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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해외공장 폐쇄와 윤리적 의사결정:
한국GM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영면1)

본 논문은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불거진 한국GM의 철수에
대한 논란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GM은 2018년 초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하면서, 부평
공장을 비롯한 국내 공장과 연구시설 폐쇄를 언급하고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는 10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설비를 유지한
다는 조건으로 약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추가적인 공장폐쇄는 국가경제에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수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 한국GM은 부평공장에 속해있던 R&D 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자,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도 자동차 생산공장의
폐쇄 수순을 밟는다고 우려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산업은행의 가처분 신
청이 기각되고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되면서 사회적 이슈에서는 사라지게 되었으나, 향
후 한국GM이 우리 정부와 약속한 사업내용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들
을 들면서 조만간 한국에서의 철수를 시도할 것인가는 알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GM
의 글로벌 전략과 미래 전략 그리고 과거 다른 국가들에서의 의사결정 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유지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검토 내용의 핵
심은 글로벌 기업의 해외 생산 공장의 폐쇄 결정을 기업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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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1937년에 세워진 ‘신진공업사’를 뿌리로 한 ‘대우자동차’는 1980년대 들어서 독자모델 개
발을 추진하고, 해외진출에도 힘을 기울여서 동부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완성차 조립공
장을 지었다.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등 3개 모델을 동시에 개발하는 등 성장가도를 달렸
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결국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General Motors(GM)
에 넘어갔다.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던 한국GM은 2018년 초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다. 국가경제가 쉽지 않았던 정부는 8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GM과 최소한 10
년은 한국에 생산공장을 유지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배경을 보면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GM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고, 이후 철저히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여러 요인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지만, 글로벌 기업인 GM은 해외 생산공장인 한국GM에 대해
수익성 외에 다른 요인을 고려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최근 10여년
GM이 해외 생산공장의 유지와 폐쇄 내용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GM의 의사결
정은 윤리경영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경제적 책임, 재무적 책임과 다르지 않다.
냉정하지만 비윤리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물론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성을
중시하는 주주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수년째 계속되는 대규모
적자로 인해 계속 운영이 어렵다면 공장폐쇄를 비윤리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GM도 한국에서 생산시설을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한 것은 한국을 방문한 GM본사의 임원도 확인해 주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임기응변식의 단순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거나,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혁신과 생산성제고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없이는 지속가능한 생산공
장의 유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GM의 경영진, 노동조합, 그리고 정
부의 협력과 노력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하에는 우선 2018년 한국GM의 군산공상 폐쇄와 신설법인 설립 등과 같은 사건의 전
후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공장에 대한 글로벌 경영전략, 그리
고 공장폐쇄에 대한 의사결정의 윤리성, 일반적인 구조조정과 폐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세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GM의 대우자동차 인수와 경영, 글로벌 금융위기
에 따른 GM의 구조조정, GM의 해외 생산공장의 폐쇄, GM의 미래 글로벌 전략과 한국
GM에 대해 살펴본다. 네 번째로는 GM본사의 한국GM에 대한 지원요청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한국GM의 생산시설에
대한 전망과 의사결정에 대해 윤리적 측면과 함께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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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한국GM의 법인분리가 정치적인 이슈로 쟁점화
2018년 10월 19일 한국GM(GM Korea)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R&D 신설법인 설립 안건
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1만여 명의 한국GM 직원 중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에서 일
하는 3천여 명이 신설법인으로 이동하였고, GM(General Motors Company) 본사에서 요구
하는 글로벌 제품에 대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해 노동조
합은 법인설립이 한국에서 생산시설 철수를 위한 전초전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
였다. 노조는 생산부문의 분리가 결국 국내 생산시설의 하청기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생
산량 감축이 필요하게 되면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공장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을 보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생산물량이 최소한
연간 50만대는 되어야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위축과 불안 등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
고, 결국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글로벌 기업 GM
한국GM은 한국에서 완성자동차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
으면서 당시 대우자동차가 경영위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글로벌 자동차회사인 GM이 대
우자동차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2월 한국GM은 같은 해 5월
에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GM의
발표는 국내 경제에 충격적인 발표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당시 기준으로 4개월 후인 2018
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둔 문재인정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GM을 통해 GM본사와 협상하면서, 결국 8천억 원의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대신에, GM
본사로부터 최소한 10년은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8년 가을 한국GM은 연구개발부문을 분리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
려운 노동조합과 정부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GM의 손을 들어주었고, 같은 해 10월 19일 법인분리가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
후 산업은행은 기존에 약속했던 8천 억 원 중에서 아직 미지급한 4천 억 원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의 입장만 난처하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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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기업경영과 윤리적 의사결정
1. 정부주도의 구조조정과 재정지원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의 재벌,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였
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기초적인 생산시설도 없었던 상황에서 정
부는 국가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기업경영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 동안에 가장 빨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정부의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이 비판적
인 평가를 받는다.
경제가 항상 좋지만은 않고 그 결과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대우그룹 등 30대 그룹 중에
서 절반이 망했으며,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함께 시장경제 중심적인 구조조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정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업들
은 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
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만들어서 부실징
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하려고 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일
반적으로 구조조정방식에는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의 세 가지가 있다. 자율협약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 법정관리는 부실
기업에 대해서 시행하게 된다(오정근, 2015).
