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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별 산업의 입지 변화와 노동력 구성의 변 

화는 전반적인 산업환경의 변확에 따라 각 산업 

의 특성이 지역의 구체성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산업의 

입지와 노동력에 대한 연구률 위해서 산업환경 

의 변화에 따라 생산조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개별 지역의 입지적 특성이 경 

제지리 특히， 공간분엽의 재구성에 어떻게 작용 

하는가를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 

과 같이 노동통제의 어려옴이 발생하고 시장수 

요의 변화가 심해 지면서 생산의 분리를 통한 

외부화가 중가하고 분리된 생산단위들이 지리적 

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이 

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야기된 생 

산조직의 변화와 전체적인 산업공간의 변화롤 

의류산업의 서울시 집중에 대한 분석과 셜명을 

롱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률 위해서 첫 

째， 전반척인 사회경제적 배경을 진술하고 이러 

한 상황에서 의류산업의 생산초칙이 어떻게 변 

화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의류업체의 입지 

변화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률 분석함으로써 생 

산조직의 변확가 산업공간에 반영된 모습을 확 

인하여 의류산업에 대한 발전 전망을 고찰하고 

변화된 생산조직과 입지롤 기초로 나타날 수 있 

는 산업공간의 톡성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 

다. 

논문의 연구방법 및 구성방식올 정리하면 그 

림 1과 같다.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율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박삼육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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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경향 및 원인 파악 

그림 1. 연구방법 및 개념 

IT. 의류산업 환경의 변화와 
생산의 외부화 

1. 의류산업의 성장과 특징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상대적인 점유윷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1986년까지도 제 1의 수출산업으로 우리 

경제률 주도한 산업이 섬유산업이며， 의류산업 

이 이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의류산업 

은 1987년도에 75.4억$올 수출하여 세계 제 2위 

규모의 수출올 하게 되었으며， 세계 총 의류 수 

출액의 약 10%를 차지하게 되었다(한국섬유산 

업연합회， 1989, 338). 의류산업은 대체로 제품 

의 단순성과 정태적인 기술로 특정되고 자본을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비용에 기반한 경 

쟁이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따라서， 저임금 개발 

도상국들이 강력한 비교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선진국 의류산업의 전 

반적인 침체로 지난 수십년 동안 점차 의류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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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지가 주변부로 이전되었고 이 시기에 우 

리나라의 의류산업도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류산업이 성공적으로 세계시장 

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이러한 노동력이 산업에 연결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정책의 결 

과라고 볼 수 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89, 

21-26).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성장의 기반이 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은 산업화 초기에 이루어 

진 광범위한 이촌향도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광 

범위한 이농은 도시의 저임금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산업화 초기에 의류 

산업은 생산기술이 전무한 농촌의 노동력을 산 

업기지로 동원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과정에 

서도 고용증대와 자본축적에 가장 효율적인 산 

업으로 인정받았다(김일철， 이숭훈， 1991, 3). 따 

라서， 광범위한 이농을 기반으로 저임금 노동력 

이 도시에 집적될 수 있었고 이 노통력이 의류 

산업에 결합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잉시셜 억제， 섬유 

류 국내시장 보호， 시셜 근대화 촉진 및 각종 

수출진홍 정책 둥 적극적인 육성시책도 섬유산 

업파 의류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89, 22-23). 물론， 

70년대를 지나면서 중화학 공업부문에 대한 투 

자를 지속함으로써 의류를 비롯한 섬유산업이 

정책적 지원 산업부문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문이 바로 섬유와 의류였기 때문에 수출 육성 

정책과 같은 정부지원은 그 이후에도 의류산업 

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수출에 특화되면 

서 성장한 우리나라 의류산업올 단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말은 종속성과 이중성이다.88년에 

KIET의 의류업체 셜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7.3%가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수출 

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 

1989, 64). 이 사실에서 국내 의류업체들이 선진 

국의 ‘하청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성장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류산 

업은 선진국가의 시장수요의 변화에 매우 큰 영 

향을 받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갖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생산업체와 무역업체 

의 분리라는 이중구조가 형성된다. 미국의 무상 

원조 중단， 누진되는 외채부담 둥의 문제를 해 

결하고자 196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는 당시의 

비교우위 생산요소인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소위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의한 경제성장을 목표 

로 하는 국가정책이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석유위기로 말미암아 국내외 여건이 반전됨으로 

써 우리나라의 지속적 수출증대에 애로요인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올 타개하기 위해 종합무 

역상사가 셜립되었다. 따라서 수출에 전문화된 

업체들이 소수정예화되고 대형화되는 과정이 이 

기간에 진행되었다. 수출업체와 생산업체 간의 

이중성은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시작되면서 쿼타 

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업체와 이 업체의 수주를 

받아 생산하는 하청업체라는 형태의 이중구조가 

정착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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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류산업 환경의 변화와 
내수시장의 성장 

1) 국제 경챙의 심화: 선진국의 의류수입 

규제와 생산지의 이동 

선진국의 수입규제로 특정되는 세계 시장의 

경쟁심화와 이것과 관련된 생산지의 이동이 가 

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생산지의 이동은 

시장의 변동에 따라 생산지가 선진국으로 회귀 

한다는 것 그리고 보다 값싼 노동력을 생산에 

결합시키기 위해서 주변부로 생산지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주문(order)에서 인도 

(delivery)까지 3개월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값싼 동부아시아 생산지를 이용하던 미국 

제조업자들이 의복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 

다. 뿐만 아니라 극동의 전통적인 저임금국가들 

의 기업들도 비용상숭을 막고 미국의 수입규제 

를 피하고 동시에 수요자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 

하기 위해서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de 

Smidt and Wever, 1990, 2). 물론， 지 난 70년 대 
에도 불법이민자와 혹인노동력과 여성노동력을 

이 용하면서 뉴욕(Sassen-Koob, 1987)이 나 로스 

앤젤레스(Soja， 1987)와 같은 대도시에 지하경제 

의 형태로 의류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 있었 

고， 이런 현상을 이른바 ‘중섬부의 주변화’ 

(S이a， Morales and Wolff, 1983, 201)와 같은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입규제와 같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 나타남에 따라 규제를 피하 

기 위해 본격적인 생산지의 이동이 이 기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의류업체들도 뉴 

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도시에 

9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2). 

