다.
의류 부문은 보통 4계절에 따라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2년, 8번 정도의 주기가
지나야 혼자서 원가계산과 생산 및 소재 부문과의 소통, 그리고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해 내는 능력은 입사
후 4년 차 혹은 대리급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
영업사원과 더불어 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바이어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개발업
무를 하는 디자이너들은 R&D 부서에 배속되어 있다. R&D 부서에는 디자인 팀 4개, 소재
개발팀 2개, 워싱 이노베이션 팀 1개 등이 존재하며, 모두 10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한다.
이들은 대부분 의상학과, 의류학과 출신들이며, 일부 석사들도 있지만, 급여에서 석사 학
력 우대는 없다. 또한, 해외의 유수한 의류 관련 대학을 졸업한 인력도 다수이며, 디자이너
들 중 10명은 뉴욕 오피스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담당 고객과 제품군에 따른 바이어도 거
의 정해져 있어서, 영업사원과 더불어 제품 개발과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영업사원과 디자이너가 뒷받침해줌으로써, 바이어에 능동적으로 대응6)할 수 있
는 기업은 의외로 많지 않다. 현재로서는 한국계, 대만계, 홍콩계, 인도계 기업들이 다수이
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는 생산 기능만 있지, 이러한 영업과 개발 능력이 매우 미흡하다
고 한다. 따라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개발과 생산의 분업이 형성되는
것이다.
여하튼 A사의 경우는 이러한 영업 및 개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니트 분야 국내업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사원의 육성이 도제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직
역량이 대단히 중요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렇지만, 주로 미국과 시차가 다른 데 따른
업무의 불규칙성, 업무량 과다, 업무의 복잡성 등 때문에 이직률은 연 15% 정도로 높은

6) 이러한 대응을 follow-up이라는 표현을 쓴다. 팔로우업은 좁게는 샘플 제작과 수정 작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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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결국 신입사원이 업무를 채 익히기도 전에 선임자가 이직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
하기 때문에, 경력직 채용도 다수 이루어진다. 경력직 역시 같은 수출 중심 의류업계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같은 메이저급이 아니면, 경력에서 6개월～1년 정도를 감하
여 급여가 책정된다.
한편, 영업사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소재 조달을 포함한 샘플 제작 및 수정, 즉
샘플 팔로우업인데, 단순하면서도 번잡스러운 일들이 많아 A사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140
명, 아르바이트생을 70명 정도 활용하고 있다. 알바생이 그야말로 방학 중, 혹은 휴학 중
샘플 우편발송 등 주변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비하여 파견근로자들은 전문대 의류학
과 출신들도 많다. 이들은 정규직 사원들을 도우면서 업무를 익혀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거나, 다른 중견 의류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
더라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인력과 트랙이 구분되기 때문에 임금수준도 80% 정도에 그친
다. 문제는 지난 수년간 바이어의 요구 내용이 복잡해지고 샘플수가 늘면서 70～80명 수
준에서 140명 정도까지 늘어났지만, 이러한 샘플 팔로우업 주변 업무가 베트남 등지로 이
전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이 인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경제적
업그레이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한국의 주변 인력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구조다. 한
편, A사는 샘플을 자체 제작하는 비율은 5%로서, 관련 인력은 15～20명에 불과하고, 95%
를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 성수동, 동대문, 최근에는 중국 이주노동자가 다수 거주하는 구
로동 지역에 샘플 제작을 맡기고 있는데, 수백만 장의 주문에 대한 샘플도 수백 장에 이르
기 때문에 그 코스트 절감도 절실하여, 향후 샘플 제작도 개도국 생산기지로 넘어갈 가능
성도 크다고 한다.

A사는 의류업계 선두주자답게 대졸 초임도 성과급을 합칠 경우 연 5천만 원에 이를 정
도로 임금수준이 높다. 그렇지만, 임금체계는 호간 차이가 연간 2% 정도인 호봉제를 유지
하고 있으며, 영업과 개발 등 직무 사이의 임금 차이도 없다. 더욱이 다른 경쟁사보다 직급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폭도 커서 최근 고직급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이
다. 경영진이 수익은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영업이익률은 경쟁심화로 한 자릿수로 하락하여 향
후 인력관리와 관련한 방침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면담자에 의하면 관리직 숫자
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업무를 합리화하며, 매출 증가에 긴요한 영업과 개발 중심의 인력
운영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바이어들은 아시아지역에서 서울과 홍콩 등에 영업 기지를 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호치민 등 동남아에서 직접 조달과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에 따라 A사도 영업
과 개발 기능에서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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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사업장 사례
A사는 베트남에 6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필자가 방문한 호치민시에 인접한 빈증
공장은 2005년 설립된 최초의 진출 기지다. 니트 제품의 봉제 업무가 주요 미션이며, 한국
계 협력업체 5개사에 외주도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생산 봉제라인은 104개이며, 협력업체
라인은 물량에 따라 100～150개 정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총원은 7,100명 정도인데, 그 중 비베트남인은 60명가량으로서, 한국인 파견 주재원 32
명, 현지채용인 10명, 필리핀인 10명, 조선족 7명 등이다. 필리핀인과 조선족은 A사의 해
외진출 초창기에 사이판 공장에서 근무했던 자들로서 기능수준이 높기 때문에 QA(Quality