이론적으로 볼 때 시장경쟁을 전제하는 경우, 정부가 망해가거나 망한 회사를 보호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생존여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인정된다(Weber, 2016, 187). 따라
서 특정 기업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기업들은 소위 ‘대마불
사’라는 특혜를 받는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상반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대기
업이 망하는 경우 그 여파가 커서,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파급되는 부정적
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서도 정부의 개입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흔히 보는 치킨집이 망하는 것처럼,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수도 없이 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장에 맡겨두는 경향이 강하다. 영향을 받는 국민의 숫자로 보면 후자에 속하는 국민이
꼭 작을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 가족도 있고, 그 자영업자들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
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경우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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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많고, 한국GM도 예외는 아니다. 전민준
(2018)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GM에 전속된 협력업체는 80여개이며, 2차와 3차 부
품업체를 포함하면 근로자수는 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하나의 대기업이 도산하
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정부지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2. 기업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폐업
기업의 윤리경영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그러한 역할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책임 있고 윤리적인 의
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특히나 폐업
결정과 같은 사항은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더 신중한 판
단과 결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이 많이 언급된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적 책임, 즉 회사를 잘 경영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적인 책임이다. 기업이 수익을 위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 즉 사내 근로자, 협력업체,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자선적인 책임이다. Tripple
Bottom Line에서도 재무, 사회,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Elkington, 2018). 이 세 가
지 중에서도 경제적 책임이 가장 우선시되는 첫 번째 책임이다.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에서도 경제적 책임을 전제로 하고, 이후에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과 지배구
조를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경제적 책임, 즉 기업을 경영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경우 국가가 이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수익
을 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없다면, 그
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그 사업은 접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
는 경우나, 수요가 사라지는 경우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는 접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를 생산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이 중요한 이유다. 가장 쉽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나 반도체의 가격변화일 것이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서는 기업
의 생존과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언급할 때 이해관계자 모형도 중요하다. 단지 수익성을 강조하는
주주가치만이 아니라 종업원, 고객,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는 접
근법이다. 다만 문제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
자가 지속된다면 지속가능한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적자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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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면 기업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기업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 즉 폐업하거나 정리하는 것
은 사용자의 폭넓은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강태수, 2016, 162), 폐업이란 일반적으로 사용
자가 스스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송강직,
2008, 483-484). 물론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
따른 기업자유에 대한 제한도 충분히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논의를 보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의 합병이나 매각이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주, 그리고 다른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대해서도 직접적인 피해
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강태수, 2016, 193).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경영활동을 통해서 이자도 다 지불하
지 못하는 소위 좀비기업들도 수두룩하다. 물론 벤처기업이나 초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
우라면 예외적이다. 오랫동안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고 기술변화 등으로 더 이상 최소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 폐업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데 우리는 좀비기업들을 계속 보아
왔다. 다음으로는 대마불사형이다.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대우조선해양까지 우리는 오랫
동안 대마불사형 기업들을 보아왔다. 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
만 정부가 계속 지원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
관으로 전환할 민간 기업이 아니라면, 시장에서 생존과 유지 그리고 발전을 결정하게 만드
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해관계자입장에서 본다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들의 일자
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는 있
다고 하겠으나,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구조조정과 폐업에 대한 연구
산업별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
환위기를 겪으면서 자동차산업과 금융업을 비롯하여 산업별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2018년 6월에 효력이 만료되었지만 다시
개정되어 2023년까지 연장되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원종현, 2016).
그러나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형태인 폐업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예외적으로
는 이견직, 1998; 김영산･왕규호･정수연, 2003; 서근하･이유태･노화봉･유점석, 2014), 사례
연구로는 공공부문인 진주의료원의 폐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존재하는 정도이다(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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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유정, 2017). 이현정(2015)은 행정학･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과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Framework, PSF)을 보완한
정책옹호연합정책모형(Advocacy Coalition Policy Stream Framework, ACPSF)을 이용하
여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해 정치적･사회적 요인, 외부요인, 그리고 다른 신념체계를 가
진 행위자들의 연합과 갈등 등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각각의 모형에 대해서는 양승일,
2006을 참조 바람)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학과 관련해서는 흔히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실패한 기업 즉 폐업한 기업에 대해서
는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에서 창업이나 성공과 함께 폐업과 실패도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폐업과 실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김현철(2004)은 1997년 당시 한국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자동차 판매의 감
소현상을 무시한 과잉설비투자 때문임을 밝히면서, 이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신규 설비
투자가 중단되고 그 대신에 신제품개발과 연구개발투자 등에 집중함으로써 해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잉설비문제가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하였다.

Ⅲ. GM자동차의 구조조정과 미래 전략
1.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대우그룹은 1978년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새한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사
업을 시작했고, 1982년에는 사명을 대우자동차로 바꾸었다. 당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
던 GM은 대우자동차를 단순한 하청기지 정도로 생각하였고, 대우자동차의 신차 개발이나
해외수출을 가로막은 측면이 있다. 이후 대우자동차는 GM의 지분을 사들여 GM과 결별하
였고 현대자동차보다는 늦었지만 신차개발에 뛰어 들어 1996년 말 라노스･누리라･레간자
등 3개 차종을 출시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외환위기로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갖게 된다. 결국 대우자동차는
1999년 8월에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이후 GM에 매각되었다.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GM
은 한국시장에서 입지 확대, 경쟁력 있는 신차 개발능력 확대, 그리고 GM의 글로벌 네트
워크를 이용한 마케팅 활성화를 다짐하였다.
이후 한국GM은 2002년 37만대 생산에 그쳤으나 2003년에는 57만대, 2004년에는 80만대
수준으로 급성장하였다. 당시 수출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었기도 하지만 GM의 글로벌 유통
망을 활용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내수시장의 점유율은 10%대로 부도사태 이전
의 3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아도 한국GM은 2004년 매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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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516억 원으로 2003년의 4조2769억 원보다 41.5%가 늘어났지만, 영업손실은 3,961억 원으
로 2003년의 2,550억 원보다 더 늘어났다(김기성, 2005). 또한 GM이 인수한 후에 경쟁력
있는 신차 개발능력 확보에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엔진 등의 핵심기술을 전
수하는데 인색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2. 글로벌 기업 GM
GM은 100년 이상 자동차 역사를 새로 써온 글로벌 자동차제조기업으로 2008년 도요타
에 1위를 빼앗기기 전까지 77년 동안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였다(Bosco & Plante, 2017,
2). 30여 개국 120개 공장에서 20여만 명이 일하면서 자동차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1908
년 윌리암 듀란트가 설립하였는데, 처음에는 말이 끄는 마차를 생산했었다. 곧 바로 1908
년에 Olds motor Works(후에 “Oldsmobile”)를 인수하였고, 1909년 Cadillac을, 1910년에는
Oakland Motor Cars(후에 “Pontiac”)를 인수하였다. 1918년에는 Chevrolet를 인수하였다.
이후 GM은 1989년 Saab를 인수하였고 Hummer도 인수하였다(Bosco & Plante, 2013, 2).