보다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차리브해 연안 국가로의 진출과 일본의 동남아 

시아 진출로 특정되는 생산지의 주변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이들 주변부 

국가들도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서 저임금에 기반한 물량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둥 몇개 국가들이 의류산업의 하 

청생산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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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의 생산지 회귀와 주변화의 심화라고 하 

는 진퇴양난의 위치에 처하게 된다. 

2) 의류산업의 경쟁력 약화: 
저임금 노동력의 부촉 

우리나라 의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거와 같은 지속적인 저임금 노동력 

의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류산업 생산 

직 노동자의 임금은 제조업 전체롤 100으로 보 

았올 때 64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낮으 

며 철강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 

경회， 1992, 37).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 

한 낮은 임금이 의류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낮 

은 생산성으로 말미암은 극복되기 힘든 구조적 

인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5년간에 임금인상율 

은 생산성 중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 1991, 16),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도 의류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저임금의 열악성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의류산업 자체의 임금상숭을 

통한 노동력의 지속적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 뿔만 아니라 지난 80년 

대 후반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노조결성과 노사 

분규의 증가 또한 의류산업의 생산조건을 더욱 

악화시켰고， 88년 이후 환율의 펑가절상이 지속 

되어 수출가격이 높아져서 우리나라의 의류산업 

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Park， 1993). 

3) 내수시장의 성장 
의휴산업의 국내외 환경이 변하면서 이 기간 

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내수시장의 성장이 

라고 할 수 있다. 업종별 내수수출 지수의 변화 

를 살펴보면 의류산업의 내수성장이 다른 산업 

에 비해 뚜렷한 것올 알 수 있다(표 1). 

(1) 내수시장 성장의 원인 

내수시장의 성장은 내수시장 자체에서 나타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변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내수시장이 성장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올 상실한 수출업체들이 내수시장으로 점 

차 전환하면서 성장이 강화된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질척인 변화는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성 

장의 결과라고 인식되고 있다. 1984년 -1987년의 

기간에 우리나라 섬유 총소비량과 1인당 소비량 

중가율은 각각 10.6%, 1 1.1%로 1978년 -1987년 

의 5.4%에 비해 높아졌고 소재도 합성섬유 보 

다는 천연섬유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국민소 

득의 향상으로 의류소비가 고급화되었음을 보여 

준다(산업연구원， 1989, 63-64). 그리고， 업체간 

시장경쟁이 심화되어 제품차별화와 같은 판매전 

략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에 기반한 수요의 질적인 변화와 맞물 

려서 시장자체의 세분화 및 고급화로 나타나게 

된다. 내수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수출업체들의 내수시 

장 진출이 이루어진다. 수출업체의 매출액 중 

내수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3년간 15%에 

표 1. 연도벌 업종별 내수 및 수출지수 

연도 S 1 C 3 S 1 C 32 S 1 C 322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1985 100.0 100. 。 100. 。 100. 。 99.4 100.5 
1986 117.7 131.8 123.5 117.0 132.5 96.8 
1987 137.8 165.9 142.0 131. 7 168.3 112.5 
1988 156.5 187.1 156.0 117.2 188.0 85.6 
1989 174.0 164.9 168.1 99.5 200.4 62.6 
1990 201.1 162.9 181. 6 81. 0 210.4 40.4 

주 SlC 3: 전 제조업. SlC 32: 섬유업. SlC 322: 의류업. 
자료: 통계국. 1990. 산업 생산연보. 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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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4%로 중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한국 

섬유제품수출조합， 1991, 11-50), 이러한 내수시 

장으로의 전환은 지속될 전망이다. 

(2) 내수시장 성장의 의미 

수출과 내수의 평균 임가공비를 품목별로 비 

교하면 수출품에 비해 내수품의 평균 임가공비 

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평균 임가공비의 차이 

는 생산품의 질적인 차이에서 생겨날 수도 있지 

만 개별 스타일당 평균 생산규모의 차이에서 기 

인한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의류시험검사 

소， 한국봉제파학연구소， 1991, 10-11). 

한 스타일당 생산규모가 축소되면 의류업체는 

자주 생산품목올 바꾸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 

게 된다. 봉제과학연구소의 사례연구(한국봉제 

과학연구소， 1992)에 의하면 생산품목이 자주 

바뀔 경우 생산의 능률성에 영향올 미쳐 적정 

기업체 규모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품목， 작업소재， 개인별 능력 둥 작업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의 생산성에 도달하기 위해 

서 일반적으로 약 17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생산오더가 1주일 작업 분 

량에 지나지 않는다면 생산성이 최고치에 도달 

하기 전에 작업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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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에 따라 생산조직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올 알게 된다. 

3. 생산의 외부화 
지난 8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의류산업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특정은 급격한 생산의 외부 

화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입가공업체의 수적 증가와 업체규모의 전반적인 

축소라고 할 수 있다(표 2, 표 3). 

생산의 외부화는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분리 

로 구분된다. 한 상품의 생산과정올 면밀히 살펴 

보면 이 상품의 생산이 여러 상품의 조합과 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생산라인에서 여러 공정들이 결합될 때 경쟁성 

이 확보되고 따로 분리해서 생산될 때에 비해 

경제적이면 범위의 경제가 실현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범위의 불경제가 나타나게 되 

면 생산의 수직적인 분리가 일어나서 생산공정 

중 일부를 외부에서 생산하게 된다(Scott， 1988a, 

26-43). 시장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하게 될 경우 

고정된 생산설비를 갖고 있는 개별 업체들은 시 

장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웅하지 못하게 되 

는데 이때 수평적인 분리가 이루어진다. 시장수 

요가 고정되어 있올 경우에는 최적의 생산을 항 

투입되게 되므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최고 능력 상 유지할 수 있지만， 시장수요가 지속적으로 변 

의 40%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작업이 교체되어 하고 있올 경우에는 생산량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작업자가 새로운 담당 공정에 익숙해 지기 위해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때 수평적인 분리를 통 

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 단축올 위해 해서 원청업체의 초과셜비를 하청업체가 담당한 

서 생산라인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운영 다. 

