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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봉제 산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봉제산업의 

규모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거시적인 변수로 정책요인과 

과업요인과의 관련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션 

브랜드, 봉제기업, 프로모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봉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 자원을 파악하고 봉제 기업의 진화 

과정을 공진화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의류 봉제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봉제산업과 관련 의류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1에서는 봉제산업의 규모와 주요 거시적인 변수들 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봉제산업의 규모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체 

봉제산업과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으로 나누었다. 정책 요인으로서 

최저임금을, 과업 요인으로는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과 패션 브랜드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결과 최저임금은 

전체 봉제산업과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에 영향을 1년의 시차를 

두고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확인되었다. 과업 요인으로 의류 

도매산업은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 마이크로 고용자 수는 2년 

시차를 두고 도매 산업 매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봉제 

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최저 임금제도 외에도 

다양한 정책요인, 기술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최저임금제도 외에도 하도급 법, 주 5일 근무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의 경우 거래의 공식화를 통해 봉제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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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업무속도는 저하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요인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밝혔다. 

연구문제 2에서는 봉제산업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거래자원을 

관찰하고 봉제 기업의 거래 기업과의 협력 과정에서 변형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봉제 산업의 진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봉제기업의 주요 거래 

자원은 크게 물리적 자원, 인적자원, 조직자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자원의 경우 공장의 위치 및 기기 설비가 주요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은 최고 경영자와 숙련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산업은 최고 경영자가 다방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숙련공은 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기술력을 결정하는 주요인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직 자원은 작업지시서 이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생산품질과 납기일을 지키기 위한 위험관리 능력, 제품 생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반응생산 능력이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조직 자원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봉제산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봉제기업의 진화 

과정을 공진화 양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내 봉제산업은 

크게 대량 생산체제를 갖춘 봉제기업과 소량 생산 체제를 갖춘 

봉제기업들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생산 

봉제기업의 경우 생산 수량 및 단가, 가격을 고려한 제품 품질, 반응 

생산에 적합한 방향으로 기업이 진화하고 있었다. 소량생산 봉제기업의 

경우 고난이도 제품 생산과, 높은 제품 품질, 빠른 재생산에 적합한 

형태로 기업이 진화하고 있었다. 대량생산 봉제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에 

특화된 형태로 인적 자원과 조직 자원이 발전해 나아갔으며, 소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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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기업의 국내 생산에 특화된 형태로 진화해 나아갔다. 특히, 국내 

생산의 경우 빠른 생산을 위하여 물리적 자원 중 공장의 위치를 패션 

브랜드 본사와의 거리, 원부자재 수급 업체들의 위치를 고려하여 

재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봉제기업들의 진화과정에서 변화된 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원의 선택과 변화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봉제기업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화에 적합한 자원의 선택과 판단은 최고 경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제품품질, 위험관리, 반응생산과 관련된 조직 

자원은 매뉴얼화 및 조직화를 통해 변화된 자원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에 적합한 형태로 봉제기업이 

진화하지 못하였다면, 봉제기업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어 퇴출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관계를 통한 진화과정에서 공진화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공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진화 진입조건이 

있는 것을 밝혔다.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사이에서 관찰되는 공진화 

진입조건은 관계 자원 축적을 통해 얻어지는 신뢰와 커뮤니케이션과 

봉제기업 체제에 적합한 주문 물량, 결제 조건과 같은 거래 기업 

적합성이 있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류산업에서 봉제기업과 패션 

패션브랜드 간의 공진화 성과로는 지식교환, 경험 최적화, 비수기 수량 

제공, 거래기업에 대한 투자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 봉제산업은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봉제기술력, 봉제 

노하우와 같은 것들은 성문화 또는 전산화 과정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봉제기술력은 봉제장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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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참여하여, 같은 기업 구성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젊은 인력이 봉제산업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봉제기술력을 

전수받을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에 영향을 받는 열악한 근무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봉제기업의 임가공비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주도적으로 봉제 장인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관리하여, 

봉제 단계에서 해당 장인이 제품을 생산하면 그에 걸맞는 임가공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 가격상승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분야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공진화 이론을 

봉제산업에 적용시켜 환경 요인을 고려한 봉제기업의 진화과정과 패션 

브랜드와의 상호협력적 공진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으로 기업의 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확장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봉제산업, 의류 제조산업, 공진화, 패션산업, 패션 브랜드 

학  번: 201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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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대한민국 의류산업은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의류 제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미드스트림 산업,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 관리하는 

다운스트림 산업, 의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업스트림 

산업들이 포함된다. 의류 제품을 기획하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기까지 

다양한 산업들이 가치사슬로 연결 되어있다(유혜경 외, 2012).  

그 중에서도 의류 제조 영역을 담당하는 미드스트림 산업군은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조 기업들로 구성되어있다. 전국적 

유통망을 갖춘 유명 브랜드와 디자이너 브랜드와 같이 패션 브랜드를 

소유하고 의류제품을 기획 디자인하는 기업들이 포함되며, 이들 

패션브랜드와의 계약에 따라 의류생산 업무를 위탁받아 의류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도 포함된다(안영실 & 김희선, 2018). 의류제조산업에서 

관찰되는 협력업체는 프로모션, 임가공 기업, CMT 기업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임가공 기업과 CMT 기업은 KSIC14 산업표준통계 정의에 

따라 봉제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임가공 기업은 봉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 CMT 기업은 부자재를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봉제 가공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 2019). 

한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의류 제품을 자아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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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맹리선 외, 2009). 의류산업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패션 

브랜드는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류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패션브랜드는 

이러한 환경변화의 대응책으로 아웃소싱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다(김일 

& 이정찬, 2004). 소비자들의 급변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자원을 제품디자인, 제품기획과 같은 핵심 가치 창출 영역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효율성 재고를 위한 전략으로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아웃소싱 체계를 강화시켰다. 패션 브랜드는 

봉제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기계비, 인건비와 같은 지출이 

높은 고정비를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따라서 협력적 관계에 

있는 봉제 기업들의 역할 및 기능이 의류 제조산업 내에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의류 제품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로서 봉제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되는지 해외에서 진행되는지에 따라 패션 브랜드는 다양한 

기획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방영진 & 최선형 2015). 해외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비용에 대한 이점이 생기지만 기획으로부터 리드타임이 

길어지는 단점이 생긴다. 반면에 국내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을 이용하면 

빠른 생산이 가능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거래관계에 있는 봉제기업의 봉제작업이 자사 소유공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외부 공장에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생산 

품질과 납기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자가 공장을 보유한 

봉제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빠른 납기와 고품질 의류생산이 가능해지고 

협력적 형태 봉제 공장을 가진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대량생산이 가능해진다(안영실 & 김희선, 2018).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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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다양한 기획전략에 따라 봉제기업의 생산 위치와 운영방식이 

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류 제조산업 중 다양한 형태의 

봉제 기업들로 이루어진 봉제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봉제 

산업 중심으로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재 봉제산업은 대외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값싼 노동력이 기반이 

되는 생산력과 제조 선진국들의 기술 기반의 생산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제도, 주52시간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메르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는 국가별 생산과 교역정체를 심화 시키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실질적으로도 해외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원부자재 조달에 차질에 발생하여 생산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조은혜, 2020). 미래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봉제산업의 구조와 

변화를 규명하는 기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의류산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패션 브랜드와 유통업체(백화점, 점포)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거나 관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김미란 & 홍병숙, 2005; 

이수진 외, 1997). 일부 봉제기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봉제기업의 생산 공정에 따른 지리적 분포와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의를 밝히고 있거나(강혜주 & 최동혁. 2019; 장미진 & 

양승우, 2015), 봉제 기술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권성하, 

2009). 또한 봉제 기업의 의류 산업의 공급사슬의 구성 요소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경훈 & 

박재옥, 2007; Cha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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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봉제산업은 패션 브랜드와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전략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봉제 기업의 생존 위협은 패션 

브랜드 생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의류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진다. 산업 경쟁력에 대한 최근 연구 흐름은 

산업을 관련 사업과의 관계, 혹은 기업과 기업간 네트워크 등 단위로 

분석하고 있는 추세이다(신동엽, 2002; 최병준 외, 2013). 국내 

봉제산업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래 관계를 

하나의 기본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경영학 분야에 적용된 공진화 이론은 기업의 진화는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은 양방향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Ehrlich & Raven, 1964). 기업은 

제도, 기술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자원의 선택과 변화과정을 

통해 진화하며, 변화한 자원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업은 파트너 기업과 공진화를 통해 산업 

내에서 진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봉제산업 역시 

최저임금제도, 주5일근무제도와 같은 정책적 요인 및 기술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김영민 & 강은영, 2016; 정우균, 

2019). 공진화 이론을 통해 봉제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봉제기업이 어떠한 양상으로 패션 브랜드와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봉제 산업 규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변수로 

정책요인과 과업요인과의 관련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션 브랜드, 봉제기업, 프로모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봉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 자원을 파악하고 봉제 기업의 

진화 과정을 공진화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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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봉제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봉제산업과 관련 의류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２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봉제산업과 관련이 있는 거시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사이에서 관찰되는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봉제기업의 진화 과정을 공진화양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가 봉제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기업과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혁신노력을 

지속하는 봉제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봉제산업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시적인 요인들 과의 관계를 양적인 접근을 통해 밝힌 

연구는 현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거시적인 요인 중 

봉제산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요인과 과업 요인을 

선정하여 이들과의 봉제산업과 규모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 요인으로는 최저임금제도와 과업 요인으로는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과 의류도매산업 매출을 선정하였다.  