그러나 GM은 전형적인 미국기업식 합리주의에 근거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무리한 투자
를 하지 않는 회사다(이형삼, 2005).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길고 멀리 보며 실수
를 하지 않는 경영을 한다. GM은 특히 자동차를 팔아서도 돈을 벌지만, 세계 최대 자동차
할부금융사를 통해서도 수익을 올린다. 이러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
후 한국GM은 대관업무나 기업이미지 광고, 홍보활동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
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조직을 축소했다. 판매부문에서의 딜러제도, 출혈성 밀어내기 수
출금지, 업무프로세스의 명확화 등을 시행했는데 이러한 부문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독자
적인 엔진개발이나 신차개발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쳐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2005년 7월 한국GM(당시 GM대우차)의 사무직 근로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지부
설립 총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마영선, 2005). 사무직 근로자 규모는 4,300
여명이다. 2006년 한국GM은 오랜만에 3,356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특히 이는 현대차가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하면서 해외이전을 추진 중인 소형차를 수출해서 얻은 성과라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시 창원공장은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임
금을 생산성 향상으로 넘어서면서, 아태지역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다. GM
그룹 전체에서 2004년에는 부평공장이, 2005년에는 군산공장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
국GM은 2006년의 흑자규모가 이어질 경우 2009년 말에는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조철환, 2007). 2002년 GM은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인수
대금 12억 달러(당시 기준으로 약 15조원)를 우선주로 건넨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말 한국GM의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의 공포에 떨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GM 본사로부터 자급압박이 심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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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생산중단을 검토하면서, 신차 개발 계획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평･
군산･창원공장의 상당부분의 휴무 실시와 군산공장 사원아파트 건립연기, 정비공장 신축계
획 변경과 공정 축소 등이 포함되었다.
한국GM은 2009년 2월 산업은행에 1조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당시 공장가동률은
50%를 밑돌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GM은 같은 해 5월부터 임원임금을 10% 삭감하고,
사무직 직원들의 임금도 10%로 줄이기로 발표했다. 그리고 회사는 2009년 임단협에서 노
조에 생산직 임금 10% 삭감, 자녀학자금･귀성비･하계휴가비 등의 삭감, 그리고 양평동 및
동서울 정비사업소 매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3. GM 본사의 실적악화와 구조조정
앞에서 언급된 한국GM의 위기는 실적악화와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GM
본사의 경영위기가 그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Birkinshaw, 2017). 이미 2005년 GM
본사는 실적악화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질 위기를 맞은 바 있다(김성환, 2005).
도요타를 비롯한 아시아 경쟁사들에게 텃밭인 북미시장을 잠식당했기 때문이다. 주가는 12
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였다. 당시 GM이 발행한 총회사채 규모는 3010억 달러(한화 약
300조원)로 미국 정크본드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이렇게 위기를 맞은 이유는 아시아 자동차업체에 밀림에 따른 점유율의 급격한 하락이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1982년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43%였지만 2009년
에는 20%까지 하락하였다(Weber, 2016, 184). Weber(2016, 184)는 점유율 하락은 변화하
는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디자인 그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 재직 사원과 은퇴한 사원들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도 실적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자동차 1대당 종업원 의료비가 1,500달러에 달한다
는 평가도 있다(Bosco & Plante, 2013, 2; Helper & Henderson, 2014, 51-53). 우리나라와
는 달리 개인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미국에서, 자동차 노조는 은퇴한 GM의 직원
들에게도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 결과 GM이 만든 자동차들이 경쟁사 자동차에
비해 10-15%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결국
GM은 2005년 볼티모어의 밴 제조공장, 뉴저지와 미시간 조립 공장 등을 폐쇄하여 승용차
와 트럭 30만대의 생산을 줄이게 되었다.
GM은 2007년 한국에서는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중국에서는 생산설비 확충에 주력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한국일보, 2007). 중국에는 이미 열 개가 넘는 합작회사
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에서의 급격한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GM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다. 물론 당시 쉐보레 브랜드로 유럽에 수출되는 한국GM 차량이 나름 입지를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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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서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또한 불투명한 사항이었다.
2007년에 이어서 2008년에도 GM은 69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1982년 이후 누적적
자는 350억 달러에 이르렀다(Weber, 2016).2)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급 계약직 직원 7만
4천명 전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하였다(뉴시스, 2008). 이러한 적자규모는 이전까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던 1992년 234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였다. 적자의 가장 큰 원
인은 북미지역에서의 경영실패, 즉 판매규모의 축소가 가장 큰 이유였다.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명예퇴직자들을 선발하였고, 그 빈자리에는 기존 급여의 절반을 받는 신입 비정규직
원으로 대체하였다. 2008년 11월 GM을 포함한 미국의 자동차제조 3사는 미 의회에 250억
달러의 단기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2008년 말에 134억 달러를 지원받았다(Adriaanse,
2017; Goolsbee & Krueger, 2015, 5). 하지만 위기는 심화되었고 2009년 3월 GM은 크라이
슬러와 함께 이미 174억 달러의 대출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216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
구하였다(Skeel, 2105).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 그치지 않았으며 GM유럽은 독일정부에 33
억 유로 (당시 약 43억7500만 달러)의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영국정부에도 5억 파운
드(당시 약 7억1600만 달러) 이상을 지원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단기운영자금지원도 필요했지만, 미국자동차산업의 오래된 문제인 고비
용, 저품질,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Goolsbee &
Kreuger, 2016, 5). 2000년 초반 기준으로 미국 내 자동차 3사의 시간당 보상비는 미국 내
외국계 공장들보다 25% 높았고, 여기에 퇴직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면 45% 가까이
높았다(Goolsbee & Krueger, 2015, 6; Leonhardt, 2008). 추가적으로 일시해고를 당하는 경
우에도 기존급여의 95%를 받을 수 있어서, 인건비는 사실상 고정비로 간주되었다.