해야 된다. 지난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의류산업에서 

최적 조업규모(op디m머 scale)가 감소된 상황 나타난 생산의 외부화는 국내외 산업환경의 변 

에서 시장이 확대될 경우 생산의 수명적 분리가 화와 내수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 과정에서 수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결과 주어진 시장에 대한 명적 수직적 분리를 통해 나타났으며， 규모가 

개별 생산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중가하게 된다 축소된 영세한 하청업체의 외적 결합을 통해서 

(Scott, 1988a, 33-38). 그리고， 개별 생산자들이 

다품종 소량 소비의 시장에 공급하려면 기술적 

으로 내부 유연성올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유 

연성은 대개 생산자간의 상호의존적인 조합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재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분업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Storper and Scott, 
1989, 24). 그러므로 질적인 차별화룰 수반한 

내수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우리나라 의류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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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 수출업체의 생산규모 축소와 

하청업체의 협력화 

우리나라 의류 수출업체들의 전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수나 종 

업원규모 면에서 자체생산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가·방계 공장에 비해 l~}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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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류산업의 연도별 입가공 사업혜수의 비율 및 수입액 

구 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임가공사업체수의 비율(!rtí) 48.5 46.8 54.6 60.2 59.9 64.2 75.9 
수탁제조 수입액(백만원) 252.458 292.698 328.561 421.712 503.365 650.886 770.385 

자료: 경제기획원. 1983, 1988, 산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 1981. 1982, 1984, 1985, 1986, 1987. 1989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표 3. 의류산업의 연도별 사업체당 평균흥업원수. 부지 및 건물연연척 

구 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평균종(m업2)원수( 명 ) 75 70 64 66 62 57 54 48 41 

부지 1,205 1, 169 1, 223 1,009 1, 186 817 722 617 589 

건물연면적 (m2 ) 765 783 692 675 634 568 546 510 504 

자료: 경제기획원， 1983, 1988, 산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 1981 , 1982, 1984 , 1985, 1986, 1987, 1989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청공장의 규모축소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 1991, 11-50). 자체 생 
산규모의 감소는 생산의 외부화에 의해서 점차 

대체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87년 이후부터 대기 

업의 외주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청업체의 생산외부화가 자가방계 공장의 외 

부화에 비해 큰 것은 하청업체로 갈수록 위탁가 

공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올 통해 알 수 있다. 한 

국섬유산업협회에서 수출업체를 영업형태별로 

종합제조업체， 중견전문업체， 하청업체로 구분해 

서 위탁가공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규모 

하청공장일수록 위탁가공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1. 62). 규모에 따라 하 

청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대규모 공장일 

경우 여러 명이 하나의 공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가하는 반면 소규모 하청공장일수록 

한 명이 여러 개의 공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효 

율성이 떨어져 소규모 하청공장일수록 규모에 

맞게 공정을 분리하여 부분품들을 외주로 처리 

하는 것이 생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 내수업체의 생산특성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내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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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매상과 소매상으로 연결되는 재래시장과 

백화점과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고가 브랜드라는 

두개의 큰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80년대 

중반 이후 중저가 브랜드시장이 성장하면서 내 

수시장의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졌고， 이 기간에 

형성된 중저가 시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내 

수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 

(1) 중저가 브랜드:E으|류업체를 사례로 

시장수요가 차별화되고 다양한 경우 생산량， 

생산품목， 그리고 생산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는 시장의 미묘한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일반적인 수요의 

상태와 경제정책에 대한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제품의 특성과 시장에 대한 치밀한 지식이 있어 

야 획득될 수 있다. 소규모 생산공장들은 광범 

위한 정보의 처리능력과 생산과정에 대한 지식 

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원자재의 구입과 상품의 

기획， 디자인， 판매에 전문화된 기업이 필요하게 

된 q(Dei Ottati, 1991 , 66-67). 

브랜드별 시장 세분화 전략， 적소생산(띠che 

production) 그리고， 전국적인 유통망의 확보를 
통해 급속하게 성장한 E의류업체는 그림 2에 



기획 
시장조사 
해외생산 
홍보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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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브랜드 f 생산 B브랜드 f 생산 P브싫드 T 생산 
~ 구매 ~ 구매 ~ 구매 
~ 디자인 ~ 디자인 r 디자인 
」 영업 」 영업 」 영업 

주1. 위 조직도는 E의류업체의 직원과 면담조사한 결과률 이용해서 작성한 것임. 
2. 각 브랜드의 조직은 브랜드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만을 간단히 표시한 것임. 

그림 2. E의류업체의 조직기구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관리기능만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브랜드별 독 

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채산제를 기본적인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있어서 각 브랜드별로 영 

업， 생산， 구매， 디자인을 맡은 부서가 조직되어 

각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사는 생산 

과 디자인 측면에서 중재를 하는 매트릭스제를 

복합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 

하고 있다. 

E의류업체의 생산은 100% 하청생산으로 이 

기 때문에 저임가공비로도 생산올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저임가공비를 받고 생산할 하청공 

장을 확보하기 어렵고 하청공장 확보를 위해 브 

랜드간 경쟁으로 임가공비가 상숭해서 생기는 

불필요한 원가상승을 막기 위해 브랜드간 하청 

공장 관리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브랜드가 거래하고 있는 하청공장과의 거 

래 확보는 암묵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다. 하청공 

장들은 대부분 영세하며 규모가 큰 경우도 종업 

원수면에서 3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루어진다. 하청공장들은 E의류업체의 생산부 및 현재 E의류업체의 각 브랜드가 기획한 상품에 

구매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산품목과 대해서 개별 공장들에 하청을 주게 될 경우 각 

양이 결정되면 하청공장이 선정되고， 선정된 하 공장들은 부분품에 대해서 재하청을 주거나 나 

청공장에서 사용해야 할 원부자재를 생산브랜드 아가서는 가내하청을 결합해서 생산하게 된다. 