Assurance)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
현지인 7,000명 가운데 사무직은 100여 명에 불과하고, 현장직은 6,900명으로서 철저하
게 생산기능에 국한된 공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무직 중 남자의 비중 10%, 현장직
중 15%로서 여성 인력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현장에서 남성은 재단이나 창고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여성들은 대부분 미싱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직률은 높은 편이어서 월

3.5% 정도이며, 따라서 평균 근속연수는 3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정규직이더라도 1년 +
1년 계약을 체결하며, 세 번째 계약하면 종신계약을 하는 셈인데, 현재 종신계약자 비율은
60～70% 정도다.
A사는 생산효율화를 위하여 린 생산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산현장 곳곳에서 낭비
제거를 위한 개선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원단이 들어오면 창고에서 소재 검사가
이루어지며, 오더에 따라 해당 소재가 투입되면 우선 원단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방단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후 재단 업무에 들어가는데, 최근 도입된 독일제 자동재단기가 컴퓨
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천을 모양대로 잘라준다. 여러 겹의 원단을 차질 없이, 끝처리를 말
끔하게 하면서 잘라내기 위하여 밑에서 에어를 불어주게 된다. 이러한 자동재단기의 투입
에 따라 인력을 15% 절감하고 품질수준도 제고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정리된 옷감이 투입된 후 봉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검사, 다림질, 다시 검사와
태그 붙이기, 최종 검사,7) 바이어 검사 후 출하 등의 과정을 거친다. 재단부터 검사까지의
전 공정은 라인당 60～65명 정도가 투입되어 일을 하며, 그 중 봉제 업무는 32명이 맡고
있다. 미싱은 16명씩 2열로 배치되어 있다.
직접생산 공장의 근무시간은 07:30～16:30분이며, 잔업이 이루어질 경우 20시까지 3시
간 반을 수행하고, 이때 저녁식사 시간도 유급으로 쳐준다. 만약 18:00시에 퇴근하면 저녁
7) 최종 검사 중 한 가지는 작업 중 혹시 바늘이 부러져서 들어가지 않았나를 검사하는 바늘검침기 공정
이다. 아동복의 경우 이러한 금속 성분이 발견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바이어는 바늘검침
기를 일제를 쓰도록 요구하는 등 때로 기계와 장비를 지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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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없이 1시간 반을 잔업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3.5시간 잔업은 일주일에 이틀, 1.5시간
잔업은 일주일에 3일을 실시하여 일주일에 총 11.5시간의 잔업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이
다. 이럴 경우 베트남 노동법에서 정한 월 30시간 잔업 규정은 지킬 수 없지만, 바이어들
의 오디트 기준은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A사 빈증 공장의 임금수준은 총 850만 동(한화 약 42.5만 원) 정도이다. 미싱 경험이
없는 비기능공은 최저임금 수준인 375만 동을 받으며, 미싱사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수당을

7% 더 받지만, 이들의 임금은 경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총임금의 30% 정도
가 잔업수당이라고 하며, 그밖에 주택수당, 교통수당, 기술수당 등 제 수당이 60～65만 동,
설날 상여 100%, 기타 만근수당 등이다. 이러한 생산직 평균임금에 비해 대졸초임은 약

600만 동 정도로서 이보다 적은 편이다.
베트남은 물가상승률도 높고, 중국과 비슷하게 임금인상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14.5%, 7.5%(2017년 1월부터 적용)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욱
이 베트남 정부는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금테이블을 갖출 것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기업들도 호봉테이블을 갖고 있으며, 1호봉 상승에 따라 5% 임
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다만, 비기능공은 이 호봉테이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싱사와 QA, QC 업무 간에 임금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생산라인별로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회사는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회사 설립 때부터 노조를 결성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
장은 총무팀장이다. 노조위원은 10～12명을 두고 있으며, 노조비는 회사가 2%, 개인이 1
만 동을 내는 방식이다. 빈증성 송탄공단노조 산하로 편재되어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는
친목 도모와 각종 복리활동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노조와 무관하게 2005～12년까지 거의 매년 파업이 발생한 바 있
다. 이는 주로 공단 내의 연쇄파업 형태를 취했는데, 임금 비교가 주요한 이슈였다. 즉 옆
의 사업장보다 낮은 임금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며, 결국 사용자들 사이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이제 업체 간 임금차이는 거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협의에 공단
내 중국계, 홍콩계 기업들도 참여함으로써 임금과 관련한 쟁점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과거 빈발하던 파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던 식사의 질도 이 지역 기업들이 전반적
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게 되었다. 더욱이 빈증 지역의 최저임금이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조정되면서 빠른 임금상승을 견디지 못한 로컬 기업 등이 공단을
떠나면서 인력난은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파업 건수를 크게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A사 역시 2012년 이후에는 파업을 겪고 있지 않다. 다만, 과거에도 파업
이 일어나더라도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며, 공단 내 상급노조와 경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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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입하여 쉽게 타결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하튼 고용관계를 불안
정하게 만드는 파업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생산 활동 역시 안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임금수준과 식사의 질 등 근로조건은 물론 환경, 안전문제 등과 관련한 바이어들의 오디
트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최근에는 ILO의 인증을 받은 Better Work Vietnam이라
는 프로그램의 레포트를 바이어들이 인정하는 경향이며, 신규 바이어들은 직접 오디트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CSR 업무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1명 있으며, 컴
퓨터에 입력된 내용을 바이어가 보고 일상적인 점검을 하는데, 필요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체로 주문이 몰릴 때 잔업시간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 관대한 편이
라고 하며, 최근의 주요 이슈는 화재 시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많다고
한다.