4. GM의 파산보호신청
이러한 위기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GM은 2009년 6월 1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연
방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법원은 수개월 동안 회생안을 심사하였고, 법적･경제
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파산보호를 받게 되었다. 당시 회생안을 보면 GM은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캐딜락, 쉐보레, 뷰익, GMC 등 4개의 유량 브랜드만 유지하고, 나머지 비우량
자산은 매각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미국과 미국정부도 GM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
원을 결정했다. 정책적인 결정은 부시대통령이었지만, 집행은 오바마 정부에서 이루어졌으
며, 51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이 제공되었고 GMAC에도 172억 달러가 이루어졌다(Weber,
2) Ford도 2007년에 30억 달러, 2008년에 1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Goolsbee & Kreuger, 2015, 4).
하지만 Ford의 경우 이미 2006년에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현금부족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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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94). 당시 재무부 소속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최소 110만개에
서 최대 330만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질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Cole et al., 2008; Goolsbee & Kruger, 2015, 4; Scott, 2008; Weber, 2016, 194; Zandi, 2008). 그러나 미국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를 보면 대다수가 자동차회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파산보호에 대해 반대하
였다(Goolsbee & Kruger, 2015, 9).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자동차시장의 소비자들은 급격하게 중소형차로 바뀌어, 현대차를
비롯한 아시아 회사들이 흥하게 되었고, 중대형차나 SUV에 집중하던 미국 자동차 3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도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다. 미국 정부가 완성된 수입차에 대해 제
한을 두자 일본을 비롯한 해외 자동차회사들은 미국 내 자동차 공장을 설립해서 2000년에
비해 2013년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6만 3천명이 해외 자동차 회사의 미국 내 공장에
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에 GM을 포함한 3대 미국자동차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25만여 명만이 남아서 일하고 있었다(Goolsbee & Krueger,
2015, 6).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재탄생한 GM의 지분구조를 보면 미국정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정부는 2014년까지 모든 지분을 매각하였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미국정
부가 60%, 캐나다 정부가 12.5%, 퇴직자건강보험기금 100억 달러를 출자전환한 전미자동
차노조(UAW) 17.5%, 부채를 출자전환한 채권단 10%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300억 달러에 달하
는 부채는 자본으로 전환출자; 2012년까지 정규직 7,900명, 계약직 22,000명을 등을 감원하
여 종업원 수는 9만6천 명에서 4만5천 명으로 감원; 2012년까지 사브, 새턴, 그리고 허머
등을 매각; 47개 공장 중 16개를 폐쇄, 딜러망 6,246개 중에 3,600개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Acharya, Schaefer, & Zhang, 2015; Goolsbee & Krueger, 2015, 13).
그러나 아쉽게도 2009년 6월 1일 GM은 부채 1,730억 달러, 자산 820억 달러 상태로 파
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후 14개의 공장을 닫고, 6천 개의 딜러 중에서 1900개의 딜러를
줄였다. 종업원은 2만 명이 해고되었으나, 이후 7월 10일 새롭게 두 회사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 당시 한국GM은 New GM에 편입되어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경차 및 소형차 개발
기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때 한국GM은 산업
은행과 2-3개월 내외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자금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GM은 2010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공적자금의 대가는 컸다. 33만 명이 넘는 퇴직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대폭 축소
되었고, 대대적인 임금삭감과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가 단행되었으며 정규직 임금과 복지의
절반만 지급되는 비정규직이 활용되었다(오민규, 2012). 크라이슬러도 2009년 4월 30일 파
산신청을 했고 3,200여 개의 딜러 중에 789개 딜러가 문을 닫았으며, 10여 개 이상의 공장
도 문을 닫았다. 이후 이탈리아의 피아트그룹에 매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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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GM의 회생에는 ‘쉐보레 크루즈’의 생산이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3억5
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크루즈 생산공장을 지었는데 직접고용창출이 5천 명이었으며, 파급
효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GM은 구제금융을 바탕으로 중
소형차 개발과 생산에 승부를 걸고, 크루즈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라세티 프리미
어란 이름으로 생산되었는데 아쉽게도 2012년 11월부터 한국에서 라세티 프리미어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한다. 대부분은 군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군산공장
은 사양길에 접어든 측면이 있다. 참고로 50년이상 160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로즈타
운 공장도 2019년 3월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폐쇄의 길을 걷고 있다.

5. 글로벌 기업 GM의 해외 생산공장의 폐쇄
물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전제로 지원한 것이기는 하지만 GM도 대마불사형으로 불황
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어찌 보면 아직도 구조조정 중이라고 할 것이다. 구조조
정 과정에서 유럽의 오펠 브랜드를 접었고, 이후 세계 곳곳에서 생산공장을 문 닫았다.
2013년에는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접었다. 또한 대표적인 경우가 호주의 홀덴 공장이
다. GM은 오랫동안 호주에서 직접 자동차를 생산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고민하였고, 호주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홀덴 공장의 유지를 약속받았다. 2001
년 이후 약 25억 호주 달러(약 2조 원)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결국 홀덴 공장은 2017년 말
에 문을 닫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정부도 GM유럽이 운영하는 오펠의 파산을 막기 위해 45억
유로(한화 약 6조 원)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파산을 피하고자 하였다. 오펠(Opel)이란 브랜
드로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GM은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유럽 내 종업원을 8천
명 감축하였다(Schaumberg, 2014). 그리고 2014년에는 보쿰에 소재한 오펠 공장을 폐쇄하
겠다고 발표하였다. 오펠 보쿰 공장은 GM의 가장 큰 공장으로 2만여 명이 일했으나 이후
3500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종업원 수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해 왔다. 2004년에 일어난 파업의 경우도 정리해고가 이슈였는데, 당
시 보쿰 공장에서 28년 동안 근속한 53세의 전기기술자에 대한 이직위로금으로 19만 유로
를 지급하였다. 2010년에도 파산위기 상황에서도 평화적인 철수를 위해서 약 10억 달러의
돈을 지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금속노조(IG Metall)는 “GM이 터무니없다면서 오펠을 살릴 수
있는 비전 있는 리더를 원한다”고 강조하였지만, 결국은 이직위로금에 공장폐쇄에 동의하
게 되었다. GM이 2012년과 2015년에 오펠의 생산시설을 영국과 폴란드로 이전한다고 했
을 때도, 보쿰 공장의 노사공동협의회도 오펠공장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매출확대, 수
익성제고와 비용절감을 주장하였지만, 공장의 유지에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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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보쿰에서 생산하는 것이 영국에서보다 500유로 이상 저렴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파업 실패와 노조의 역할 실패로 평균나이가 47세인 보쿰 공장의 근로자들은 GM의 공
장폐쇄 발표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바 있다. 미국자동차회사의 해외공장 폐쇄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2019년 3월 포드자동차는 독일 공장에서 수익성제고를 위한 방
안으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통해 5천명 이상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YTN, 2019).