 둘째, 현재 봉제산업의 이해를 넓히고자 봉제기업들의 진화 과정을 

공진화 양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진화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진화를 하며 진화과정에서 거래관계 기업과 공진화 

관계를 형성하고 공진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제도적 관점과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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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봉제기업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봉제기업의 거래자원을 밝히고 이러한 자원의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화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간의 공진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공진화 진입 조건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기업 간의 공진화 성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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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이론적 배경 

 

 

제１절 의류 봉제산업의 이해 

 

의류산업은 섬유산업, 봉제산업, 유통산업 등의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된다. 봉제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류산업의 범위와 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의류산업의 범위와 그 구조를 

살펴보고, 의류 산업내에서 봉제산업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１. 의류산업의 범위와 구조 

 

의류산업은 의류제품을 디자인하고 직물을 공급받아 제조 생산하여, 

유통시키는데 관련된 많은 종류의 산업이 섞여 있다(Dickerson, 2004). 

즉,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유혜경 외, 2012), 

디자인-제조-판매로 이어지는 거대한 가치사슬을 형성한다. 가치사슬의 

각 단계마다 특유의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Dicken, 2011). 따라서 

의류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의류산업의 범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의류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모든 산업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안창현, 2007), 본 연구에서는 직물과 소재를 이용해 

의류 제품을 기획‧디자인하여 의복을 제작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의류 

제조산업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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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들은 의류 제품을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각각의 가치사슬 

단계에서 제품의 기획 방향과 제품의 스타일에 따라 가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박광희 외, 2000). 

의류 제조산업에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류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기업들은 산업통계적 분류상 KC14로 

제조업에 속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 2019). 의류제조기업은 크게 내셔널 

브랜드 및 디자이너 브랜드와 같이 패션 브랜드를 소유하고 의류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도 포함된다. 또한 이들 

기업과 계약에 따라 의류생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의류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도 포함된다. 의류제조산업에서 관찰되는 협력업체는 

프로모션, 임가공 기업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KC14 산업표준통계 

정의에 따라 봉제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봉제의복 제조업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한국표준산업분류, 2019). 봉제의복 제조업은 구입한 각종 직물, 

가죽 및 기타 재료(모피 제외)를 재단 재봉하여 의복류 및 의복악세서리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봉제의복 제조업 제외 

항목으로는 편조의복 제조 또는 편조원단을 제조한 사업체가 이를 직접 

재단 재봉하여 의복 제조하는 경우다. 추가적으로 신발과 같이 재봉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봉합, 적합한 고무 및 플라스틱 봉제의복 제조업에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봉제 의복제조업에 포함되는 제조 품목은 

정장 제조업, 여자용 정장 제조업 내의 제조업, 한복 제조업 등을 

포함한다. 

 

 



9 

[표 ２-1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코드 분류 

C 제조  

 

C14 봉제 의복제조 세부 코드 생산 품목 

 

C141 봉제의복 제조업 

C142 모피제품 제조업 

C143 편조의복 제조업 

C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출처: 한국표준분류(2019) 

 

２. 의류 봉제산업의 역할과 의의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이란 비즈니스 과정 중 일부 필요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여 조달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의미한다(안길찬, 2003). 아웃소싱은 외부화, 외주 외탁, 외부조달 및 

하청 등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아웃소싱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자원을 핵심 부분에 

집중하고 조직 내부 활동을 외부 기업체의 전문용역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경영기법 중의 한 가지다. 기업은 아웃소싱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여분의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경쟁상황에서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의류 제품을 자아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맹리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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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의류산업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패션브랜드는 의류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생산까지 모든 기능을 조직 내 자원을 활용하는 

자급자족 체제에 한계를 느꼈으며, 소비자들의 방대한 개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류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패션 브랜드는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웃소싱 

전략을 사용하였다(김일 & 이정찬, 2004). 소비자들의 급변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생산에 들어가는 자원을 다양한 제품디자인, 

제품기획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생산과 관련된 자원을 분리하여 아웃소싱 체계를 강화시켰다. 패션 

브랜드는 봉제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기계비, 인건비와 같은 

지출이 높은 고정비를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의류제품 생산 과정을 아웃소싱하는 경영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패션 선진국인 이탈이아에서도 소수의 

거대한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들은 직영 봉제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백권호, 2000), 생산을 담당하는 

전문 봉제기업 또는 프로모션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의류 제품을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봉제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 봉제산업은 고용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의류 수출은 주로 외국 유명 패션브랜드의 요구에 의존하여 저 

가격대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유혜경 외, 2012). 

주로 저가품 위주의 수출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산 기술 없이도 

비숙련공을 바로 작업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 이에따라 봉제산업은 

대한민국 대표적 고용창출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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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의류 봉제기업의 생산방식 및 계약유형 

 

현재 봉제산업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봉제기업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제품 전체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그 기능들을 중심으로 봉제기업을 유형화하여 어떠한 거래 

방식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１) 의류제품 생산과정 

 

의류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주요 과정을 요약하면 디자인, 원자재 

발주 및 관리, 부자재 발주 및 관리, 패턴과 그레이딩, 재단과 번들링, 

봉제 및 마무리 단계로 나눌 수 있다(유혜경 외,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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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 ] 의류제품의 생산과정 

출처:유혜경 외, (2012). 

 

각각의 단계들은 유혜경 외., (2012)의 연구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재정리하였다. 원자재 관리는 의류제품 생산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원단의 발주 및 관리를 하는 단계이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취급하는 공급업체 목록을 검토하고 제품 생산에 적합한 

구입처를 선정한다. 

부자재 관리는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단추, 실 등 소재와 

안감, 심 등을 발주 및 관리하는 단계이다. 부자재 공급업체를 검토하여 

가격, 품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입처를 선정한다.  

패턴과 그레이딩은 의류 제품을 실질적으로 봉제가능한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 디자인을 도식화하는 단계이다. 패턴 과정은 의류 제품을 

인체의 치수 및 체형의 특성을 고려한, 평면형태의 설계 도면이라고 할 

원자재 발주

부자재 발주

패턴과 그레이딩

재단과 번들링

봉제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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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체형과 신체 치수에 적합한 형태의 의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패턴 그레이딩 과정이 필요하다. 패턴 그레이딩 

과정은 정해진 표준 패턴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 패턴을 확대 또는 

축소화 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신체 치수에 

적합한 패턴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단과 번들링 단계는 원단을 패턴 기준으로 봉제에 적합한 형태로 

커팅하는 단계이다. 원단에 마커 표시를 하고 재단기를 통해 두꺼운 

원단을 커팅하고, 재단 후 각각의 패턴 조각들은 의복 사이즈와 

봉제공정에 따라 묶는다. 이러한 과정을 번들링이라고 한다. 

봉제는 재단과 번들링을 통해 확보된 조각들과 부자재를 이용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단계이며, 봉제 과정은 복종이나 추구하는 스타일에 

봉제하는 방식과 필요한 장비가 다르다. 이 단계에서 부자재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단추 및 라벨과 같은 부자재들을 봉제한다. 

마무리는 봉제가 끝난 제품을 다림질과 프레싱을 통해 상품성을 

높이는 단계이다. 추가적으로 제품의 방수성 및 소재와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태그를 부착하고, 제품 디자인 번호 판매점 정보까지도 

제공하는 바코드를 이 단계에서 부착된다. 즉, 제품 판매를 위해 옷을 

행거에 걸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출하과정까지 포함하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２) 생산관여 수준에 따른 봉제기업의 유형 및 거래방식 

 

봉제기업의 유형은 크게 프로모션 기업과 임가공 기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프로모션 기업의 경우 과거 재단과 번들링, 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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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를 담당했던 봉제기업들의 변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프로모션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1960년대 국내 봉제 기업들의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로부터 제품 생산을 의뢰받고, 재단과 번들링, 봉제 

단계를 책임지고 의류제품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1970년 이후부터, 

국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과 베트남,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인하여 봉제 기업들은 수출에 난항을 

겪기 시작하였다(조규화 & 김지영, 1998). 이 시기에 대한민국 내수 

의류산업도 발전하였으며 국내에 많은 패션 브랜드 기업들이 탄생하였다.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에 납품하던 국내 봉제 기업들도 국내 패션 

브랜드와 거래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거래 초기에는 패션 

브랜드로부터 의뢰를 받아 단순하게 제품만 생산하는 형태의 봉제기업의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자재, 부자재관리 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까지 수행하는 프로모션형태의 봉제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이병주, 2001).  