A사 빈증 공장에서는 주요 30여 개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원단은 중국
50～60%, 한국 20～30%, 인도네시아 10%, 베트남 10%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부자
재의 조달 결정은 주로 본사에서 이루어지지만, 최근 본사 통제 하에서 단위 공장이 자체
적으로 주문하는 발주량도 늘어나서, 역시 본사 기능의 현지 이전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2. B사 사례
B사 역시 니트 분야의 세계적인 수출업체다. 1992년 창립되어 사이판 공장을 운영하다
가 철수하고,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에 진출하여 공장
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베트남에 7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을 합쳐서 베트남 내
매출액이 2015년 4억 7,300만 달러로 전체 매출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매출
액은 2위 인도네시아나 3위 캄보디아의 두 배 정도의 수치다.
이렇게 주로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하여 미국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문
은 한국 본사가 받아서 각 생산 공장에 배분한다. 본사 인력은 약 920명이며, 전 세계 종업
원 수는 39,000명 정도다. 그 중 베트남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2002년에 준공한 빈증 공장
에는 4,9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은 12명, 현지채용 한국인은 27명
이며, 조선족이 12명 근무 중이다.
필자가 방문했던 빈증 공장 내 1공장에는 13개 생산라인이 있는데, 1 라인당 작업자 수
는 59명, 그 중에서 봉제 인력은 35명으로서, 앞서 A사보다 약간 적은 편이다. 이 공장의
다림질 공정은 남성을 주로 활용하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여성 인력의 비중이 89%로 매
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 회사가 한국에서 작업장 혁신의 전도사로
통했던 M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각종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는 점이다.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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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dizing Excellent)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혁신 활동은 그 이전의 생산자 중심의
마인드를 내부와 외부 고객 위주 관점으로 바꾸고, 그에 따라 리드타임을 60일로 단축하
고, 각종 품질활동을 강화하였다. 외주를 통한 완성품 생산은 없으며, 프린트, 자수, 워싱,
봉제 등 특정 공정을 맡고 있는 협력사가 20여 개 존재한다.8)
이 회사는 또한 철저한 CSR 활동으로 유명하다. CSR 담당 부사장이 엄격하게 컴플라
언스 여부를 점검하며, 따라서 공장별로 CSR 담당자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다. 이 회사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준수 여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노동시간에 대한 것이다. 이
회사는 한 번 잔업을 하게 되면 유급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3.75시간을 근무하며, 이러
한 잔업을 일주일에 두 번 실시한다. 결국 7.5시간씩 4주를 잔업하게 되면 30시간으로서,
베트남 노동법의 제한 내에서 잔업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바이어와의 협의 하에

40～60시간의 잔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과 다른 행태다. 다만, 이 기업에서도 주
문이 워낙 밀리게 되면, 바이어와의 협의에 의하여 주당 3회 잔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있다
고 한다.
그밖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고 있는데, 오랜 바이어들과의 관계 하에
서 A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Better Work Vietnam 조건을 충족하는 리포트를 제출한다. 베
터워크 베트남에서는 1년에 4회 직접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파업 흐름 속에서 이 회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2년 전에 파
업, 1년 전에는 태업을 경험한 바 있다. 사업체 간 임금차이가 파업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
에 역시 빈증 지역에서 업체 간 임금을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수습기간을 지나 연차가 올라가도 주변적인 업무에 머물러
있다면 숙련공의 타이틀은 형식적일 뿐이다. 실제로는 내외부의 경력을 인정받아 절단 분
야든, 아니면 봉제나 완성, 정비든 리더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 직무로 규정받는
한 임금상승은 제한된다. 또 경력사원 채용이 많고, 이직이 빈번하기 때문에 입사 당시 봉
제의 경우 미싱 업무 테스트 등을 통하여 기능에 적합한 호봉을 부여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기본급 체계가 송탄공단 내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근의 의류업체들은 다년간의 파업을 거치면서 자잘한 수당들도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아예 수당체계도 통일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통근수당,
만근수당, 주택수당 등이 업체마다 거의 통일되어 있고, 그 합계는 모두 64만 동(한화 3만

2천 원 정도)을 지급한다.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정(coordination)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8) 그 중 베트남 업체는 아직은 2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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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빈증 지역 송콩 공업단지 기본급 체계(호봉테이블)
(단위 : 베트남 동)

주: 봉제, 완성보조와 다림질, 접기 등의 경우 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포개져 보임.
자료: B사 내부 자료
<표 3> 빈증 지역 송탄공단의 의류업체 공통 수당표
수당명