의 구매부가 구입해서 넘겨주고 이후에는 생산 

부에서 품질 및 납기 동을 관리하게 된다. 따라 

서， 하청공장은 임가공만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고 볼 수있다. 그리고，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생산해야 하는 경우는 협력업체를 통해 

서 반웅생산(spot production)을 하게 된다. 하 

청공장들의 평균 임가공비는 다른 내수공장들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는데 지속적으로 거래를 확 

보할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확보해 주 

(2) 재래시장 생산업체의 해체: 

평화시장의 업체를 중심으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소득 증대와 이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의류， 패션 부문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재래시장에서 패션브 

랜드， 고급 상품 둥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전환 

되었다. 그리고， 의류수출 부진현상으로 종래 수 

출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내수시장 

표 4. 평화시장 생산업체 종업원의 규모별 분포 

업체수 노동자수 5인 이하 6 - 10인 11 인 이상 비고 (재단만 운영) 

35 개 228 명 14 개 14 개 6 개 12 개 

주: 노동차수의 경우. 1 개 사업장의 노동자수가 빠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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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의류업체의 생산외부화 

은 치열한 경쟁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의류업체들은 시장 세분화전략을 도입하면서 

수많은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고 재래의류시장 

은 점차 경쟁력올 상실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래의류시장은 남대문 

시장， 명화시장， 동대문시장 퉁이다. 여기에서는 

S영화시장을 중심으로 재래시장의 생산과정의 변 

화률 살펴 보고자 한다영화시장의 경우 지난 

88년 1l97ß 업체에 1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작업 

하고 있었으나， 92년 현재는 업체수 35개， 노동 

자수 230여명으로 감소했다(표 4). 

전반적인 업체수의 감소와 종업원 규모의 축 

소는 재래시장의 생산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재래시장은 재단사가 재단한 천을 미싱사 

와 시다로 구성된 2인 1조의 봉제 작엽을 통해 

생산이 진행되고， 생산된 양에 따라 임금이 지 

불되는 “객공제”가 보편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임금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전반적인 산업환경 

의 변화와 재래시장의 경쟁력 감소로 생산자들 

은 점차 자체 생산올 축소시키고， 미싱을 단위 

로 2인 1조 씩 분할된 가내하청을 통해 생산을 

하게 된다. 평화시장에 남아 있는 35개 업체 중 

127ß 업체가 재단사와 재단보조만올 유지하고 

전 생산량을 하청으로 돌리고 있다. 어떤 업체 

는 재단도 따로 독립시켜 업주가 원자재와 부자 

재률 공급하면 재단사가 하청업체를 연결해서 

생산한 후 완제품올 납품하는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자체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도 종업원 

규모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미싱 1대 내지 2대 

정도를 돌리고 대부분의 물량을 하청으로 생산 

하고 있다. 가내하청을 생산에 결합시키는 외부 

화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재래시장 생산업 

체들의 생산규모 축소와 생산과정 자체의 해체 

는 가속화될 것이다. 

3) 하청업체의 쩨하청: 가내하청과 
‘부속공장” 

하청업체들은 봉제공정의 일부분을 외부화하 

는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복제조공정은 재 

단-봉제-완성이라고 하는 세가지의 중요한 공 

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봉제 공정 자체도 부분 

품 봉제와 조립 봉제로 나누어진다. 한국의류시 

험검사소와 봉제과학연구소에서 1207~ 의류업체 

를 조사한 바에 따르띤 전체공정 중 부분공정을 

외주로 활용하는 업체가 전체의 73%에 해당한 

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의류시험검사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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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휴산업의 지역벌 연도별 
사업체수와 훌하액 

단위: 개， 백만원 (%) 

연도 전국 서율 (116) 인천경기(%) 

1983 3854 2133(55.4) 380( 9.9) 
1984 3854 2139(55.5) 396 (10.3) 
1985 3846 2234(58. 1) 427 (11.1) 
1986 4153 2523(60.8) 475 (11. 4) 
1987 4376 2857(65.3) 383( 8.8) 
1988 4817 3277(68.0) 420( 8.7) 
1989 4915 3388(68.9) 462( 9.4) 

1983 1866555 867953(46.5) 398232(21.3) 
1984 2265084 1122290(49.6) 435833(19.2) 
1985 2342932 1136640(48.5) 468598(20.0) 
1986 2895693 1472705(50.9) 526903(19.0) 
1987 3646005 2035006(55.8) 619515(17.0) 
1988 4098943 2337727(57.0) 697677(17.0) 
1989 4244497 2643842(62.3) 649628(15.3) 

자료: 경제기획원. 1983. 1988. 산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 1984. 1985. 1986. 1987.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국봉제과학연구소， 1991, 13). 
봉제공정 중 일부분을 외부에서 생산해서 조 

립하는 유형의 생산 방식이 차츰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의류생산의 경향이다. 부분품의 하 

청생산은 기존의 공장에서 독립한 생산자가 운 

영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대개 이루어지는데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무둥록 공장이다. 그리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 노동력만을 생산 

에 투입하는 가내하청도 상당히 이용되고 있다. 

재하청의 경우， 공정별로 볼 때 봉제본공정 중 

부분봉제와 완성가공 부분이나 기술적으로 간단 

한 것들 예를 들면， 안감이나 풍판， 주머니 둥 

의복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위탁생산하는 

경우가 높다. 종사자들은 이런 공장을 이른 바 

“부속공장” 이 라고 부른다. 