일반적으로 임가공 형태의 봉제기업들은 재단과 번들링, 봉제, 마무리 

생산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다(이현아 & 천종숙, 2007). 

표준통계분류표에 대한 임가공 기업에 대한 정의도 이와 동일하다. 패션 

브랜드 본사로부터 제품생산을 의뢰를 받은 임가공 유형의 봉제기업은 

원단을 재단하고, 제품을 봉제하고, 마무리 가공을 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이때, 봉제 기업의 규모가 크면 자체적으로 원단을 재단할 수 

있으며, 규모가 영세하면 원단 재단 과정은 위탁을 맡기기도 한다. 또한 

봉제기업의 규모가 영세하면 프로모션 전문 하청업체로 들어가기도 하며, 

규모가 갖추어진 봉제기업이면 패션 브랜드와 직접거래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의류산업에서 관찰되는 봉제기업의 유형은 크게 임가공 

기업과 프로모션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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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기업과 프로모션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가공 기업과 프로모션 기업을 정확한 근거를 통해 나누기 위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살펴보았다. 위탁 생산의 범위와 관련된 법률을 

부가가치세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8조 2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경우 재화 창출의 범위로 간주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2항 사업 주체자가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을 하는 경우 용역 범위로 

간주한다. 이를 의류 산업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패션 브랜드가 주요 

원자재를 구입하여 봉제 기업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용역 범위에 

들어간다. 반면에 패션 브랜드가 원자재에 대한 구입 및 관리를 봉제 

기업에게 위탁한 경우 재화 창출 영역으로 들어간다. 기업의 형태를 

크게 원자재를 다루는 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역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임가공 

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재화 창출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프로모션으로 정의하였다.  

임가공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계약 유형에는 크게 봉제(단순 임가공: 

업계 용어)와 CMT 방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영실 & 김희선, 

2018).  봉제거래 방식의 경우 패션 브랜드 본사에서 의류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자재와 패턴과 그레이딩을 봉제기업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재단과 번들링, 봉제, 마무리 과정을 맡기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MT 거래 방식의 경우 패턴과 그레이딩 및 주요 원자재를 패션 

브랜드가 임가공 기업에게 제공하면, 임가공 기업은 재단과 번들링, 

봉제, 마무리와 부자재 구매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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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방식과 CMT 거래 방식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핵심 기능은 부자재 

관리 유무이다. 

프로모션 기업만 수행할 수 있는 계약 유형에는 OEM 방식과 

ODM방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영실 & 김희선, 2018). OEM 

방식의 경우 업계용어로는 완사입방식 또는 완제품 사입방식으로도 

불리운다. OEM방식의 경우 패션 브랜드가 제품에 대한 디자인만 

제공하면 재단과 번들링, 봉제, 마무리, 부자재관리, 패턴 및 그레이딩, 

원자재관리까지 전부 프로모션 기업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DM방식의 경우 의류 제품의 디자인에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프로모션 기업이 수행하는 거래방식이다. 따라서 OEM 거래방식과 

ODM 거래 방식을 구분 지울 수 있는 핵심 기능은 의류 제품을 디자인 

유무이다. 

종합적으로 의류산업에서 관찰되는 계약 유형은 크게 봉제, CMT, OEM, 

ODM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표에 표시된 레벨은 레벨에 따른 기능들은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는 범위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MT거래를 하는 임가공 기업의 경우 레벨2에 포함되는 모든 기능들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 일부 기능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책임 

소재는 패션 브랜드와 거래를 맺은 봉제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높은 레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낮은 

수준의 레벨을 필요로하는 계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레벨4 수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 기업의 경우 레벨1,2,3에 해당되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포함하는 봉제기업의 범위는 크게 임가공 기업과 

프로모션 기업들을 포함하였다. 프로모션 기업의 경우 OEM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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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기업으로만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２-2 ] 기능에 따른 봉제기업의 분류 

 

４. 봉제기업 생산체제와 패션 브랜드 기획방향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복소비량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늘어난 

소비자들의 의복소비량 증가는 패션 브랜드들이 대량 생산을 하는 계기가 

되면서, 의류산업은 대량생산 기획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김주헌 & 이상윤, 

2009). 대량생산 기획의 경우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 단계에서 단가를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대량생산 기획은 일반적으로 

의류제품의 생산 난이도가 낮고, 고품질의 제품을 요구하지 않는 제품들을 

생산할 때 대량생산 기획을 한다. 대량생산을 기획하는 패션 브랜드의 경우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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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의류산업이 업계주도형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형 시장으로 환경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강죽형, 2003). 

따라서 이러한 소비 트렌드와 관련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패션 

브랜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소품종 대량생산 전략과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１)  소품종 대량생산 

 

과거 의류산업은 대량생산 기획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대량생산 기획은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 단계에서 단가를 낮추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대량생산 기획은 일반적으로 

생산 난이도가 낮고 유행을 타지 않는 기본적인 의류 제품들을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방식이다(Rhee, D. K., 

& Choi, J. A., 2012). 또한 의류시장의 경쟁심화와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도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패션 브랜드들의 기획 전략에 적합한 형태로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봉제기업들은 국내의 고임금 및 생산비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오프쇼어링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해외 생산의 경우 인건비 절감 및 공장 유지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해외 생산은 지리적 위치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경희 외, 

2009). 이와 더불어 통신 기술 및 운송 수단의 발달로 해외 생산에 대한 

추세와 규모는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Kim, 2012; Lee et al., 2013). 

소품종 대량생산을 하는 기획 전략의 경우 제품 생산까지 총 52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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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생산시간을 여유롭게 가져간다. 52주 중 원단 및 원부자재를 공급받는 

시간을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운송 및 세관 통관 시간까지 1개월 봉제 2개월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봉제기업들은 

생산단가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납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요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２) 다품종 소량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기획의 경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의류시장은 소비자 주도적 시장이 

되었다. 즉 소비자들은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원하는 것도 

각양각색으로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의류시장의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패션 브랜드들도 다품종 소량 생산 기획을 하기 시작하였다(방영진 & 

최선형, 2009). 다품종 소량생산 기획전략의 경우 여러 종류의 의류제품을 소량 

생산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한 후, 본 시즌 판매 중에 생산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빠르게 변하고 유행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의류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적합한 형태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생산 소요시간을 최소화 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봉제기업과 거래를 하기보다는 국내 

생산을 하는 기업과 주로 거래를 한다. 해외 생산의 경우 생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최소 주문 수량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들은 

국내 봉제기업들과 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방영진 & 최선형, 2009).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우는 상품의 난이도가 높거나, 섬세한 제작과정이 

필요한 상품,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한 상품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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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경우 상품의 품질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품종 대량생산이 

단가와 납기가 중요한 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상품인 만큼 품질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２절 의류 봉제산업의 특성 

 

１. 의류 봉제산업의 규모와 구조 

 

(１) 사업체 수와 출하량  

 

봉제기업의 정의는 보유한 생산설비 혹은 생산설비를 보유한 

하청협력업체를 통해 의류제품을 생산하여 유통기업에게 납품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소규모 하청기업을 운영하기도 

한다(유혜경 외, 2012). 

의류 봉제산업은 다양한 규모로 분류되어 조사되고 있다(통계청, 

2017). 통계청에서는 국가표준분류법에 맞춰 근로자 기준으로 1~4인, 

5~9인 10~20인, 3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분류하여 기업의 규모를 

조사한다. 1999년도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4인 

규모의 기업이 5617개로 42% 비율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5~9인 규모의 기업이 3653개, 10~29인 규모의 

기업이 2825개로 각각 전체 규모의 27%,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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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기업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관찰되는 기업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봉제산업은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고 있었다.  

1999년과 2017년 데이터를 비교하여 기업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도 1~4인 기업의 수는 7939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1999년도와 비교하여 약 42%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9인 기업의 경우 1999년도에는 3656개 기업이 있었으며, 

2017년도 6316개로 관찰되며, 1999년도와 비교하여 약 80%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에 10~30인 이하 규모의 기업 수는 1825개로 

1999년도와 비교하여 36% 감소하였으며, 50~99인 규모의 기업 수는 

129개로 50%이상 감소하였다. 100인 이상 근로자 수를 보유한 기업의 

수는 1999년도 167개였지만 2017년에는 74개가 관찰되어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년도 가준 300인 이상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수는 불과 13개 밖에 남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의류 봉제산업은 가족형과 

소규모 형태의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내수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50인 이상의 기업 수는 1999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의류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 문제,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요소들이 결합하여 대규모 기업들이 

존속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봉제기업의 소규모 

편중화가 가속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의 지역 경제활성화 전략으로 도심형 산업을 

수용하였다. 정부는 소규모 제조업의 입지 규제를 없애고 도심산업으로 

관리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제조업 중 봉제 산업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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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핵심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재명, 

2008). 소규모 봉제기업은 생산 공정별로 분화하여 관련 봉제기업들과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특정 지역에 밀접한 형태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김선혜, 2015). 