수당 금액

통근 수당 만근 수당 위해 수당 주택 수당 교통비보조

200,000

110,000

80,000

200,000

50,000

근속 수당

육아
보조급

합계

15,000
(6개월 이상)

15,000

640,000

자료: B사 내부 자료

B사에는 일찌감치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며, 노조 위원 7～8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달 1회 자체회의를 개최하며, 1년에 네 차례 경영진과 정기적인 노사 간 대화를 진행한
다. 임금인상과 같은 주요한 사항은 노조 대표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이
밖에 식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 간부와 CSR 담당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Food

Committee를 가동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모성보호법제가 강한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
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직 등에서도 준법경영은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7개월
이상 임산부 125명과 12개월 미만 자녀 양육자 253명, 합계 378명은 유급으로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답게 양호한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며, CSR 활동에 대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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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하다. 다른 공장들과 달리 전원 유니폼을 깔끔하게 입고 있는 등 근로환경과 질서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생산 공장의 안정적 운영 속에서 점점 샘플 제작을 현지
공장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여, 역시 멀지 않은 시점에 본사 주변 인력부터 고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 C사 사례
C사는 우븐 분야 국내 1위 생산업체로서 니트 분야 1위인 A사와 비슷한 대략 2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1974년 설립되어 A사보다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특히

1980년 일찌감치 방글라데시에 현지생산 공장을 지어 국제화를 시작하였다. 원사, 원단,
봉제에 이르는 수직통합적 생산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 메이커에 OEM(90%),

ODM(10%)으로 제품을 수출한다. 아울러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시장에 자기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여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는 과거 경기도 성남에 모공장을 갖고 있었으나, 1998년 폐쇄하고 물류센터로 전
환하였다. 이렇듯 생산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샘플 제작 인원도 10～15명에 불과하고, 대
부분 외주처리하거나 해외공장에서 샘플도 제작한다. 베트남 사업의 경우 대부분 베트남
현지에서 샘플을 제작한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부터 해외로 진출하였는데, 1세대 국내공장 시대, 2세대
방글라데시 개척 시대, 3세대 중국 개척 시대를 거쳐 현재 4세대 베트남 개척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글라데시 공장의 규모가 훨씬 커서 고용규모가 55,000명에
달한다.
베트남에는 필자가 방문한 주력 남딘 공장 이외에 흥옌과 박장에도 새로운 공장들이 들
어섰는데, 이들의 고용을 모두 합치면 12,000명 정도로서, 아직 방글라데시 사업 규모에
비하면 한참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물량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서, 향후 베트남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에는 2003년 남딘에 공장을 지으면서 진출하였고, 2005년 초부터 생산을 개시하
였다. 남딘 공장에 약 8,000명, 흥옌 공장에 2,200명, 박장 공장에 1,500명 정도가 일하고
있으며, 주재원은 각각 10명, 2명, 2명, 그리고 법인장까지 15명에 불과하다. C사는 방대한
방글라데시 사업에서도 주재원이 5명에 불과할 정도로 현지화에 철저한 편이다.
흥미로운 것은 C사의 경우 사무전문직의 숫자도 400여 명으로 적지 않으며, 그 중 절반
인 200여 명이 개발 업무를, 나머지 절반이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다. C사는 공
장을 시작하기 전부터 샘플실을 먼저 운영하고, 개발 인력부터 채용한 바 있다. 따라서 샘
플 제작도 베트남 현지에서 다수 이루어지며, 2016년에는 40여 개 바이어에게 능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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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하여 R&D 센터(Textile Library)도 설립하여, 개발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발 업무를 위하여 과학기술대학의 의류학과 출신들을 인턴으로 6주간 근무하도
록 하면서, 그 중 우수자를 리쿠르팅한다. 한편 협력사는 베트남계가 8개, 한국계가 2개로
서 많은 편은 아니다.

C사가 베트남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첫째, 방글라데시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각종 리스
크에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인건비 수준
이 낮다. 현재는 1인당 인건비가 200 달러를 훌쩍 넘어섰지만, 2003년 생산 개시 당시의
임금수준은 50달러에 불과하였다. 셋째, 토지 이용 등에서 지역 정부의 인센티브가 다양하
게 주어졌다. 한편, 베트남 내에서도 남딘에 이어 흥옌과 박장으로 확장한 이유도 지역간
포트폴리오를 통한 인력난 해소 때문이라고 한다.
남딘 공장은 한때(2007년) 인력 수가 12,000명에 달하였으나, 인력난 등에 대응하여 생
산성을 높여 대응하면서 비슷한 생산량에 현재는 8,000명보다 약간 적은 고용을 나타내고
있다. 공장 전체가 15개 소공장으로 구성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 중에서 1～10번 공장
은 봉제 공정 위주이고, 13번은 워싱 공정, 기타 원단 제작 공정도 있으며, 패딩생산 공장
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난, 채용난을 겪어 왔는데, 이는 인근에 한국계 기업들은 물
론, 대만계, 싱가폴계, 홍콩계 기업들도 다수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C사는 이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동화와 생산혁신 활동을 추진해왔는데, 방글라데시
공장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혁신기법이 부단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린 생산방식의 도입과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C사 베트남 공장에는 방글라데시인이 테
크니션과 중간관리자로서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초기 60명 정도에서 점차 줄어든
결과인데, 여하튼 글로벌 기업으로서 3국인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 숙련공 공급이 끊긴 국내의 사정을 반영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1개의 소공장(160×48미터) 내에는 30개 라인이 돌아가고 있으며, 작업자 수는 보통
700～800명 정도다. C사는 최근 니트 분야로의 생산비중 확대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는
데, 이에 따라 남딘 공장에는 니트 품목 생산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9공
장에서는 119개 생산 모듈이 각각 6～7명 작업자로 이루어져 니트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
다. 우븐 생산의 경우는 22명이 한 개의 라인을 구성하고 라인장의 통제 하에 작업이 이루
어진다. 라인 생산과 모듈 생산을 구분하는 것은 품목의 차이만은 아니고, 단위당 가치