하청업체들은 부분품에 대해서 재하청을 하기 

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제품 전체를 재하청하기 

도 한다. 내수품 생산의 경우， 완제품에 대한 재 

하청은 대개 ‘외부객공’올 이용하는 형태로 나 

타난다. 즉， 한 벌당 임가공비 얼마씩으로 계산 

해서 ‘선생님과 제자’로 구성된 외부객공올 생 

산에 결합하게 된다. 그리고， 공장 형태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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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도벌 규모벌 지역벌 사업체 분포 

1 980 1 985 1 990 
구분 

전 국 서 율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계 4245개 71. 7 44427~ 82.8 59437ß 78.0 

5- 9 60.5 70.8 35.3 90.1 26.5 93.4 
10-15 13.2 87.3 19.2 95.9 17.2 88.7 
16-29 6.5 90.6 12.7 92.2 21. 2 82.8 
30-49 4.0 78.1 9.5 80.8 16.1 69.3 
50-99 5.6 73.5 11. 5 71. 2 11. 9 50.6 

100-199 4.8 51. 7 6.7 48.8 4.6 46.2 
200-299 2.6 29.1 2.4 38.7 l. 2 4l. 4 
300이상 2.8 60.8 5.1 35.1 2.5 43.3 

주1. 전국비율(%): 계에 대한 규모별 비율 
2. 서울비율(%): 전국 대비 서울의 비율 

자료: 노동부， 각년도，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라인올 갖춘 업체에 재하청을 하기도 하는데 이 

런 경우 재하청업체는 또 다시 부속품의 생산을 

인근의 가내하청업체에 위탁하게 된다. 

앞서 논의된 것올 기초로 지난 80년대에 우리 

나라 의류산업의 생산조직이 변화된 것올 그림 

으로 나타내면 그림 3파 같다. 

m. 산업공간의 쩨구성: 서울시 의류 
업체의 입지변화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 

1. 서울로의 집중과 서울내의 분산 

1) 서울로의 집충 

의류업체와 출하액의 전국대비 서울 및 수도 

권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80년대에 

점차 서울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울로의 집중은 경기·인천 동 기타 수 

도권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서울에만 한정되 

어 나타녔다(표 5) , 종업왼 규모별 분포를 살펴 

보면 소규모 업체일수록 전국대비 서울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80년대 후반 

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진다(표 6). 

우리나라의 의류산업은 대체로 대도시에 집중 

해서 성장했다. 이것은 대도시 지역이 인력확보 

및 원부자재 구매가 용이하고 도매상，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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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제품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제품의 운송 

과 제품수주가 원활하다는 입지적인 이유와 의 

류산업이 타산업과 달리 공해배출산업이 아니며 

종업원당 점유면적이 작은 도시산업형이라는 산 

업적 특성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산업연구 

원， 1989, 46-47). 서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 

법과 건축규제법 그리고 공업배치법과 같은 정 

부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집중되었기 때문에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도시는 소기업이 입지하기에 유 

리한 요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여겨졌다. 즉， 기 

존 건물의 이용， 도시내의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노동시장의 이용， 정보입수의 용이 둥 여러가지 

유리한 점들 때문에 소자본의 잠재기업가들이 

대도시에서 쉽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신규제품의 개발단계에서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인력 및 과학자， 기술 및 시장정보에의 접 

근성， 외부경제효파 둥이 매우 중요한 입지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도시를 입지지역으로 

선돼하게 된다(박삼욱， 1990, 11-18). 그리고， 다 

품종 소량 소비로 수요가 특정되는 경우 시장정 

보에의 접근성과 숙련 노동력의 확보가능성으로 

인해서 대도시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Park， 

1992).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류산업이 서울로 

집중된 배경에는 이러한 노동시장파 정보 및 도 

시하부구조와 같은 입지요인들이 생산의 외부화 

로 특징되는 의류산업의 변화와 이 변화를 매개 

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생산이 외부화되면 거래비용이 중가하게 된 

다. 외부화된 거래비용은 좁은 의미에서는 공장 

간 물자의 이동과 생산관리비용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거래 행위를 지속시키기 위해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원청업자들 

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거래비용의 증가 

가 발생하고 양자간에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없어서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하청업 

자들은 가능한한 원청업자 주위에 집적하게 된 

다. 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에 가입된 수출업체 

본사 618개 중 85.5%인 543개가 서울에 입지해 

있어서(한국섬유제품수출조합， 1991, 11-50) 외 

부화된 생산단위들의 서울 집중은 원청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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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집중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분업 관계의 변화와 

국내생산여건의 악화 다품종 소량 소비의 내수 

시장으로의 전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의류 

업체가 이러한 상황에 적웅하는 과정에서 소규 

모화되고 하청이 강화되어 네트워크의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서울로의 집중이 이루어졌 

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2) 서울내의 분산 
의류산업의 생산조직 변화로 말미암아 서울로 

의 집중 현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서울내부 

에서도 입지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입지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의류업체와 종업원수의 

집중계수(C)를 각 년도별로 계산했다‘ 각 구별 

의류업체수와 종업원수의 차이의 평균(D)을 구 

해서 각각의 평균(M)을 두배한 값으로 나눈 값 

이 각각의 집중계수(C)인데， 1에 가까울수록 집 

중된 것이다. 계산 방법은 다음 식과 같다. 집중 

계수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의류업체와 종업원수 두가지 변수 모두 

서울내에서 지속적으로 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N N 

D = N-2 L L I Xi - Xj I 
i=l j=l 

(D : 변수간 차이의 평균 

(Gini mean difference), 
N: 변수의 수(number of v따iates) ， 

i와 j : 각 구， 

X: 각 구의 의류업체수와 종업원수) 

c = 띄- (M: 평균 C: 집중계수) 
2M 

전반적인 서울내의 분산이 갖고 있는 의미를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극적인 의미로 

는 외부화된 생산단위들이 도심의 높은 지대를 

피해서 도시 주변부로 빠져나갔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의류업체는 종업원 규모면에서나 자 

본금 규모면에서 상당히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러한 영세성은 전체 의류업체의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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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서울시 의류산업의 년도벌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의 접충계수(C)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사업체수 
종업원수 

0.648567 
0.520025 

0.551196 
0.474383 

0.537791 
0.459472 

0.594259 
0.480196 

0.516045 
0.429583 

0.423966 
0.397564 

자료: 노동부. 각년도，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가 임대업체인 것에서도 잘 파악되고 있다(산업 

연구원， 1989, 48-49). 서울시의 경우， 종업원 규 
모면에서 의류업체의 영세성이 전국적인 경향보 

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표 6). 그리고， 우리나라 

의류업체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입지하고 있는데 

이들 도시지역 입주업체의 74%가 무둥록공장이 

어서 각종 도시공장 입주규제시책에 따른 불이 

익을 받고 있고 정부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 

고 있어서(산업연구원， 1989, 50) 영세성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서울지역의 임차료가 평균 

35.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중소기업협 
동조합， 1991, 13), 이러한 임차료의 상승으로 
생산비용에 압박올 받게 되고 도심의 높은 지대 

를 지불하기 힘든 의류업체들이 점차 주변으로 

이전하게 된다. 