봉제산업의 전체 생산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출하지수를 

이용하였다(통계청, 2019). 그림[2-4]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봉제산업의 출하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수치 보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 출하지수가 100으로 기준점이 된다. 

100이하는 2015년보다 출하량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고 100이상은 

2015년 보다 출하량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봉제산업의 봉제제품의 출하량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 출하지수는 

68로 가장 낮았다. 2003년 이후부터 봉제산업의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2년 출하지수는 110으로 가장 높은 

출하량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12년 최고 출하량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2019년 출하지수는 94로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봉제산업의 위축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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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3 ] 봉제산업의 규모별 사업체 수 변화 

*출처:통계청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조사 (2017)  

 

[그림 ２-4] 봉제산업의 의류제품 출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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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광공업 실태조사 (2019). 

 

(２) 고용 특성과 규모 

 

2.1 고용구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조사는 총 종사자, 무급 

가족 및 무급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를 구분하여 

노동실태를 파악한다. 총 종사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영업주, 

무급 가족 및 무급 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모두를 

포함한다.  

봉제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총 종사자의 1999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통계청, 2017). 1999년도의 총 종사자 수는 16만 2 

천 208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총 종사자 수는 2000년 기준 18만 4천 

514명으로 최고치를 보고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도 총 종사자수는 12만 8천 727명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종사자수는 5%정도 변동폭으로 각 년도별 종사자간의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99년과 비교하여  

봉제산업은 종사자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상용 종사자는 기업체에 상시 고용된 자로 기업과 1년 이상의 계약을 

맺거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인력으로 정규 직원에 해당된다. 봉제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상용 종사자들의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도 상용 종사자는 13만 487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종사자의 비율은 총 종사자 중에 83%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용종사자는 2000년도 14만 3939명으로 증가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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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7년도 상용종사자는 7만 

124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도와 비교하여 50% 정도 수준으로 

상용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2017년도 전체 

종사자 중 상용 종사자의 비율은 55%로 나타났다. 

봉제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무급가족 및 무급 종사자 동향은 다음과 

같다. 1999년에는 3686명이 무급가족 및 무급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총 종사자 중에 무급 가족 및 무급 

종사자의 비율은 약 2.2%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무급가족 및 무급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만 1천 172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종사자 

중에 무급 가족 및 무급 종사자가 8.5%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봉제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1999년도 임시 및 일용종사자는 1만 1497명인 것으로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총 종사자 중 7%로 보고되었다. 임시 및 일용종사자 수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8년에는 

3만 7천 759명까지 증가하였다. 그 이후로는 소폭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7년도 임시 및 일용종사자 수는 3만 3745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26%을 차지하고 있다.  

 

[표 ２-2 ] 봉제기업 종사자 동향 

연도 

총 

종사자

수 

무급 가족 및 

무급 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자영업자 

199

9 
160098 

366

0 

(2.3%

) 

13303

1 

(83.1%

) 

1136

4 
(7.1%) 

1204

3 
(7.5%) 

200 182317 458 (2.5% 14209 (77.9% 2159 (11.8% 140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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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 1 ) 8 ) 8 

200

1 
176899 

482

1 

(2.7%

) 

13186

6 

(74.5%

) 

2690

9 

(15.2%

) 

1330

3 
(7.5%) 

200

2 
171111 

439

0 

(2.6%

) 

12497

5 
(73%) 

2887

1 

(16.9%

) 

1287

5 
(7.5%) 

200

3 
158843 

489

7 

(3.1%

) 

11319

5 

(71.3%

) 

2863

1 
(18%) 

1212

0 
(7.6%) 

200

4 
146992 

537

9 

(3.7%

) 

10392

0 

(70.7%

) 

2615

3 

(17.8%

) 

1154

0 
(7.9%) 

200

5 
133632 

470

7 

(3.5%

) 
85687 

(64.1%

) 

3233

0 

(24.2%

) 

1090

8 
(8.2%) 

200

6 
127109 

431

0 

(3.4%

) 
82990 

(65.3%

) 

2928

9 
(23%) 

1052

0 
(8.3%) 

200

7 
113768 

454

0 
(4%) 73803 

(64.9%

) 

2588

6 

(22.8%

) 
9539 (8.4%) 

200

8 
110587 

547

7 
(5%) 63264 

(57.2%

) 

3252

6 

(29.4%

) 
9320 (8.4%) 

200

9 
108265 

550

0 

(5.1%

) 
62124 

(57.4%

) 

3118

5 

(28.8%

) 
9456 (8.7%) 

201

0 
105047 

501

6 

(4.8%

) 
60180 

(57.3%

) 

3059

4 

(29.1%

) 
9257 (8.8%) 

201

1 
110554 

660

2 
(6%) 64499 

(58.3%

) 

2957

2 

(26.7%

) 
9881 (8.9%) 

201

2 
112798 

736

7 

(6.5%

) 
63718 

(56.5%

) 

3152

2 

(27.9%

) 

1019

1 
(9%) 

201

3 
107240 

764

5 

(7.1%

) 
61523 

(57.4%

) 

2799

4 

(26.1%

) 

1007

8 
(9.4%) 

201

4 
106794 

803

0 

(7.5%

) 
61450 

(57.5%

) 

2696

5 

(25.2%

) 

1034

9 
(9.7%) 

201

5 
105820 

653

4 

(6.2%

) 
63743 

(60.2%

) 

2542

0 
(24%) 

1012

3 
(9.6%) 

201

6 
104716 

949

2 

(9.1%

) 
59691 (57%) 

2509

2 
(24%) 

104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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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7 
106202 

886

5 

(8.3%

) 
57413 

(54.1%

) 

2883

9 

(27.2%

) 

1108

5 

(10.4%

) 

* 출처:통계청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조사 (2017)  

 

2.2 봉제산업 종사자 특성 

 

봉제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통계청, 2017). 2009년 봉제산업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수는 

106,018명이었으며, 남성 근로자의 수는 54,080명으로 보고 되었다. 

남성 근로자 비중이 33.77%으로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봉제산업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수는 

69,854명이었으며, 남성 근로자 수는 36,34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 34.22%으로 여전히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봉제산업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봉제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연령에 대한 정보는 2009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므로, 2009년과 2019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봉제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에 20대는 4%, 30대는 11.8%, 40대는 39.7%, 50대는 36.5%, 

50대 이상은 8%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의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 비중에 84.2%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당 부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2019년 봉제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는 3.5%, 30대는 8.9%, 40대는 16.6%, 50대는 

43.5%, 60대는 27.5%인 것으로 관찰된다. 2009년도와 비교하여 60대 

이상의 근로자 수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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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업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6년 이후로 봉제산업에서 총 종사자수 및 의류 봉제기업 수의 

감소폭이 큰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상용 근로자는 감소하고 가족 및 

무급종사자와 임시종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봉제산업이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류 봉제기업들의 일감 

부족과 더불어 작업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상용 종사자들의 

증가하는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들을 무급 가족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들의 연령 비율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봉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80% 이상이 비중은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50대 근로자 

비중이 43.5%은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새로운 신규 

인력의 지속적으로 유입이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력의 고령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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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5 ] 봉제산업의 조사자 성별 

*출처:통계청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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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통계청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조사 (2017) 

 

 

２. 의류 봉제제품의 유통  

 

국내 의류 봉제업체가 생산한 의류제품의 유통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통계청, 2008; 2018). 2008년과 2018년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비중은 각각 46.7%, 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래시장에 

납품하는 비중이 각각 25.9%, 26.1%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랜드에 직접 납품하는 비율은 13.1%, 13.7%, 

타봉제업체 납품하는 비율은 5.2% 1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봉제업체에 납품하는 비율은 2008년과 비교하여 큰폭으로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봉제산업에서도 봉제기업들 간의 협업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대형할인마트 및 부띠끄에 납품하는 

비중은 각각 2008년에는 각각 0.4%, 0.6%였으며, 2018년에도 0.8% 

0.9%로 가장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쇼핑몰은 2008년과 비교하여 가장 큰 폭으로 변화한 것으로 

관찰된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2008년도에 차지하는 비중은 0.5% 

수준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4.4%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IT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터넷 쇼핑몰 및 

SNS 패션판매 시장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통채널의 의존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과 비교하여 

다양한 유통채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패션 브랜드는 여전히 주요한 유통망인 것으로 

[그림 ２-6 ] 봉제산업의 종사자 연령 비중 및 변화 



31 

나타난다. 

 

 

[그림 ２-7 ] 봉제산업의 유통구조 변화 

*출처:통계청 봉제업체실태조사 (20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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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패션브랜드 제품들은 주로 백화점과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영점 및 대리점 중심으로 유통된다. 그러나 저가의 패션 제품들은 

봉제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도매상인에게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동주, 2001). 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도매상인이 최대 고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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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이란 제조기업과 소매기업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봉제산업의 경우 도매상인 또는 도매업체가 

봉제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소매기업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 의류 도매시장은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동대문 시장은 최초의 근대 시장으로 설립되었다. 그 이후, 

정부와 협업하여, 동대문 일대가 개발되기 시작함에 따라 평화시장과 

세운상가, 평화시장, 흥인시장, 덕운시장, 광희시장 등이 형성되었다. 