(Standard Minute Value)가 높은 경우는 라인 생산을 통하여 생산 속도를 높이 설정하고,
단위당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모듈 생산으로 배정한다. 전체 현장인력 7,600여
명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80%를 차지하는데, 직접 봉제 인력의 비중을 75% 내외로 유지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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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인력을 포함하여 전체 현장 인력의 숙련 수준을 A, B, C급으로 나누어 기본급을
차등 지급한다. 남딘 지역의 최저임금은 310만 동인데, 베트남 노동법에서 봉제 인력에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은 350만 동(약 17만 5천 원)이며, 3주
트레이닝 이후 작업에 투입된 C급에게는 이 금액이 지급된다. 이후 숙련수준이 제고되어

B급이 되면 400만 동, A급이 되면 450만 동이 주어진다. 현재 숙련별 인력 구성은 A급
20%, B급 60%, C급 20% 정도다. 이렇듯 숙련수준에 따라 기본급의 차이를 두며, 직무수
당은 없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급여가 주어지는데 생산보너스 40만 동,9) 만근수당 20만
동, 통근수당 20만 동, 잔업수당 70～80만 동, 설날 상여 100% 등이다. 결국 통상임금은

500～600만동 정도다.
잔업수당은 월 40시간 정도로 계산된 것인데, 바이어의 승인 하에 월 50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을 관행상 상한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장 근무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
에 출근시간을 07시와 07시 30분으로 이원화하는 등 출퇴근시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점심
도 3조로 나누어 먹는다. 한편 주간만 근무하는 봉제 공장과 달리 직물 공장은 24시간 가
동하기 위하여 2조 맞교대를 실시한다.
보상과 관련하여 C사의 최대 이슈는 주변 업체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개수임금제

(piece rate) 도입 여부이다. 개수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C사와 같이 품질을 중시하고 복잡한 옷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불량이 많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방글라데시, 중국은 물론 남미 공장에서도 모두 월급제를 실시해온 C사로
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주변 기업들이 개수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우수인력
을 빼가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노사 간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장시간노동으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 아직까지 C사의 이직률은 월 2.5%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
만, 이러한 임금체계 차이로 인한 인력 손실을 두려워한다.
임금수준은 2016년 1월부터 14%를 인상하여 적용하였으며, 2015년에는 남딘 지역이
최저임금 3급지에서 2급지로 상향조정된 영향도 있어서 24%나 인상된 바 있다. 이렇듯
임금수준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수체계와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C사의 경우도 바이어들의 각종 감사(audit)를 받는데, 사회 감사(social audit)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는 현지인 HR 매니저의 책임이다. 인터뷰 결과 그 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C사의 경영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시
스템화 되어 있고, 또 회사 방침 자체가 컴플라이언스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오디트를 나

9) 생산라인마다 목표를 정하여 그것을 달성할 경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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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바이어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오게 되며,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 6개월에 한 번
올 수도 있다. 한 번 오디트를 나오면 2～3일 정도 머물면서 자료 검토 이외에 직접 근로
자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는 노동시간이나 아동노동 등보다는 안전, 환경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한다.

C사는 현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결성하고 있는데, 노조 위원은 15명, 대의원
이 200명에 달한다. 노조위원장이 아닌 다른 간부들 2명이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
다. 주로 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거 파업
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베트남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노조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
웃 사업장과의 임금비교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인근에 한국계 업체 20여개
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규모의 차이들이 커서 임금수준의 조정은 쉽지 않다고 한다.

4. D사 사례
한국에서 1973년 창립된 D사는 니트류 분야의 강자로서,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탄탄한
내수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다. 1991년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스웨터류를 생산하는 등
일찌감치 국제화에 나선 바 있다. 베트남에는 2002년 빈푹성에 진출하였으며, 2009년 타
이응위엔성에 필자가 방문한 제2법인(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룹 전체 매출이 4억 5천만 달
러 정도인데, 그 중 베트남 1공장이 1억 달러, 2공장이 9천5백만 달러를 생산하는 등 베트
남 사업의 중요성이 크다. 2공장 매출의 98%는 미국 수출에 의하여 발생하며, 60%는

OEM, 40%는 ODM 수출인데, ODM이 OEM에 비해 특별히 마진이 많이 높은 것은 아니
라고 한다.
베트남에 입지한 이유로서 피면담자는 첫 번째로 풍부한 인력을 들었으며, 특히 삼성전
자 2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산업 기반이 거의 없었던 이 지역으로 들어온 이유는 인구가
많아서라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로는 이 인력들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 셋째, 공항과 항
구 등에 대한 근접성이 좋아 물류가 양호하다는 점, 넷째, 지역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를
입지 요인으로 꼽았다.