아시아에서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공장폐쇄가 이어졌다. 2013년 인도네시아 베카시에 승
용차생산공장을 지었지만 2년 후인 2015년에 폐쇄하였고, 2017년에는 인도시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 GM의 글로벌 전략은 외부요인에 따라 유연하게 움
직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생산공장 유지도 확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6. 군산공장의 폐쇄
군산공장은 1994년 대우자동차 기공식으로 시작되어 1996년 12월 누비라를 생산하기 시
작하였다. 이후 레조, 라세티 등을 생산하였고, 이후 쉐보레 올란도, 크루즈 등을 생산하였
다. 하지만 2018년 2월 폐쇄결정이 내려져 5월 31일에 폐쇄되었으며, 매각이 결정된 이후
2019년 3월 29일 엠에스오토텍과 공장인수 MOU를 체결하였다.
군산공장은 군산 앞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129만 ㎡의 부지에 매년 27만대의 승용차와
디젤엔진 25만대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최대 130여국에 수출하였다. 하지만 2013년 쉐보레
의 유럽철수로 수출물량과 내수가 급감하여 폐쇄전 3년간 가동률은 20%를 밑돌았다. 유럽
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판매하던 오펠은 2009년부터 경영난을 겪다가 독일 정부가 보조금
을 거절하자 2017년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앵 그룹에 매각되었다.
군산공장의 폐쇄로 2011년 3,671명이었던 근로자수는 2017년 2,044명으로 줄어들었고,
135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1만2천여 명의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폐쇄발표이
후 1,200명이 희망퇴직을 하였고, 미신청자 600여명은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이후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었고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을 선포
하여 지역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7. GM의 미래전략과 한국GM
비록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GM은 여전히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작업
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전략이 생산공장의 재배치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미래자동차
개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GM의 생산공장은 매력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한국GM의 생산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
공기업이 아닌 민간 사기업의 경우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지속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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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고, 다른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결국 폐쇄를 결정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GM의 쉐보레 브랜드는 그렇게 충성도가 높은 브랜
드라고 보기 어렵다.
GM은 2014년에 세전영업이익 10%를 기준으로 세우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장 폐
쇄나 철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생산공장은 미국과 중국에서만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포르투갈과 벨기에 공장을 폐쇄하였고,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에서
철수를 결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오펠과 복스홀을 매각하였다. 그 금액은 20억 유로(한화
약 2조4천억 원)이었다. 같은해 5월에는 인도에서도 철수했는데. 이때에도 할롤 공장이 위
치한 구자라트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요청을 거절당하자 폐쇄하였다. 남아공에서도
일본의 이스주와 합작으로 상용차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사업 지분 전량을 이스주에 매각
하였다(Snavely, 2017).
GM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익성을 확
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GM의 생산시설은 그다지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 국내
에서의 브랜드는 충성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주로 수출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철
수한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인건비는 더 비싸다. 물론 자동화로 인해 인건
비 비중이 크다고 하지 않더라도 장점은 될 수 없는 것이다. GM본사는 이미 미국과 중국
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시설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김재홍,
2018). 그 결과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생산시설이 많다. 비록 우리에게는 한
국GM이 꼭 살려야할 기업이지만, GM 본사 차원에서는 냉정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된다.
여기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Ⅳ. 한국 정부와 한국GM
우리나라의 경우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정부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수년간 조선업종이 그랬고, 최근에는 자동차업종까지 자주 언
급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과거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이 재벌들이 망하고, 선별
적으로 생존한 업종들에서 많이 보아왔다. 대표적인 기업은 은행들이다. IMF외환위기 이
후 여러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통폐합되었다. 비록 많은 은행원들이 직
장을 잃었지만 그래도 상당수 은행원들은 정부의 지원계획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
다. 아직도 우리은행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조선업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같은 회계부정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이 논의되고, 최근 전
체적인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예측할 정도의 수준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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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한국GM의 재정지원 요청
2018년 초 한국GM은 국내에서 생산공장의 폐쇄를 언급한 이후,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
해서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4천억 원을 우선출자 형태로 지원하였다. 그에 대응하여
GM 본사도 운영과 퇴직금 용도로 8천억 원을 출자로 전환하여 지원하였다. GM은 한국정
부와 협상을 통해 6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의 부채
였던 28억 달러(한화 약 3조 원)는 2018년에 출자로 전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36억 달러
(한화 약 4조 원)는 시설투자와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협상과정을
거쳐 GM은 최소한 10년 동안은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했다. 한국GM은 IMF외환
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였고, 현재 전체 주식의 83%를 보유
한 절대적인 1대 주주이다.
그러나 한국GM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8년에 예상되는 1조
원의 적자 외에도 지난 6년간 누적적자가 3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나
리, 2018). 물론 이러한 적자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 GM본사에서 한국GM에
높은 가격으로 부품을 제공하고 낮은 가격으로 차를 판매하도록 하거나, 원가에 R&D 비
용 과다하게 책정하여 분사로 가져가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
2013년 이후 수출이 급감했지만 임금은 연간 3-4%씩 인상되었으며, 성과급은 꾸준히 지급
되었다.
국내 완성차 4개사의 평균 매출원가율은 80.1%인데 한국GM은 93.8%에 이르러 이를 업
계 평균으로 맞추면 2조 원의 적자가 3조 원의 이익으로 변경된다는 주장도 있다(최은주,
2018). 그러나 매출감소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GM의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에 따르면 전국 302개의 대리점 가운데 20여개 대리점이 폐업했고, 전체적으로 3,400명에
달하던 영업사원도 2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노재웅, 2018).