한국 어패럴 봉제협회에서 1988년에 의류업체 

의 공장입지 선호경향을 파악한 것에 따르면 웅 

답 업체의 56.6%가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해서 서울을 입지지역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 중 62.9%가 노동력 확보의 용이라 

는 이유때문에 주거지역을 입지 희망지로 선돼 

하고 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89, 401). 이 

사실로 볼 때 서울의 각 의류 중심지로부터 외 

부화된 생산기능들이 도시 주변으로 분산하게 

된 것에는 적극적으로 주거지역의 저임금 노동 

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는 것올 알 수 있다. 

2. 노동력 구성의 변화 
1) 저임금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 

지난 80년대에는 섬유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직 

노동력이 부족해서 각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 

는데， 의류산업은 인력 부족율이 30%에 달해 

다른 섬유산업에 비해서도 생산직 노동력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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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섬 

유산업연합회， 1991, 39).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대체노동력의 확보가 의류업체들의 중요한 전략 

으로 둥장했다. 그러나 임금상숭을 통한 노동력 

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 

에 저임금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했다. 

2) 남성노동력의 상대적 증가와 
여성노동력의 고령화 

서울시의 의류산업 노동력의 절대수는 1988년 

까지만 해도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서울시 의류산업 노동력 구성의 변화에 

서 나타나는 두가지 뚜렷한 경향때문이다. 첫째 

로 나타나는 것은 남성노동력의 상대적인 증가 

이고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성노동력의 고 

령화 경향이다(표 8). 

먼저， 남성노동력은 지난 10년 동안 상대적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 

국 의류산업이 기계화되면서 여성노동력이 상대 

적으로 감소하고 남성노동력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올 의미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생산이 외부 

화되면서 외주를 관리하는 영업직 사원이 증가 

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올 수 있다. 섬유산업연 

합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판매영업직 사 

원의 비중이 지난 91년 4.3%에서 92년에 7.5% 
로 증가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2). 
여성노동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지만 고령의 

여성노동력은 상대적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 보면 대개 주부 

충이라고 볼 수 있는 30대와 40대이상의 여성노 

동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이촌향도한 노동력에 의 

해서 이루어지던 초기의 노동력 재생산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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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울시 의류산업의 년도별 년형벌 성벌 노동자수 
단위 : 명. % 

연도 계 18세미만 18-24세 25-29세 30-39세 40세이상 

1980 89701 (73.7)1 5.42 (92.9) 65.1 (85.3) 13.8 (53.6) 9.3 (35. 1) 6.4 (39.3) 
1982 105518 (74.8) 5.7 (92.3) 65.7 (84.7) 14.2 (55. 7) 8.2 (38.3) 6.2 (46. 1) 
1984 115524 (71. 8) 4.8 (92.7) 61. 6 (82.1) 17.4 (57.6) 9.6 (39.2) 6.6 (45.6) 
1986 128067 (70.4) 2.9 (92.5) 53.5 (83.5) 22.6 (60.4) 12.9 (42.6) 8.2 (48.9) 
1988 151782 (66.4) 2.4 (85.1) 48.0 (79.3) 23.7 (59.7) 15.2 (42.0) 10.7 (53.2) 
1990 141605 (62.9) 1. 6 (83.9) 39.3 (80.0) 26.5 (55.6) 19.0 (41. 7) 13.7 (55.0) 

주1. 전체 노동력에 대한 여성 노동력의 비율 
2. 전체 노동력 수에 대한 연령별 비율 

자료: 노동부. 각년도，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주부노동력올 생산에 투입시킴으로써 저임금노 

동력올 재생산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개인노동자의 임금 

은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 

나 노동자 가족은 가족구성원 복수의 소득활동 

으로 소득결합을 통해 부족한 재생산 비용을 보 

충해야 하는 노동력의 가치분할 현상(장하진， 

1990, 60-81)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 

가족 중 하충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어서(조은， 조옥라， 1992, 40; 조은， 1990, 

178-206) 주부노동력이 생산 투입에는 우리나라 

의 높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생산의 외부화와 서울시 주변의 
의류업체 밀집지역 형성 

생산이 외부화된 결과 의류업체들이 전반적으 

로 서울에 집중하고 서울에 집중한 업체들은 서 

울시내의 주변에 분산 분포하게 되었으며， 이러 

한 변화와 더불어 의류산업 노동력의 구성이 달 

라졌음을 살펴 보았다. 생산조직의 변화와 입지 

변화 그리고 노동력 구성의 변화는 서로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올 것이라는 추측올 쉽게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 주변지역 특히， 주거 

지역에 입지한 의류업체들에 대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계 메카니즘올 밝혀 

보고자 한다. 