D사의 타이응위엔성 송콕 공장에는 55개 생산라인이 가동 중이며, 외주 라인은 15개이
다. 55개 라인 중 니트 라인이 50개이며, 우븐 분야로 진출하기 위하여 5개 라인을 2015년

4월부터 운영 중이기도 하다.
월 2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송콕 공장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모두 4,500명 정도다.
초기에는 6,000여 명으로 운영하였는데, 숙련수준이 미달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아, 인원
을 줄이면서 정예화했다. 아울러 린 생산방식의 도입과 개발 등 생산 공정의 합리화에 노
력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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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생산라인을 견학하면서 린 생산방식을 적용하고, 작은 개선을 이룬 많은 사례들
을 설명들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싱 작업할 때 끝이 말리면 불필요한 동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에어를 쏴줌으로써 자동으로 펴지도록 하였다. 또한, 실밥을 뜯는 가위를 미싱 테
이블에 아무데나 놓아두면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을 달아서 자동으로
제 위치로 오도록 동작 분석을 한 사례 등도 있다. 아울러 잘 안 보이는 구석은 밑에서
빛을 쏴서 작업하도록 하는데, 그 불빛 때문에 작업공간이 점점 뜨거워지므로, 최근 이를

LED 전구로 바꾸었다. 기타 안돈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린 생산방식의 원리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서울 본사에 린 혁신 팀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1개 라인은 보통 6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그 중 절단과 완성 사이에 있는 봉제라인에는
32대의 미싱이 2열로 배치되어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봉제 인력은 35명이다. 미싱과 미싱
사이의 거리도 작업장 혁신을 위한 다년간의 강구 끝에 1.2미터에서 90센티로 줄였으며,
이에 따라 재공품 재고의 흐름을 효율화할 수 있었다. 그밖에 고성능 미싱을 투입하고 자
동재단기도 도입하는 등 기계화를 통한 대응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입고 시 원
단을 철저히 테스트하고 그 기록을 Document Room에 보관함으로써 5년이 지나도 바이어
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아울러 Machine Map을 공무팀 내에 붙여놓아, 미싱들의 보
전 상태를 한 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재원 10명과 현지채용 한국인 8명, 필리핀인 기술자 9명 등과 함께 근무하는 베트남
인은 모두 4,500명 정도다. 이 중 현장 직접생산인원이 4,200명이며, 현장 내 간접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100명을 포함하면 90% 이상이 제조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무직원 200여 명은 품질관리와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생산인력의 평균연령은 20세 정도로 매우 젊은 편이었지만, 인근에 삼성전자 제2공장이
들어서면서 인력을 빼앗겨 2016년 현재 29세 정도로 높아졌다. 이직률은 월 1% 정도로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주로 재단과 완성 분야에서 그만두고, 봉제 인력은 상대적으로 직
장 내 안착성이 높다. 피면담자는 오버로크와 삼봉을 포함한 3종류의 미싱 기계를 모두
다룰 수 있는 A급 기능 인력이 35～40%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인
력의 유동성이 높아, 전체적으로 평균 근속은 2～3년에 불과하다.

D사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최저임금 3급지로서 120달러 내외이다. 이 회사는 이보다
높은 160달러를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을 다 합치면 월 290달러 정도로
다른 회사들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본급은 호봉테이블에 의하여 결정되며, 잔업수당은 150%의 임금률을 적용받는데, 월
평균 잔업시간은 60시간 정도다. 이는 베트남 노동법의 한도를 넘는 것이지만, 바이어들의
오디트에서는 통과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밖에 만근수당, 통근수당 등 여러 수당이 있었
는데, 최근에 이를 생산인센티브로 통합하여 주당 50만 동을 지급하고, 생산량 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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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이상을 달성하면 60만 동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기능수당을 10～40만 동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의 인센티브 기능이 다른 회사들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D사 역시 바이어들의 사회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불시 점검을
나와 11개 항목에 걸친 평가를 진행한다고 한다. 근로조건 감사에서 특별히 문제될 소지
는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성보호 조항을 잘 지키고 있어서 임신 및 출산
등에 따라 유급 1시간 모유수유시간 등을 배려 받는 인원이 300명에 달한다. 정규직은 첫
번째 1년 계약 이후 두 번째 1～3년을 맺으며, 파견공은 쓰고 있지 않다.