2. 노동계의 시각과 전망
노동계 쪽의 입장에서는 2010년을 지나서부터 한국GM이나 르노삼성 등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차업체가 단순조립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에 매각된 이후 연구소가
제 역할을 못해서 신차개발이 지연되고 판매량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여기에 본
사의 전략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체가 단순 조립공장 역할을 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
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우 본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라 언제든 국내 공장이 문을 닫
을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GM은 연간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산량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한국GM 노조는 인건비에 있어서도 현장직 신규채용자가 적어서 경력직이 많다보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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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회사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다고 주장한다. 2009년에는 임금동결안과 복지축소안에도 합
의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업들이 철수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 중에 하나는 생산성을 낮추는 것이며, 생산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판매량을 줄여야 하
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GM이 이윤을 못 남기도록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는 기업 쪽도 변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GM은 2013년 5월 호샤 한
국GM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6천억 원이 넘는
미지급 임금을 손 안대고 해결한 경우도 있다(강진구, 2018). 당시 GM은 통상임금 문제만
해결되면 80억 달러(한화 약 8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최근에도 법원판결에 따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2014년 유럽쉐보레 브랜드 철수, 2015년 러시아 판
매법인 철수 등에 따른 비용을 한국GM에 전가하면서 2014년 3,534억 원, 2015년 9,868억
원의 당기순손실의 상당부분이 발생했다고 강조한다(이동희, 2018). 구체적으로는 본사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계열사간의 높은 이자율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
다. 뉴스타파(2018)에 따르면 한국GM이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2012년에 7,220억
원이고, 2013년 9,880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발생한 손실의 20% 정도만이 한국
GM에 의한 것이기에 군산공장의 정상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
다. 더불어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책은행으로서 역할
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다만 군산공장의 경우 GM이 2013년 쉐보레 유럽법인을 2016년에 철수하겠다고 발표하
면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013년 14만대, 2014년 8만대, 2015년 7만대, 2016
년 3만4천대, 2017년 3만8천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임태영, 2018). 2011년에는 전북수
출 물량의 30%인 39억 달러를 수출했지만, 2016년에는 6.4%인 4억4백만 달러까지 감소하
였다. 폐쇄발표 직전에는 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이었으며, 인력감축과 단축 근무, 휴업이
반복되고 있었다. 2017년에는 한 달에 10일 정도만 조업하였으며, 2018년 들어서는 가동중
단이 반복되었다.

Ⅴ. 한국GM의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전망과 의사결정
황병준(2018)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평균임금은 2005년에 비해 81.1%가 상승하
여 2017년에 9,072만 원으로, 일본 도요타 832만 엔(약 8,300만 원), 독일 폭스바겐의 6만5
천 유로(약 8,500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자동차 1대 생산 시 투입시간은
26.8시간으로 도요타(24.1시간), GM(23.4시간)보다 길어서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난다. 경제계 쪽에서 보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문제는 고임금과 저생산성이다(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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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18).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 미국자동차 공장들의 상황과 유사하다. 국내 5개 완성차
의 인건비를 보면 2017년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이 12.3%로 일본 도요타의 5.85%, 독일
폭스바겐의 9.95%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 즉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
이다. 당장은 수익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둘러싼 환경, 특히 기술, 고객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미 수익성이 좋지 않다면
미래는 더욱 어렵다. 물론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 외부의 자금지원은 큰 효과를 볼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하고, 당장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파급효과만
을 생각하고 대규모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단기적이고 비효율적인 대응방식일 수도 있다.
특히나 정부의 투자는 사후에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를 적극적으로 따질 가능성은 낮은 문
제점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에는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세금을 낸 국민들의 돈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의 책임일 것이다.
도요타자동차는 2008년 금융위기로 5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고 2009-2010년에는 미
국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지면서 판매가 급감하여 기업 존폐의 위기를 겪었다(류 정,
2018). 그러나 그 당시에 도요타자동차는 혁신과 품질회복으로 10여년이 지난 최근 다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불량이 발생하는 공정의 원인을 제거해서 애초에 불량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는 자공정완결(自工程完結, 불량 제로, 자기공정에서는 품질이 완성된 제품만
다음 공정으로 넘긴다) 생산시스템을 도입했고, 조직은 기능중심에서 상품중심의 7개 사내
회사로 개편했다. 핵심은 일시적인 유동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품질이나 신제품 등 연구개
발로 혁신을 이룩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자동차회사들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한국GM의 경우 2018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KDB산업은행과 GM본사의 협상 끝에
최소한 2027년까지 국내에 생산기지를 유지하면서 약 7조8천억 원의 투자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1만6천 명이던 한국GM의 임직원은 3천 명이 줄어들었으며, 군산공장은 폐쇄되었
다. 이후 연구개발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분리되면서 한국GM의 인력은 다시 1
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긍정적으로 보면 군산공장 매각으로 자금에 여유가 생기고, 차입
금 28억 달러도 출자전환된다. 당초 2020년에 예정되었던 준중형 SUV 신차도 2019년 11
월부터 부평1공장에 제조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GM의 핵심은 물량확보에
있다는 점은 다 인정하고 있다. 즉 시장을 제대로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지 못하면 긍정적
전망은 틀리게 된다.
반면에 비관적 예측을 보면 GM은 최소한 국내에서 10년간 생산만 지속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GM은 오히려 한국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장폐쇄시
주변지역을 포함한 자동차업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생산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을 연명하게 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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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언론에 따르면 GM과 산업은행간에 비공개 합의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GM이 우
선주의 발행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있다는 내
용이다(최나리, 2019). 그 내용에 따르면 한국GM이 산업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해서 보통주
로 바꾸면 GM의 지분율이 현재의 83%보다 높아지고 산업은행의 지분률은 낮아져서 15%
미만이 되면 비토권이 상실되어, 결국 한국GM이 철수결정을 내려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완성차조립 공장이 건설된다고 한다. 피아트크라이
슬러는 2012년 가동을 멈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자동차엔진 공장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생산공장으로 전환해서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김정훈, 2018). 하지만 2018년 11월
GM은 미국 내 4곳을 포함해 공장 7곳을 폐쇄하고, 1만4천명을 구조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익성이 낮은 공장을 정리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자금을 더 투입하겠다는 의
미로 해석되고 있다.