1) 하청업체들의 재하청 

하청업체들은 안감 이나 주머니 퉁과 같은 부 

분품을 가내하청이나 다른 하청공장에 외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공정 상의 수직적 

분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청공장 

이 이용하고 있는 재하청 업체들은 <표 9>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공장이 위치한 동에 

입지해 있다. 단추구멍 공장이나 다림질과 포장 

을 하는 완성공장들 그리고 자수공장과 같은 

전문공장들이 봉제공장들 사이사이에 입지해 있 

으면서 봉제공장의 물건을 받아 작업을 하는 경 

우도 있다. 이것은 생산의 공정별 외부화가 재 

하청에 의한 부분품 하청 뿐만 아니라 전문 공 

정의 독립으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의 외부화 결과 서울시 주 

변지역에 의류업체의 접적이 나타나는 데에는， 

표 9. 하청업혜둘이 거래하는 쩨하청 업체의 분포 

계 공장이 위치한 동 기타 같은 구 기타 서올 인접경기 

89개(1 00%) 557~ (61. 9%) 11 개(1 2.4%) 16개 (1 8. Ü"Aí) 7개 (7.9%) 

자료: 껄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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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생산지에서 외부화된 생산올 담당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입지한 하청업체들이 분리된 

생산공정을 공장 주변의 재하청 업체들과 전문 

부속공장들올 결합시 켜 생산할 수 있다는 점 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하청업체 노동력의 특징 
주거지의 여성노동력들이 하청업체와 관련을 

맺고 생산에 참여하는 형태는 두가지로 나타난 

다. 하나는 직접 공장에 출근해서 생산하는 경 

우이고 또 하나는 가내하청의 형태로 생산에 참 

여하는 경우이다. 직접 공장에 출근하는 경우는 

근무시간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즉， 출근과 둥교 

가 이루어진 후인 9시부터 빠르면 6시， 늦어도 

7시에서 8시 사이에 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작업량이 많아지는 경우 간혹 늦게까지 작업 

하는 경우도 있었다. 셜문조사한 업체에 종사하 

는 여성노동력 809명중 주부노동력은 4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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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에 달한다. 결국， 이들 노동력들은 가사 

노동과 생산노동올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 

에 집에서 가까운 공장에 출근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고 출퇴근 시간의 보장이 중요한 요인으 

로 둥장하게 된다.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노동력 

들에 대한 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논 것은 고 

령의 여성노동력일수록 공장이 위치한 동이나 

같은 구에 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이다. 그리고， 젊은 여성노동력일수록 상대적으 

로 공창으로부터 먼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 

성노동력은 여성노동력에 비해 거리의 제약올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10). 

가사일로 인해서 공장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가내하청으로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 

한 형태로 생산올 할 경우 보험이나 연금 풍 간 

접생산비가 줄게 되어 공장측으로서도 이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세업체는 가내하청올 이 

용할 경우 판리사원올 따로 채용해야하는 부담 

표 10. 하청업체때 종사하는 노동력의 성벌. 연령벌， 거주지별 분포 
단위 ; 명% 

계 25세 미만 25-30셰 31-40세 

계 1072(1 00 ) 261(24.3) 253(23.6) 339(3l. 6) 

총 계 남 263(100) 3402.9) 83(3l. 6) 105(39.9) 

여 809 (1 00) 227(28. 1) 170(2l. 0) 234(28.9) 

공장이 위치한 동 남 104(100 ) 17(16.3) 34(32.7) 44(42.3) 

여 467(100) 99(2l. 2) 85(1 8.2) 153(32.8) 

공장이 위치한 남 79000 ) 7( 8.9) 28(35.4) 33( 4l. 8) 

동올 제외한 
같은구 여 204 (100) 64(3l. 4) 54(26.5) 52(25.5) 

기타 서울지역 남 67(100) 700.4) 18(26.9) 24(35.8) 

여 105(1 00 ) 46(43.8) 25(23.8) 27(25.7) 

서울에 인접한 남 13(1 00 ) 3(23. 1) 3(23.1) 4(30.8) 
경기지역 

여 33(1 00) 18(54.5) 6(1 8.2) 2( 6.1) 

주1. 괄호 안의 비율은 계에 대한 연령별 비율임. 
2. 위의 자료는 서울시 주변부의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44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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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219(20.4) 

4105.6) 

178(22.0) 

9( 8.7) 

130(27.8) 

1103.9) 

3406.7) 

18(26.9) 

7( 6. 7) 

3( 23. 1) 

7(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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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기 때푼애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소 큰 업체나 가내 하챙율 전문척으로 이용하 

는 업채의 청우만 가내하청 이용율이 높게 나타 

난다. 판악구 지역애 위치한 한 공장옴 종업훤 

수가 남자 3명， 여자 5명얘 불과한 영세업체이 

지만 3군데 하청공장과 15궁데 가내하청율 생산 

에 연결한 하청울 전품척으로 이용하는 업채로 

거래하청공장 충에는 부천애 위치한 것도 있었 

다. 따라서， 하청공장율 천문척으로 이용할 경우 

관리의 효율성이 충가하여 어느 정도 거리 극복 

농력이 나타난다고 불 수 있다. 

그 외에 시간제 노동력이나 임시고용의 이용 

을 고려할 수 있는데 부분품율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는 이런 노동력을 기슐적으로 이용할 수 있 

지만 봉제공장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이용이 불 

가능한 것으로 나타녔다. 봉제공장의 경우 임시 

칙이나 시간제 노동력올 생산에 루입할 경우 전 

체 생산라인이 이들 노동력에 맞휘서 운영되어 

야 하기 때문에 후입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 

식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하청업체의 노동력 륙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폰의 생산단위률로부터 외부화 

된 생산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이 서울시 주변 

지역으로 분산하게 되는 과정에는 주거지역 즉， 

공장 주변의 고령의 주부노동력틀을 공장에 칙 

접 출근시키거나 가내하청의 형태로 생산에 결 

합시킬 수 있다는 점이 충요하게 작용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 추변의 밀집지역 혈청 

서율시의 주변에 의류업체들이 밀집되는 과정 

에는 서울로의 집중과 서울내의 분산이라고 하 

는 입지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롤 매개한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앞에서 

논의된 것들율 기초로 의류업체의 밀집지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산조직과 입지적 폭성을 관 

련시켜서 정리해 보면 다옵과 갈다. 