이들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의류 도매 상권이 

형성되었다(이승환, 2007). 1998년 이후 도매와 소매를 모두 취급하는 

두산타워, 밀레오레 등 대형 도매상가들의 등장으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도매의류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한구영, 2017). 

동대문 중심으로 일대가 개발되기 시작함에 따라 평화시장, 세운상가, 

광희시장, 흥인시장 등이 생겨남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통계청, 2016). 2004년 의류산업의 도매 매출액은 8조 1439억원 

정도로 조사된다. 2004년 이후 의류제품 도매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5년 이후부터 성장이 

정체되었다. 그러나 2017년 도매 매출액은 약 38조 114억원으로 

2004년과 비교하여 약 450%정도 성장하였다. 따라서 의류 도매산업은 

봉제산업에 주요한 유통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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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8 ] 도매산업의 의류제품 매출 동향 

*출처: 통계청 도소매업 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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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 패션 기업들은 국내 의류 시장이 큰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유가 시장에 

상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상장기업이란 증권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하여, 주식을 상장한 기업을 의미한다. 상장기업들은 자신들의 자금 

흐름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DART(전자공시) 사이트에 분기별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1990년에 패션 상장기업들로 분류된 기업들은 불과 2개였지만 

2018년 기준으로 40개까지 늘어났다(키움증권, 2017). 다만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과 봉제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패션 상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 중 OEM 기업, 액세서리 

전문 기업과 인수합병으로 주 사업목적이 변화된 기업들을 제외한 총 

36개의 기업들을 선정하고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으로 명명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들은 주로 해외 생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은 내수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봉제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방영진 & 

최선형, 2015). 소비자들의 욕구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들은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들 중에서 의류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한섬을 

살펴보면, 타임옴므, 타임, 시스템 옴므, 시스템, 랑방컬렉션, SJSJ, 더 

캐시미어, 오비즈, 오즈세컨과 같이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각각의 브랜드들에 대한 수요가 다르므로, 모든 브랜드들의 전체 물량을 

해외에서 대량 생산할 수 없다. 대규모 물량을 해외에서 생산할 경우 

비용 절감에 대해서 이득이 있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은 힘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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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다(차학봉, 2010).  

국내 생산은 해외 생산보다 더 빠른 반응생산(quick response)이 

가능하며, 품질 문제와 납기일 문제같은 위험요소를 해외 생산보다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쉽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 상장 기업들은 기획 

전략에 따라 생산 물량의 일부분을 국내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 상장 

기업들의 성장과 봉제산업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업이익을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들의 성장지표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영업이익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총 이익에서 관리비와 판매비를 뺀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관리비와 판매비는 상품 판매활동에 들어가는 

광고 비용, 인건 비용이며, 기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세금 및 

각종 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Lee & Han, 2016). 즉 

영업이익은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을 의미한다.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기업의 영업 목적에 적합한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투자자들 또한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Kang & Choi, 2014). Lee et al.(2000)의 연구에서도 

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영업이익이 주요 지표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해외 연구에서도 영업이익은 질적인 성장 지표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Dechow,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의류제품 판매를 통한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의 성장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영업이익을 활용하였다.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3의 파란색 선은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나타낸다. 

2000년도 영업이익은 714억 원이었으며, 2018년도 영업이익은 9433억 



36 

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2011년부터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1년 

이탈리아와 그리스 디폴트 위험과 같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국내 소비자 

심리를 위축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２-9 ]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 동향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 재무제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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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화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공진화 

이론의 탄생 배경과, 산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조직 연구에 사용된 이론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１. 공진화 이론 

 

(１) 공진화의 개념 

 

공진화(co-evolution)개념은 꽃과 벌의 관계를 연구하던 생물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Ehrlich & Raven, 1964). 꽃은 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벌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꽃의 분말을 널리 

퍼트렸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특정 꽃은 자신들의 종을 더 널리 

퍼트리기 위하여 벌이 선호하는 영양분을 상대적으로 더 생성하게 

되었고 벌은 자신들의 선호하는 영양분을 생성하는 꽃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꽃은 더 넓게 

자신들의 종을 퍼트릴 수 있었으며, 벌 또한 더욱 튼튼한 개체로 진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를 공진화라고 정의하였다. 공진화는 여러 종이 포함된 생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 관계를 통해 양측 모두 영향을 받고 진화적 

생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한다(Wong, 1975).  

이러한 현상은 산업에서도 관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 내에서 

특정기업의 발전은 거래관계에 있는 주변 기업들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 기업의 발전은 다시 그 거래관계에 있던 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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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 생태계 내에서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꽃과 벌처럼 서로가 공진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김기찬 외, (2006)은 아이폰의 앱스토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간의 관계를 공진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애플은 아이폰의 앱스토어를 자사의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으며, 애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폰의 앱스토어는 더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는 장소로 

진화할 수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자사기업의 발전 동력이 되었다. 이외에도 공진화 개념이 

학계에 소개된 이 이후로 의료, 외식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진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Kolk & Tsang, 2017; Nelson, 

1994, Niederman, et al., 2016; Sturgeon & Lee, 2004). 

 

(２) 산업 생태계 

 

생물학 분야에서만 주로 사용하던 공진화 이론은 Moore(1993)에 

의해서 재조명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연생태계에서 동물들이 생존해 

나아가는 방식과 기업이 생존해 나아가는 방식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물들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생존해 나아가는 

방식을 살펴보면, 기업이 생존해 나아가는 과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과거 기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기업 내부의 능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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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율과 체계에 중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면 Moore는 기업은 

실제 자연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계 상황처럼 다양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을 설명하기 

위해 생태계 개념을 도입하였다. 

자연생태계에서 생명체는 출생, 확장, 리더쉽, 자체 갱신 또는 멸종 

4단계의 순환 과정이 반복된다. 그는 소매업, 엔터테인먼트 및 의약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을 관찰해본 결과, 비즈니스 생태계 또한 실제 

생물생태계의 수명주기와 유사한 주기를 가진다는 것은 수명주기에 따라 

각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업들이 존재하며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각 단계의 과업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Chen & Hsieh, 2005).  

조직관점에서 출생 단계는 기업이 처음으로 운영되거나 탄생하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확장 단계는 기업의 고유의 자원을 토대로 

경쟁기업들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산업 내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이다. 리더쉽 단계는 기업이 고유의 자원을 통해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공급 업체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의 다른 업체들에게 강력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다(Miller 

1996). 이후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못할 경우 새로운 혁신 기업들의 등장으로 산업에서 퇴출을 

당하게 된다.  

결국 산업은 실제 자연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계 상황처럼 

다양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공진화적인 혁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아가야 생존할 수 있다. 

Moore(1993)를 중심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출생, 확장, 리더 쉽,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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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또는 멸종 단계를 기업 생태학적 측면에서 설명함에 따라 추후에 

많은 연구자들도 산업을 하나의 자연상태로 간주하고 공진화 이론과 

같은 생물학적 이론들을 접목시켜 산업을 분석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３) 진화과정(VSR process)  

 

공진화의 선행요인으로 진화가 우선적으로 발생한다(Murmann, 

2013). 생물학에서 사용되던 진화의 개념은 보편적 다윈주의(Universal 

Darwinism)로부터 사회과학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 요소들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그 

기능들을 설명할 수 있다면 산업 분석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Aldrich et al., 2008; Hodgson & Geoffrey 2001). 생물학에서 

진화는 유기 생명체가 여러 세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화가 축적되어 

생명체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생물의 진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변형(Variation), 선택(Selection), 유지(Retention) 

3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을 VSR이라고 한다(Aldrich, & 

Pfeffer, 1976). VSR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면 생물학적 현상들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까지도 

보편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된다(Hodgson, 2004). 

 

3.1 변형(Variation) 

 

생물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기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유전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며, 유전정보가 다음 



41 

세대로 전달될 때 유전자 내에 각인된 유전정보를 토대로 생명체가 

탄생한다. 유기 생명체가 여러 세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환경이 

변화하거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유전자 내에 각인된 정보가 

변형된다(Aldrich & Pfeffer 1976; Campbell. 1969; Ingram, 1961). 

변형된 유전정보는 새로운 유전형질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사자가 

영양을 효과적으로 사냥하기 위해서는 빠른 다리가 필요하다. 사자가 

환경으로부터 오랜 시간 자극을 받아 변형 과정을 통해 빠른 다리를 

획득하였다면 이것이 새로운 유전형질이 되는 것이다. 