2019년 6월 한국GM 군산공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사인 엠에스오토텍과 세종공업으로 구
성된 컨소시엄에 법적으로 매각될 예정이며, 이후 군산공장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예
정이다(진상훈, 2019). 이 컨소시엄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자동차 업체들로부터 투자를 유치
했으며,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인 퓨처모빌리티가 컨소시엄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으며,
향후 자사 브랜드의 전기차를 위탁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 중국의 체리자동차도 국
내 기업과 합작해서 새만금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후에 중국의
쑹궈모터스도 국내 기업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한다(진상훈,
2019). 이상의 긍정적 계획들이 실현된다면 군산공장의 폐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처럼 기업단위에서 공장폐쇄는 단기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고 고통을
겪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적인 차원에서 제품생산의 틀을 바꾸는데 긍정적으로 기
여할 수도 있다. 기존의 국내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GM의 군산공장이 폐쇄되었지만,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자본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생산이, 군산을 중심으로 이루
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으며, 부정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잠식으로 볼 수도 있다.
핵심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글로벌 기업의 해외 공장 경
영은 수익성을 위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한 그러한 운영방식과 의사결정이 냉정하
지만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단순히 국내 시장과 국내 경제의 관점에서 구조조
정보다는 현상유지 측면을 강조할 때 그러한 정책과 결정은 지속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가야할 길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19년 1월 2일 연구
개발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공식출범하였는데 신설법인 단체교섭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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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사용
자측에서는 연구개발 신설법인이 기존의 업무형태를 전제로 한 단협을 승계할 수는 없다
는 입장이다(홍현기, 2019).
2019년 4월 기준으로 언론에 따르면 한국GM은 판매부진을 이유로 부평2공장과 창원공
장의 생산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명용, 2019). 부평2공장의 가동률은 30%까지 하락
하자 2018년 9월에는 근무방식을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하였다. 창원공장도
가동률이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창환, 2019). 시장에서 회복하지 못
하면 결국은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평2공장의 경우 생산물량을 줄
이는 라인운영속도 변경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노동조합은 2018년 9월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전환할 때 약속했던 것보다 생
산을 더 축소하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창원공장의 경우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
경차인 스파크의 내수 판매 물량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노동조합에 1교대 전환을 요청했
으나 노조는 협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창원공장은 지난 10년 동안 물량조정을 위
한 1교대 전환을 검토한 사례가 없다.
한국GM이 향후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하는 점은 기업의 운영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충
격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본질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앞
으로 한국GM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이상 걱정은 필요
없다. 하지만 좁고 짧은 시야를 가진다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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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pany’s Plant Closure and Ethical Decision
Making: The Case of GM Korea.
3)

Young-Myon Lee

*

This paper questioned the exit of GM Korea from South Korea (hereafter Korea)
after the announcement of Kunsan plant closure in June 2018. With the announcement,
GM Korea asked the financial support to Korean Government for resolving liquidity
crisis that may affect the stable operation of Bupyeong Plant and research institute
in Korea. The Moon Government that had the general election soon at that time
promised the financial support of about 800 million dollars given that GM Korea
operates the production facility in Korea at least for the next decade. The Government
determined the support to avoid the additional plant closure and its secondary
negative impact to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after several months, GM Korea announced the separation of R&D division
inside the Bupyeong plant and this decision threw the Government into the confusion.
Also, the labor union resisted to the decision because it believed the separation
would lead to additional plant closure in the near future. The further turmoil was set
after the court supported the GM Korea’s decision. But it is not guaranteed that GM
maintain the production facility in Korea for the next decade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GM may decide to withdraw from Korea with one thing and another.
This paper reviewed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GM global strategy for the
production facilities abroad and tried to predict the decision on production facilities
in Korea in the future. The ethical decision making process was applied to GM’s
decision on production factory closure in Korea.
Key words: GM Korea, GM, financial support, plant closure, restructuring,
ethical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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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과 현지투자대상국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
기업윤리 관점의 딜레마
**

박상언
1. 한국 자동차산업의 내외 경쟁 여건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영여건과 미래 경쟁력에 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솔린 내연기관에만 의존하지 않는 대체에너지 활용기술과 함께, ICT 관련 기
술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개발 등 차세대 제품 및 기술 개발력에 있어서 글로벌 선도기업
들과의 기술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윤자영･이항구, 2019). 또한 ‘대당 조립시간’으
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생산성 지표면에서도 여전히 도요타 등 주요 경쟁기업들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기존 제품의 경쟁력도 불안한 수준은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 완성
차 업계의 평균임금이 심지어 일본의 도요타나 독일의 폭스바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지적
될 정도로(황병준, 2018), 이제 더 이상 원가우위 전략에만 의존한 판매와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입증하듯,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생존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 평가되는 이른바 ‘글로벌 Top 5’
경쟁 대열에서도 점차 이탈해 가고 있는 중이다(박상수･김경유･윤자영, 2017; Bloomfield,
2017).
설상가상으로, 최근 자동차업계에는 이른바 ‘노조 리스크’ 이슈까지 크게 불거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를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등은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
인 탄력근로제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러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르
노삼성자동차 역시 장기 파업의 후유증을 깊게 앓고 있다. 기본급 인상 등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지난해 10월 이래 수개월째 부분파업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그 영향으로 인해 올 1분기 생산량이 작년 동기 대비 40% 가량 줄어든 상태로 알
* (편집자 주) 여기 수록된 토론은 앞 논문에 대한 심사평가나 수정요구와는 별도로 본 주제와 관련하여
토론자가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토론은 해당 주제에 대해 저자
와 다소 다른 시각 또는 보완이 되는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이
해를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separk@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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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한국경제, 2019. 4. 24).
여기에, 한국GM의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다. 주지하듯이, 한국GM은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한 뒤, 그 해 5월 정부의 지원을 담보로 가까스로 경영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
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연구개발 부문을 분리해 설립한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GMTCK)의 경우 기존 단협의 승계 적용 문제를 놓고 사측과 의견이 달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정흥준･박성국･박용철･조성재･황현일, 2018). 급기야 GM테크니컬센터의 조합원
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하여 사측과 교섭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곧바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함으로써 노사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노사관계 악화 요인이 겹치면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그간 경쟁력 확보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온 연 4백만 대 생산체제
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95만4908대에 그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한국경제, 2019. 4. 24).