풍부한 노동시장과 대규모의 소비시장이 형성 

되어 있는 서울의 입지적 륙성과 하청생산의 

강화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로 륙정되는 생산 

조직의 변화의 결과 기존의 생산단위로부터 외 

부화된 개별 하청업체들온 다른 지역에 입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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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옷하고 서울에 입지하게 된다. 그 결과 서울 

이 차지하는 의류업체의 비중이 상대적， 절대적 

으로 중가하면서 의류업체의 서울시 집중이 나 

타나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저임금 노동력의 사회적 재 

생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 

고， 대체노동력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되었다. 이 

런 상황에셔 서울시의 입지적 륙성파 의류산업 

의 생산조직척 륙성은 서울내의 분산과정에도 

그대로 작용하게 된다. 주거지의 기혼 여성노동 

력이 저임금 노동력의 주요 공급원으로 나타나 

게 되었고， 외부화된 생산단위들인 개별 하청업 

체들은 부족한 저임금 노동력올 이들 주부노동 

력으로 대체해서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가사노 

동과 생산노동을 동시에 해야하는 주부노동력은 

그 륙성상 가까운 공장에 출근올 해야하는 부담 

을 갖고 있어서 하청업체들은 이들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의 주거지역에 분산된다. 결국， 대도시 

의 높온 노동력 재생산 비용올 일부 분담해야 

하는 주부노동력이 생산에 결합됨으로써 60, 70 
년대의 이촌향도률 통해 형성된 저임금 노동력 

과는 다른 유형의 저임금 노동력 재생산이 이루 

어지고， 이들 주부노동력들이 생산에 결합되면 

서 서울시의 주변 지역에서 의류업체들의 밀집 

지역들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서울내의 주변 

부로의 분산은 부분품의 재하청과 전문공정의 

재하청에 의한 생산공정의 외부화 그리고， 기존 

생산지의 임대료 상숭파 같은 생산여건의 악화 

에 의해서 가속화된다. 따라서， 의류업체의 서울 

로의 집중과 서울내의 분산과정은 서울의 입지 

적 륙성파 의류산업의 생산조직의 변화가 맞물 

려서 나타난 현상이며， 저임금 여성노동력이 생 

산에 결합되면서 주변부의 주거지역에 의류업체 

의 밀집지역이 점차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IV. 결 론 

90년을 전후해서 의류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지 

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계속 연재되면서 의류산 

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업체들은 

생산자동화나 해외생산올 통해 이런 상황에 대 



처하려고 하지만， 업체의 영세성과 인식부족으 

로 역부족이다. 의류산업과 같이 생산이 외부화 

되면서 서울과 갈온 륙정 지역에 집중된 산업의 

경쟁력율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 

적인 환경의 창출이 중요한데， 진정한 혁신은 

기업과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환경과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올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환경을 보다 혁신적인 것으로 만 

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올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조건과 지역 내부의 사회구조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역동성올 일으킬 수 있는 조건올 

창출해야 한다. 결국 산업환경의 변화로 외부화 

된 생산이 지역내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생 

산단위들간의 연계가 강화될 때 혁신적인 환경 

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한 지역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었을 때 대개의 경우 그 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생산의 수평적， 수직적 분리를 통해 주 

어진 생산 공정의 한개 혹은 몇개의 단계에 전 

문화된 소규모 기업들의 네트워크 체제에 기반 

해서 이태리률 비롯한 몇몇 선진국에서는 최근 

에 "diffuse indusσialization" 혹은 "flexible 

specia1ization" (Inzerilli, 1990, 3-5)으로 지 속적 

으로 생산올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위기의 포디즘올 넘어셜 수 있 

는 門’ (Leborgne and Lipietz, 1991, 27)이나 

‘새로운 자본주의 경관'<Scott， 1988b, 202)이라 

고 말하고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이러한 지역 

의 얼명을 대부분 소규모의 역동적인 기업들이 

향유하는 경제적인 혜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만 이후의 연구들은 기업외부화된 규모의 경제 

가 아니라 지역화된 즉， 경쟁과 협동의 균형잡 

힌 조화를 그리고， 가격 경쟁이 아니라 상품혁 

신과 공정혁신올 통한 경쟁올 보장하는 조직형 

태에 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Lorenz， 1989, 

122-132). 그러므로， 우리나라 의류산업에 나타 

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화된 각각의 

생산단위들과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노동자 

들의 신뢰와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적 생산체 

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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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abor Composition in the Apparel Industry in Seoul 

jeonghyeop Lee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Under the rapid changes of industrial environments, every enterprise should cope with the 

dynamic situation through organizational and locational changes. The rise in production costs 

resulting from such factors as wage increases, excessive labor disputes, etc. makes 

disintegration of production, and accordingly this disintegration allows each enterprise to use 

labors in the pe디pher.머 region. However, extemalization of production and spati머 concentration, 

which are responses to the fluctuatíng demand, result in locational dynamics. And each 

enterprise puts into production the labors directly from the adjacent region where it is located, 

not from the outside of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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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interprete the locational changes in apparel industry in Korea - a 

concentration in Seoul and a dispersion within Seoul - with s야cific relatíon to the changes in 

labor composition. For this purpose, changes in production organization, and mechanisms that 

the changes are reflected in space are investigate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1.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in the world market and aggravatíon of conditions in 

domestíc production, especially the shortage in cheap labor, make apparel manufacturers divert 

to the domestic market. Concurrently, these processes give rise to such changes in production 

organization as a reduction in scale and an intensification of subcontracting production in 
apparel indusσy. 

2. These changes in production organization are immediately reflected in space: a 
concentration in Seoul and a dispersion within Seoul. Furthermore, these changes also cause a 
change in labor composition. In consequence of extemalization of production, women in their 

thirties or beyond in residential areas play an important role in labor supply. Therefore, most 

production units are, in pursuit of the cheap and available labor, located in the areas where 

they are concentrated. 

A production organization, or "a regional complex of production" which would emerge ìn the 

changed space of production, is characterized by productìon networking among small units. 

However, small establishments are limited in their abìlity to actively cφe with the situation. 

Hence, entrepreneurial environments which will lead to an autonomous networking should be 

encouraged. 

Keywords: extemalization of production, subcontracting, spatial concentration, spati떠 

dispersion, changes in labor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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