생물학에서 관찰되는 변형과정을 기업내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기업의 변형과정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 고객 니즈의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Aldrich & Pfeffer 

1976). Emery and Trist(1965)은 통조림 회사의 사례연구를 예시로 

기업의 변형과정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고객 니즈의 변화를 환경의 

변화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변형으로 간주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특정 통조림 회사는 보관이 용이하고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냉동식품을 만드는 회사로 조직을 개편하여,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산업 내에서 관찰되는 변형은 혁신으로 

정의하였다(김성진, 2015; 변상태, 2009). 김성진(2015)은 핸드폰의 

진화 과정을 예시로 기업의 변형은 혁신을 통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핸드폰은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제품들이었다. 그러나 

핸드폰은 혁신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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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재탄생하였다. 이들은 혁신적인 과정을 통해 제품의 

본질적인 변화를 변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새로운 조직들이 대거 탄생하는 통계학적 결과를 

근거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조직의 등장을 변형으로 바라보는 

연구도 있다(Liao, 2006) 

 

3.2 선택(Selection) 

 

생물학에서 선택(selection)은 특정 환경 내에서 생존에 부적합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기 생명체보다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유기 생명체가 환경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Aldrich & Pfeffer, 1976; Urry et al, 2016). 예를 들어 특정 

생태환경에서 나무 열매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목이 긴 

기린들은 상대적으로 목이 짧은 기린들보다 열매를 섭취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목의 짧은 기린들은 열매를 

섭취하지 못하여 멸종하게 되며 목이 긴 기린들만 열매 섭취가 가능하여 

생존하게 된다. 기린들 스스로가 목이 길어지는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열매들이 높은 위치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목이 긴 기린들만 생존 할 수 있었다. 즉, 자연을 선택의 주최로 본다. 

이를 산업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업의 자원 변화는 거래관계에 있는 

파트너기업의 자극에 의해 이루어질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관점에서 선택은 기업 경영자의 자원 또는 루틴 선택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Aldrich & Pfeffer 1976; Campbell, 1969).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최소 단위는 기업의 루틴이다. Nelson and 

Nelson and Winter(1982)에 따르면 선택당하는 대상은 기업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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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다. 기업의 루틴이란 기계적이며 반복 

사용되는 행위 패턴으로 기업 고유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루틴은 조직의 구성 방식, 조직 운영에 핵심이 

되는 절차 및 규칙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변형은 진화과정에서 시작점이다. 외부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루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변형된 루틴은 기업의 경영자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며,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택을 받는다.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루틴은 이 단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생물학에서 선택의 주체가 자연환경이었다면, 조직 내부에서 선택의 

주체는 고위 경영자가 된다(Aldrich & Pfeffer, 1976; Moore, 1993; 

Volberda & Lewin, 2003). 변형된 루틴은 복제 과정을 통해 기업 

내부로 퍼져 나가게 되어 새로운 자원으로 유지된다. 변형된 루틴은 

기업 내부에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변형된 루틴이 혁신적이라면, 산업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 전반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산업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3.3 보존(Retention) 

 

생물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존은 획득된 유전형질의 복제 및 재생산 

과정을 의미한다. 유전 정보가 변형되어 새로운 유전형질을 획득하고, 

자연으로부터 선택받았으면, 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유전 정보가 염색체 내부로 내재화되어 지속적인 복제,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화는 실패한다(Campbell, 1969; Urr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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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를 들어 특정 사자가 빠른 다리 형성에 관련된 유전 정보에 

변형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유전형질을 획득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유전형질이 복제 및 재생산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로 새로운 

유전형질이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빠른 다리를 가진 사자를 생태계에서 

관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새로 얻은 유전형질이 복제 및 재생산 

과정을 통해 보존되지 않는다면 종은 진화할 수 없다. 

조직에서도 변형된 자원 또는 변형된 루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존과정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나타나는 보존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변형 및 선택 단계에서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학습 

패턴과 의사 결정을 체계화 시키는 것이 조직의 형태를 보존하거나 유지 

시키는 요소들이다(Weber, 1947). 조직 내에서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데이터의 표준화는 

환경변화로부터 조직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이 된다. 따라서 보존 단계는 

성공적인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얻어지는 모든 경험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전달은 물리적 방식과 구전 방식으로 

전달된다. 구전을 통한 정보전달은 물리적인 방식에 비하여 정보변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주로 문서화 작업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문서화 작업이란 관료주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변형과 선택과정에서 겪는 경험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화시켜 정리하는 작업이다(Weber, 1947). 환경변화에 

대한 여러 대응 과정들이 문서로 축적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규율 

및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규율은 보존의 핵심자원이 

된다(Scherer & Ross, 1970; Thornton & Nardi, 1975). 앞서 언급한 

변형된 루틴이 혁신적이었다면 보존 과정을 통해 기업 내부로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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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게 되어 새로운 자원으로 유지된다. 

２. 공진화 과정의 특성 

 

산업에서 관찰되는 공진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현상들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변이, 선택 및 보존 과정이 기업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관찰하여 기업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이어야 한다(Aldrich, 1979).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정책과 같은 제도적 요인, 기술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조직은 정책과 같은 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자기 조직화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 따라서 제도적 요인은 진화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Pettigrew. 1985; Volberda & Lewin, 2003). 

기술 또한 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기술은 기업 구조와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형성하고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aum & Singh 1994; Funk, 2009). 

셋 째 기업의 진화는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의 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과정 상황에서 두 기업의 진화 관계를 연결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간의 상호작용은 다중화/내재화, 

다방향 인과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된다(McKelvey, 

1997). 

공진화 상호작용 특징으로 다중화/내재화(Multi-

levelness/Embednes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McKelvey(1997)에 

따르면 공진화는 여러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에서의 

공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반드시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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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자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에 대한 변형은 거래 관계에 있는 파트너 기업의 인적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원 및 조직 자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진화 상호작용은 다방향 인과관계(Multidirectional 

causalities)를 통해 이루어진다. Baum and sigh(1994)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은 복잡한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생존해 나아가는지, 다른 기업 자원에 의존하여 생존해 

나아가는지 구분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기업과 기업은 다방향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파트너 기업의 자원은 

자신의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파트너들과 공진화하게 되는 것이다(Baum & 

McKelvey, 1999; Casti 1990; Kauffman 1993; McKelvey 1997). 

의류산업은 의류 제품이 판매되기까지 복잡한 사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모든 기능을 한 기업에서 수행하기에는 인건비, 설비투자와 같은 

비용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체 비즈니스 과정 중 일부를 위탁하는 

아웃소싱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봉제과정에서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과 인적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제와 관련된 과정을 

주로 아웃 소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의류산업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 전략단위로 이루어지는 산업임을 인지하고 이들간의 

공진화적인 상호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산업과 생태계에서 경쟁적, 이타적, 착취적 3가지 유형의 공진화가 

관찰된다. 경쟁적 공진화는 서로 다른 종이 같은 먹잇감을 놓고 사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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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 종끼리 진화하는 방식이다. 붉은 여왕의 

가설이라고도 한다(Van Valen 1973). 어떠한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환경도 함께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끊임없이 달려도 제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생태계에서 생물체가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진화를 하지만, 동시에 생태계도 변화하기 때문에 3자의 시각에서는 

제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기업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업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 진화를 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를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기업들의 능력은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이다(Barnett et al, 1994; Beinhocker, 1997; 

Kauffman, 1995).  

착취적 공진화는 먹이사슬에서 포식자와 피식자 관계에서의 진화이다. 

아프리카의 사자는 영양을 효율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빨리 뛰도록 

진화하였다. 영양은 사자로부터 생존을 하기 위해 영양 또한 더 빨리 

뛸수 있도록 진화하였다. 착취적 공진화 유형은 제로섬(zero sum)에 

해당 되며, 상대방의 불이익이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런 관계가 주로 대기업과 소규모 하청 업체 간의 관계가 

관찰된다(D’Aveni & Gunther, 1994). 

이타적 공진화는 꿀벌과 꽃, 나비와 꽃처럼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 

번식과 생존을 하면서 진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상호협력적인 

공진화 유형으로 포지티브섬 (positive sum)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애플 애플스토어와 소프트웨어 기업과 같은 사례가 여기에 

포함된다(Koza & Lewin, 1998; Hamel, 1991). 

본 연구는 상호 협력적인 공진화 양상을 통해 봉제산업의 성공적인 

진화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공진화 유형 중, 

포지트브섬에 해당되는 공진화를 기본 공진화 현상으로 가정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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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２-3 ] 공진화 이론의 특징과 관련된 연구 정리 

 

 

 

제４절 공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산업의 고유 구조는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고유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요인으로는 

기술과 정책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Nelson, 1994). 기술의 

발전은 실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실무 환경의 변화는 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환경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핵심개념 특징 관련연구 

Evolution VSR process 

Aldrich & Pfeffer, (1976) 

Hodgson & Geoffrey (2001) 

Hodgson, (2004) 

Environment 
Politics 

Pettigrew(1995) 

Lewin & Volbedra(1999) 

Technology Funk(2009) 

Interaction 

Multi levelness 
Baum & McKelevy(1999) 

Pettigrew(1995) 

Multidirectional 

causalities 

Baum and Singh(1994) 

Casti(1994) 

Kauffman (1993) 

McKelevy(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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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의 경우 섬유와 관련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섬유산업의 

친환경적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처럼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그 

산업의 고유 수요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Kolk & 

Tsang, 2017). 따라서 공진화 이론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연구들은 

산업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으로 제도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핵심 변수로 선정하여 산업 및 기업과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Kolk & Tsang, 2017; Nelson, 1994; Lewin, 

et al., 1999)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산업 생태계에서 

공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진 정책, 기술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１. 정책 

 

정책은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의미한다. 정책은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남기범, 2009).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나 방향성은 산업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화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정부 수준에서 실시되는 정책들은 산업계와 비즈니스 

참여자들 간의 공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에 포함 

된다(Chen & Naughton, 2017; Nelson, 1994; Volberda & Lewin, 

2003). 