2. 글로벌 기업 GM과 한국 GM
앞 논문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듯이, 한국GM은 90년대 말 한국이 IMF 외환
위기를 겪는 와중에 경영위기에 빠진 대우자동차를 글로벌 자동차기업인 GM이 인수해 운
영해 온 회사이다. 주지하듯이, GM은 전 세계 30여 개국 120개 공장에서 20여만 명을 고
용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이다. 이러한 GM의 인수 후 한국
GM은 GM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면
서, 2000년대 중반에는 한때 영업이익을 내는 등 경영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해 가는 듯 보
였다. 그렇지만 당시 GM이 전개한 글로벌 생산전략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반전은 결코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정흥준 외, 2018). 명목상으로는 GM이 한국에
대해 경차 및 소형차에 특화된 개발기지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지만, 한국GM은 독자적인
신차개발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GM의 제한된 자동차 모델을 한정적으
로 생산하는, 소위 GM의 글로벌 하청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
가가 컸던 것이다(정명기, 2012).
이러한 와중에 2008년 말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GM 본사의 자금압박이 심
해졌고, 급기야 2009년 6월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 GM
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유진근, 2017). 그 이후, GM의 글로벌 생산전략의
재편과정에서 상당수 해외공장이 순차적으로 폐쇄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군산공장 역시
이러한 폐쇄 결정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GM이 군산공장을 비롯한 국내공장
폐쇄 내지 축소 계획을 발표하자, 이러한 결정이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칠 후유증과
파급효과를 우려한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1조 2천억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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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응 출자를 통한 투자와 함께, 향후 최소 10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지속하
기로 약속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시행되자마자 GM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연구개발 부문을
신설법인으로 분리하였고, GM의 이러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 진정성
을 의심하고 있다. 즉 그간 GM이 시행해 온 투자전략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 법인의 신설
결정은 한국 내 생산기지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후 부
평공장 등 생산시설의 추가적인 폐쇄나 감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3. 글로벌 기업, 글로벌 권력, 그리고 기업윤리
GM의 한국 투자 사례에서 보듯이, 글로벌 기업이 현지 투자대상국과의 관계에서 갖는
이중적인 성격의 문제는 결코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닐 수 있다. 분명 글로벌 기업은 자본
과 기술, 그리고 전문 경영능력 등 독자적인 자원 동원 능력이 부족하기 쉬운 현지 투자대
상국과 지역사회에 좋은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기업의 이해
와, 그 기업이 투자하는 현지 투자대상국가나 지역사회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는 것 역시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경우 대개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기업이 내리는 의사결정의 결과는 특히 심각할 수 있어
남다를 수 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도 바로 이러한 경우에 다름아닐 것이다.
어지간한 국가들의 국민총소득(GNI)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거대한 규모
의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제조자산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면서 엄청난 글로벌 권력(파
워)을 행사하고 있다. 일찍이 알프레드 챈들러(A. Chandler)가 지적한 바 있듯이, 글로벌
경제의 많은 부문에서 이들 기업은 이미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대체하면서, 이른바
‘보이는 손’(the visible hand)의 역할을 자임해 오고 있다(Chandler, 1977). 이들 글로벌 기
업의 의사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시장 기제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권
력과 영향력을 행사해 가면서도 이들 기업은 종종 일반적인 국가와는 달리, 자기 자신 이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또 실제로 그러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다는 사실에 있다(Morgan, 2006).
물론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행태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국제적 규범도 있기는 하다.
환경과 노동, 그리고 경영일반 영역 등에서 UN이나 ILO, 그리고 ISO가 권고하거나 적용
하고 있는 규정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글로벌 기업은 때로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세력’으로서 이러한 규범이나 규칙을 교묘히 빠져나간다. 그 결과, 현지 투자국가
의 입장에서는 이들 글로벌 기업이 보여주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차원의 사회적 책임성을
기대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그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즉 많은 경우 고도로 집권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진 글로벌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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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가능성과 성장성을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자회사를 통제해 가는 반면, 그
자회사가 주재하고 있는 투자대상 국가나 지역사회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고려
요인에 불과한 경영 의사결정을 해 가곤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경쟁여건의 악화와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과정 속에서,
군산공장 폐쇄 등 한국GM이 시행한 일련의 경영 의사결정들은 글로벌 기업과 현지 투자
대상국 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전형적인 한 예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
서 이 논문은 시의성이 큰 사례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글로벌 기업의 해외공장 폐쇄 사례를 ‘윤리적 의사결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역시 충분히 의미있고 도전적인 시도로 평가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사실, GM의 해외공장 폐쇄 결정은 해당 글로벌 기업의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정
당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 기업은 무엇보다 계속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 방법이 현실적으
로 구조조정과 생산 감축에 따른 공장폐쇄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러한 결정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적시성을 놓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자칫 기업 전체가 부
실에 빠져 지속가능성을 상실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의 해외 공장
폐쇄 결정은 해당 투자대상국가나 지역사회에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다. 많은 일
자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연쇄적인 부도에 이어, 심지어 해당 지역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투자대상국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나 입장에서 바라본
다면, 글로벌 기업의 그러한 의사결정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성은 과연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나아가 그러한 의사결정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리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이해관계와 입장에서
보는 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대주의적 이슈에 불과한 것일까?
분명치는 않지만, 이 논문에서도 이와 관련한 저자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핵심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글로벌 기업의 해외 공장

경영은 수익성을 위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한 그러한 운영방식과 의사결정이 냉
정하지만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단순히 국내 시장과 국내 경제의 관점에서
구조조정보다는 현상유지 측면을 강조할 때 그러한 정책과 결정은 지속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바로 거기까지여서 다소 아쉬움도 있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 논문은 한국인
이라면 누구에게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시의성이 큰 사례를 다루면서, 글로벌 기업의
해외공장 폐쇄 이슈를 ‘윤리적 의사결정’ 프레임으로 접근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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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매우 의미있고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과 현지투자대상국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에 내재될 수 있는 기업윤리 관점의 딜레마를 조금은 더 깊이 있게
고찰하고 조명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딜레마적인 윤리적 이슈’가 가져다줄 수 있는 지적
고민의 기회를 조금은 더 확실하게 제기해 줄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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