D사는 현지법에 맞추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지역 공단노
조 산하에 편재되어 있다. 노조 위원은 8명이지만 전임자는 없고, 사무실도 제공하고 있
지는 않다. 노조비는 회사가 2만 동, 개인이 1만 동을 내는데, 개인들은 자발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률(조직률)은 초기 20～30% 수준에서 점차 높아져 2016년 현재 70%
라고 하였다. 한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 등 많은 CSR 활동을 하였으나, 역시 삼성전자가 진출한 이후 규모와 방식에
차이가 많아서 빛이 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본고의 사례 대상인 A, B, C 기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근로조건이 다소 미진하지만, 나름대로 대기업으로서 양호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사의 기능과 베트남 현지
의 생산기능은 명확히 구분되지만, 바이어들의 요구에 의하여 샘플 제작 업무 등이 점차
베트남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영업 기능도 강화되어 MD

(Merchandizing) 업무 인원이 최근 3년간 30% 이상 증가하였다. 즉, 미국쪽 바이어와 직접
연락하는 업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피면담자는 5년 후 정도면 베트남에서 바로
디자인과 개발도 수행해야 할지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그것은 베트남 인력들의 숙련
과 디자인 수준의 발전 속도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여하튼 디자인과 영
업 측면에서 국내 고용이 항상 안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Ⅳ. 비교와 토론
이상으로 섬유의류산업 중 주로 미국 등 선진국 big buyer들의 주문을 받아 베트남에서
대량생산하여 이들 나라로 OEM 수출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류산
업에서 동아시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그에 따른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았다.

[그림 3]은 베트남 현지 공장은 물론 본사 인터뷰까지 이루어진 A사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다른 3개 기업과 본질에서 차이는 거의 없다. 거대 시장을 배경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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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류산업 국제분업구조와 일자리

이어가 글로벌 가치사슬을 지배하며, 이들은 때때로 생산에 필요한 소재는 물론 기계와
장비까지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주문을 받아내고, 때로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배타적인 주문을 끌어내는 영업사원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본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디자이너들이 영업사원과 처음부터
함께 개발과 샘플 제작, 승인 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들 영업과 개발, 디자인을 중심으로 본사 기능이 이루어지며, 결국 본사의 직종 구성
은 철저히 영업사원과 디자이너, 관리 인력 중심이다. 다만, 샘플 제작 업무는 C사의 경우
베트남에 대부분을 맡기고 있으며, A사의 경우는 영업사원과 디자이너가 주도하고 파견과
알바 등 주변 인력이 이를 도와주면서 동대문이나 성수동 등에 외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
었다. 그런데, A사의 경우도 점차 이러한 샘플 팔로우업 업무를 베트남으로 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존에 남아있는 본사 업무 중 주변 업무부터 개도국으로 이전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접생산 기능은 개도국으로 이전되는데, 의류 쿼터 혹은 관세, 비관세 장벽 등 관련된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중남미와 동남아로 지역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베트남의 경우 원부자재를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샘플 제작 업무와 마찬가지로 조달 업무도 점차 현지로 이관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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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시 본사 업무 영역의 축소를 예상케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라 봉제 인력에 대한 고용은 <표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수천 명씩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베트남에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많아서 다른 공장들까지 포함하여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남미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현지인을 고용하
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글로벌 고용규모는 10만 명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기업의 본사 고용은 천 명을 넘기지 않는다. A사와 같이 파견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이 별도로 카운트되고 있다고 쳐도 수백 명이 더해질 뿐이다. 결국 저임금
의 노동집약적 생산 공정은 개도국에 치중하고, 국내는 디자인과 개발, 영업, 관리에 주력
하고 있는 분업구조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A사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사무관리전문직의
숫자가 해외사업 확대에 따라 지난 16여 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가 보여주고 있듯이 현지고용은 생산직 중심이며, 개발과 영업, 관리는 소수의
사무직과 한국인 주재원들에 의하여 주도된다. 그런데, 베트남 공장에서도 인력은 무조건
대량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B, C, D 기업에서 지난 수년간 다소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
다. 그것은 한편으로 빠른 임금상승 속에서 인력난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임금상승에 대응하여 자동화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개 기업 모두 린 생산방식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베트남 내 한국계 의류기업에
서는 Humphrey & Schmitz(2002)가 말하는 공정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현지에서는 나름대로의 경제적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봉제 공정의 린 생산방식
도입 이외에도 와싱10) 공정의 혁신, 그리고 샘플 제작 확대, 소재와 기계 등의 철저한 이
력 관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
이 한국인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 중심, 그리고 일부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등 제3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 의류업체 고용 현황
회사

본사 고용

조사대상 공장 고용

생산직

주재원

전 세계 고용

A

870

7,100

6,900

42

60,000

B

920

4,900

4,750

39

39,000

C

472

8,000

7,600

10

80,000

D

631

4,500

4,300

18

n.a.