정책의 결정은 계층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Hrebiniak & Joy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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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Koza & Lewin, 1999). 높은 수준에서는 산업구조 및 

지방정부가 영향을 받으며, 낮은 수준에서는 조직 구조(회사)가 영향을 

받는다. Kolk & Tsang (2017)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들을 경제 

성장, 고용률, 환경, 에너지 문제 등과 같이 목표로 구분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펼치면, 지역정부와 자동차 기업들의 

공진화를 걸쳐,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탄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의류산업에서도 관찰된다. 특히, 봉제산업은 현재까지 

자동화 생산이 어려운 영역으로 노동집약적 특징을 가지므로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 안정화와 관련된 정책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김영민 & 강은영, 2016). 이를 해결하고자 

봉제기업들은 오프쇼어 아웃소싱 전략을 실시한다(육심현 외, 2013). 

오프쇼어 아웃소싱 전략이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국가에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품생산을 위탁시키는 방법이다,  

이와같이 기업은 국가 수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정책에 영향을 받은 기업은 정책 방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즉, 기업과 국가정책은 계층 구조적으로 공진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의류산업도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류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주도적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동대문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브랜드 세계화를 위해 해외 패션전시회 산업도 추진 

중이다(서울시, 2019). 정부는 봉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진흥원, 소상공인 공제제도와 같은 기관들을 설립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 및 소규모 점포들의 협업화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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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경영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다방면적인 정부 정책 지원 및 정책은 패션산업 구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정부 주도적으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보장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최저임금은 물가와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과 생산성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2019).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집약적 산업 또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기업들의 고정비용을 

상승시킨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생산성 저하, 오프쇼어링 및 

고용축소와 같은 문제점들도 발생한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정비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감소와 같은 대체 효과를 통해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락 & 이정민, 2012). 남성일(2008)은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이 이들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금은 10% 이상 

증가하였지만, 고용은 3.5%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대일(2012)는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임금 하위 15% 속한 저임금 집단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이 

1%상승하면, 청년층은 3.7%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55세 이상 여성층에서는 34.6%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세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승하면 고용이 9.2%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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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eckman and Sedlacek(1981)은 미국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할 경우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20% 

상승했을 경우 고용감소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백인 

남성과 여성은 각각 19%, 34%로 감소하였으며, 흑인 남성의 경우 31%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Kambayashi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의 상승은 여성의 고용과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고소득집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저소득 집단의 고용과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산업은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규모의 

기업이 전체 산업의 86%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7). 또한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50세 이상의 고령인력이 많고  

여성의 비중 또한 65% 이상이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내수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상승 금액에 대한 적용 일자를 

2007년부터~2017년까지는 1월1일 기준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는 최저임금 상승 금액에 대한 적용을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최저임금 상승이 적용되는 

연도의 12월달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동향을 살펴보았다. 1999년도 

최저임금은 1600원이었으며, 2017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였다(최저임금위원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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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기술 

 

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기술은 사회 구조와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Baum & Singh 1994). 따라서 

공진화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기술은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으로 나타난다.  

기술과 조직(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술의 변화는 

조직간 또는 조직 내 진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환경변수로(외생적) 

알려져 있다(Markus & Robey, 1998; 조정권, 2003). 선행연구자들은 

기업 구조가 변화하는 기간과 기술의 진화하는 기간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술의 등장은 불연속적인 특징을 가진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일정 시간 기술 발전이 멈춰있었다. 기술 발전이 

멈춰있는 시기에는 조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다시 기업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술의 등장은 기업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환경요인 것으로 

관찰된다(Baum & Singh, 1994). 따라서 기술은 외부 환경요인으로 

조직에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기술과 

기업과의 관계는 제조산업, 제약산업, 유통산업, 휴대폰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Baum & Singh, 1994; 이병길 

외, 2005). 

스마트폰의 등장과 IT기술의 발달은 ICT 진보를 통해 정보화 사회로 

진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작게는 인간관계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간, 

기업 간의 네트워크의 주요성은 항상 강조된다. Muniad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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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의 연구에서 미국 내 마이크로 사이즈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부재가 경쟁력에 심각한 저하를 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가 소규모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IT 기술의 발달은 정보 전달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힘을 더욱 

강화시켰다. 

의류산업은 의류 봉제기업, 유통기업, 섬유 제조기업까지 성격이 다른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급자에서부터 고객까지 연결되는 

기업 간, 채널 간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SCM이 주요하다 

(최진혁 & 신상무, 2012). 이는 조직 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할수록 의류산업의 

SCM의 경쟁력은 한층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급업체들의 

네트워크 출현은 공급 업체 간의 공진화에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기업들과 형성된 네트워크 구축를 통해 역동적인(dynamic)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 가능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패션브랜드는 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품질 및 

범위를 늘린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전략적인 생존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를 하고 있다(Nonaka & 

Nishiguchi, 2008; Madhok & Osegowitsch, 2000). 산업 전반에 걸쳐 

형성된 네트워크의 feedback loop은 기업들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석민 (2016)의 연구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효용성은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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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업무의 교류는 기업의 업무 효율을 증가시키며, 최종적으로 기업 

전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Perry et al., (1999)는 의류 제조기업의 

반응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류 

제조기업의 반응생산에는 원부자재와 관련된 정보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보전달이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봉제산업의 진화 및 공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여러 자원에서 디지털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정보 자원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문서화 방식으로 정보를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서은경, 2003). 따라서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빠르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자원의 디지털화를 통해 정보를 

이용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권혁기 외,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이 생산 자원 또한 디지털화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원의 디지털화는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제５절 봉제산업에서 나타나는 거래 자원 

 

자원기반이론은 기업의 역량을 기업 내부 자원으로 규정하고 기업 

자체를 자원의 집합으로 설명한다. 자원의 형태는 유형적, 무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기업의 경쟁 우위가 

된다(Barne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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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1991)는 금융 자원,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기술 자원, 명성 

그리고 조직적 자원으로 여섯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Barney(1991)는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과 조직적 자원으로 자원의 형태를 구분하였다. 

Fahy & Smithee(1999)도 이와 유사하게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원을 유형적 자원, 무형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자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구성요인들을 살펴보면 기술 능력, R&D 능력, 

고객관리 능력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Wernerfelt, 1984). 

선행 연구자들이 분류하고 있는 기업의 자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물리적 자원(tangible resource), 무형 자원(intangible resource), 인적 

자원(human resource), 조직 자원(organizational resour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형 자원의 경우 물리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자원으로 그 범위가 조직문화, 종업원의 역량, 경력 등과 같은 인적자원 

및 조직 자원에 구성요인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연구되어지고 있었다(김경혜, 2014; Itami & Roehl, 1991). 본 

연구에서는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무형 자원을 

인적자원과 조직자원으로 구분하였다. 

 봉제산업은 근로자가 물리적 기계를 이용하여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과 물리적 자원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리적 자원과 인적자원의 결합을 통해 봉제 기업 특유의 조직자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봉제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조직 자원을 중심으로 

봉제산업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공진화 자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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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인적 자원  

 

Dierickx & Cool(1989)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적 자원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정의하지 않고, 기업에 채용되어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가치를 얻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신규 인력은 실무경험과 회사 내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의 기술 및 가치를 획득한다고 했다. Edvinsson(1997)는 인적 

자원을 기업의 경영자와 기업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Stewart(1997)는 인적 자원을 기업의 

구성원들이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arney(1991) 또한 인적자원을 

조직 구성원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업무에 대한 경험, 학습, 

및 지식 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한 판단 및 통찰력으로 정의하였다. 