10) 1차 생산된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무늬를 넣는 염색 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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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인력 중 남성은 주로 재단과 포장, 다림질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봉제는 대부분 여성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생산직의 고용은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
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해 4개 기업은 모두 바이어의 사회감사(social audit)를 염두에
둔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R 책임자가 이 업무를
담당하거나, 아예 전담자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은 환경 및 안전문제와 근로
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결국 적어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의 경우는 노동과 관련하여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바이어들의 요구 수준
이 까다롭지 않는 등의 느슨한 제약 속에서 월 30시간이라는 베트남 노동법의 잔업시간
한계를 흔히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어서 CSR 활동에 가장 철저한 B사의 경우는 거의 30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베트남에서 규제가 강한 모성보호 등에서도 4개 대기업은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일
단은 준법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에 대해서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서고, 특히 처음 입사한 미숙련공 이외에는 대부분 미싱을 다루는 숙련수준에 따라 시장
임금을 받기 때문에 적정한 임금수준이 확보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적정한 임금수준을 업계가 공통으로 마련하고 적용하기까지는 지난 10여 년간
숱한 파업을 거쳐야 했었다. 베트남 노조는 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파업 등의
단체행동에 적극적이지 않으나, 흔히 파업은 인근 기업과의 임금비교 속에서 거의 자발적
이고 우연적으로 발생해 왔다. 결국 A, B사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역 내에서 통일된 기본
급 표와 수당 수준에 합의하면서 파업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임금체계와 수당 내역까지 합의한 호치민시 인근 빈증 지역 사례와는 달리 남딘 지역에
입지한 C사의 경우는 주변의 개수임금제와 구분되는 월급제를 실시하면서 인력이동 억제
와 관련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수임금제를 받아들
일 수 없는 기업의 입장은 개수임금제로 인한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노동시장의 힘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여하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한국계 대기업들의 전략과 국제시민단체의
압력을 받고 있는 바이어들의 감사에 기반 하여 4개 사례 대기업들은 물론 그들의 중소
협력업체들까지 근로조건의 준수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다만, 한국의 경영스타일이 밀어붙이기식과 신속성, 유연성, 임기응변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때로 당혹스럽거나, 자존심이 상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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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외투자에 따른 일자리의 양과 질 변화 요인

한편 이러한 의류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개 속에서 A사의 경우 국내 고용이 늘
어나는 등 영업과 개발 업무, 그리고 주재원 풀의 형성만으로도 고용증가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A사의 고용증가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GPN의
확장에 따른 국내 고용증가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트럼프 당선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변화가 GPN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은 모두 불확실하다.
이상의 내용을 이론적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이론에서 노동 및
고용과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았는데, 본고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의 양과 질이
투자본국과 투자대상국에서 각각 어떤 논리와 정책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투자
와 생산네트워크를 통하여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일정하게 조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림 4]와 같이 요약될 수 있는데, 각 주체들과 제도,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더욱이 투자대상국의 일자리의
양과 질은 상충(trade off)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치사슬 내 국제 분업을 매개
로 투자본국과 투자대상국의 직종 구성이 변화하면서 일자리의 질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그림은 시사해주고 있다. 향후 이러한 이해의 틀이 다른 업종으로 확대 적용가
능한지와 같은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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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고는 의류산업을 소재로 하여 GPN의 특성과 변화가 일자리의 양과 질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흔치 않은 연구이다. 본고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1) 투자본국의
일자리의 양은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수주 확대)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때 개발
및 디자인 인력과 더불어 영업 인력의 숙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국의 가치사슬 내 영역 확장에 따라 투자본국에서는 기술과 숙련 함량
이 낮은 직종부터 일자리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 3) 국제경제 환경과 무역규범
등의 변화에 따라 베트남과 같이 새로운 투자대상국이 부상할 수 있으며, 이들의 고용량은
투자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게 되지만, 경제적 고도화의 일환인 생산부문의 혁신에 따라
증가율은 정체될 수 있다는 점, 4) 투자대상국의 일자리의 질은 국제시민단체나 국제기구
의 감시 혹은 견제를 받고 있는 바이어들과 납품업체들의 컴플라이언스 노력에 따라 제고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새로이 조명되거나 재확인되었다.
다만, 의류산업 4개 대기업 사례만으로는 역시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특히 개도국에서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
어지지 못한 것은 결정적 한계라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국계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GPN에 따른 경제적 고도화와 사회적 고도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를 통하여 우리는 투자대상국은 물론 투자본국의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있어서 숙련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경쟁력이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게
되며, 무역규범의 변화와 사회감사의 확산 속에서 개도국에서 경제적 고도화와 사회적 고
도화를 함께 추구하여 가치사슬 전반의 건강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
점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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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 Production Network and Jobs
- Focusing on the cases of Korean Apparel Companies in Vietnam
Seong-Jae Cho*
11)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labor and employment in
Vietnam’s apparel industry where Korean firms have made huge investment. Strategies
across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deployed by Korean headquarters affect not only
local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lations, but also quantity and quality of jobs at home
country. The author investigated four clothing companies whose Korean headquarters
usually receive orders from U.S. buyers and perform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
planning,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and production to delivery of goods under the
cooperation of sales personnel and designers. The actual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mainly in Vietnam, resulting in thousands of jobs created there. Also, as the sampling
and purchasing functions moved gradually to Vietnam, some peripheral jobs in Korea
began to be eliminated and the possibility of industrial sophistication of Vietnam’s apparel
sector started to receive serious attention.
The employment relations within Korean firms operating in Vietnam seem to have
improved during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monitoring of major buyers. However,
since this analysis covers only large firms, it is not clear wheth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ve also witnessed such improvements in employment relation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jobs at home and host country
simultaneously, it is suggested that competitiveness and soundness of the whole value
chain should be sustained.
Keywords : Global Production Network, Vietnam, Apparel Industry,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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