Brooking et al. (1997)은 인적 자원을 기업 구성원들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 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창조되는 

전문기술, 창조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능력, 경영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봉제산업은 우리나라 초기 경제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많은 부분이 시대에 맞춰 성장하지 

못하였다. 특히, 생산설비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류제품 생산과정을 완전 자동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봉제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의류제품 생산과정에서 작업자의 작업 수준과 전문가의 관리에 따라 

생산성이 결정된다(Abernathy et al., 1999).94 봉제공장 연구(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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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외, 2010)에 따르면 일자배열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각각의 공정별로 높은 수준의 숙련자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공정별 

근로자가 재편성되는 경우에는 생산에서 큰 문제를 겪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봉제산업에 내에서 봉제기업의 인적 자원은 주요한 

거래자원으로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２. 물리적 자원 

 

물리적 자원은 비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 자원은 

일반적으로 유형의 형태가 있으며 기업들이 소유가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다. 따라서 자원의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Heide & John, 1998). Barney(1991)는 물리적 자원을 기업의 

지리적 위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 기기 설비, 원자재 등을 

물리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봉제 산업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자원이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봉제기업의 경우 공장의 위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기설비가 

주요한 거래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３. 조직 자원  

 

기업의 조직 자원은 시장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의 인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Prescott 

& Visscheer, 1980; Radhakrishnan & Evans, 2016). 또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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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은 기업의 조직 수준에서 생성되는 자원으로도 정의할 수 있으며, 

기업 프로세스, 정보기술, 기업 전략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정헌수, 2016). 이러한 조직 자원은 다른 기업과 차별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의류 봉제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과 

기업의 물리적 자원의 결합하여 반응생산과 같은 다양한 생산전략을 

기업 내부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적자원과 

물리적 자원이 결합으로 나타나는 조직 자원은 봉제산업에서 주요 

거래자원으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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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앞에서 논의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１절 연구문제  

 

１. 연구1과 관련된 연구문제 설정 

현재 봉제산업은 소규모 형태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규모 형태의 봉제기업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운영되거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소규모 형태의 봉제기업들은 거시적인 변화에 

대하여 다른 규모의 봉제기업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봉제산업의 규모 변화를 전체 규모와 소규모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봉제산업과 관련성이 있는 정책 

요인과 시장 요인을 밝히고 이에 따른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봉제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 요인 

중 최저임금이 봉제산업의 규모 변화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 요인으로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과 의류 도매산업 

매출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의 경우 전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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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를 30%이상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봉제산업 규모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의류 도매산업은 봉제기업의 

주요 거래관계에 있는 산업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봉제산업 규모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다.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확보 가능한 

데이터 위주로 봉제산업의 전체 규모(봉제기업 수/고용자 수)와 

소상공인 규모에(소상공인 수/고용자 수)와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2019). 소상공인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영세자영업자로 기업과 사람을 

동시에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의 특징상 기업과 고용자를 분리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하의 기업을 소상공인 대신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으로 지칭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10인 이하의 기업 수는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로, 10인 이하 기업고용자 수는 마이크로 사이즈 고용자 수로 

명명하였다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과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 규모, 

최저임금과 봉제산업 규모 변화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계열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거시적인 변화와 봉제 산업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1-1. 정책 요인으로 최저임금과 전체 봉제산업 규모와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 규모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간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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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다. 

1-2. 봉제산업 과업 요인으로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과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을 전체 봉제산업 규모,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 규모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다. 

 

 

 

[그림 ３-1 ] 연구문제1의 연구모형 

 

２. 연구2와 관련된 연구문제 설정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업의 진화 과정을 공진화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화 이론 및 공진화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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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진화는 자원의 변화, 선택 유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봉제기업의 주요 거래자원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거래 

자원이 패션 브랜드 요구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진화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패션 브랜드 요구에 따른 

봉제기업의 거래 자원의 변화와 자원의 변화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간의 

공진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진화 진입조건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공진화 성과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봉제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3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봉제기업의 

주요 거래자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3. 봉제기업의 진화 과정을 주요 거래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진화 과정으로 설명한다. 

 

3-1 봉제기업의 진화된 사례를 변화(V)와 선택(S), 유지(R)과정을 

통해 규명한다. 

3-2 봉제기업과 거래기업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진화 진입조건을 

규명한다.  

3-3 봉제기업과 거래기업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진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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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한다. 

 

３. 연구의 구성 및 절차 

 

 앞서 제안한 연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여구에서 제안한 연구 문제와 이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 

구성과 절차는 [그림 3-2] 과 같다. 

 

[그림 ３-2] 연구의 구성 

연구1에서는 양적인 접근을 통해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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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면, 연구2에서는 질적인 접근으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봉제기업의 거래자원과 

진화과정을 공진화 양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봉제기업의 경우 10인 

이상의 임가공 기업, OEM계약까지 가능한 프로모션 기업으로, 패션 

브랜드의 경우 내셔널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２절 연구1을 위한 연구방법 

 

연구문제1은 봉제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봉제산업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확보 가능한 데이터 위주로 전체 봉제산업의 규모(전체 봉제기업 수, 

전체 고용자 수)와 영세규모 봉제산업(영세기업자 수/영세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환경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책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사용하였으며 과업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패션상장기업의 영업이익과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 규모를 

활용하였다.  

 

 

１. 변수의 선정 

 

시계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기간이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획득 가능한 의류 도매산업 매출과 관련된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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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2017년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봉제 산업 규모와 관련된 데이터, 최저임금, 패션상장회사 

영업이익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2004년부터~2017년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1) 봉제산업과 관련된 데이터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결과는 봉제산업과 관련된 데이터로 기업 

수 및 고용자 수에 대한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2017). 본 

연구에서 봉제 산업의 규모와 관련된 데이터로 전체 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전체 봉제기업 수와 전체 고용자 수를 사용하였으며, 영세 

규모 봉제산업의 관련된 데이터로 10인 이하의 영세기업 수와 영세 

고용자 수를 확보하였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한정하여 확보하였다. 

 

(2)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2017)로부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상승 금액에 대한 적용 

일자를 2007년부터~2017년까지는 1월1일 기준으로 시행되었으나 

2007년 이전에는 최저임금 상승 금액에 대한 적용을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최저임금 상승이 적용되는 

연도의 12월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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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과 관련 데이터 

 

금융감독원(2017)으로부터 40개 패션 상장기업들의 2004년부터 

2017년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패션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과 봉제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패션 상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 중 OEM 기업, 액세서리 

전문 기업과 인수합병으로 주 사업목적이 변화된 기업들을 제외한 총 

36개의 기업들의 분기 단위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연 단위 데이터로 

변환시킨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３-1 ]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리스트 

1 BYC 11 신성통상 21 월비스 31 태평양물산 

2 F&F 12 신세계인터내셔널 22 인디에프 32 한섬 

3 LF 13 신세계톰보이 23 제로투세븐 33 한세엠케이 

4 LS네트웍스 14 신영와코루 24 제이에스티나 34 형지I & C 

5 SG세계물산 15 신원 25 좋은사람들   

6 TBH 글로벌 16 쌍방울 26 지엔코   

7 남양비비안 17 아가방컴퍼니 27 진도   

8 대현 18 에스티오 28 코데즈   

9 데코앤이 19 영원무역 29 코오롱인더   

10 리노스 20 원풍물산 30 코웰패션   

 

 

(4)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 

 

통계청(2017) 서비스업 조사에서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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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데이터 중에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봉제의복 매출을 구분시켜 제공한다. 따라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패션 상장회사의 영업이익 일부가 도매산업 매출 부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２. 분석방법 

 

(１)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 문헌 연구 및 기존의 이론들을 활용하여 원인 

변수와 종속변수를 사전에 결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거시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변수가 원인이 되는지 어떠한 변수가 결과 변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상승하여, 주가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 주가지수가 상승하여 기름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69년 Granger는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제안하였다. 

Granger에 의해 정의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은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Granger, 

1969).  

Granger 정의에 따르면 시계열 데이터를 내포하고 있는 두 변수 X, 



69 

Y값의 미래 값을 추정하고자 할 때, 두 변수의 과거 값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X,Y변수들 간의 미래 값 및 인과 관계를 더 정확하게 추정가능 

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시계열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𝑎𝑖  는 X변수의 과거 값을 계산하기 위한 계수이며, 𝐵𝑗 는 

Y변수의 과거 값을 계산하기 위한 계수이다. 𝜖1𝑡  는 Y변수에 대한 

오차항이 된다. 

X변수의 과거 값이 Y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 

식에 나와있는 F검정을 사용한다. 이때 귀무가설은 “X는 Y를 Granger 

cause하지 않는다’가 되며, F값이 5%임계치보다 크면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따라서 X는 Y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임을 의미한다. 

 

 

T: 총관측지수 

P: 제약조건이 부과된 회귀계수의 수 

: 제약조건을 부여했을 때 잔차제곱합 

: 제약조건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 잔차제곱합 

(２) 교차상관 분석 

 

교차상관 분석은 시계열 자료의 변수들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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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t(시점)기의 X 변수 

값과 t-k기의 Y변수 값 사이의 교차상관 계수를 통해 변수 간의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두 변수 X와 Y의 lead k 시차 

교차공분산과 관련된 공식은 아래와 같다(김원영, 2012).  

 

 

여기서 k=0,1,2,3...을 포함한다. 

에서 Y값은 k기를 통해 X값을 유도하고 에서 X값은 

k기에 Y값을  유도한다고 가정할 때, 교차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추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k=0,1,2,3...을 포함한다. 위의 교차공분산에서 표준편차를 

나누어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교차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k=0, 를 포함한다. 

 

이러한 공식으로 산출된 Y 값과 선행 k의 시차를 가지는 X 값의 

교차상관 계수는 t 시점의 Y값과 t-k 시점의 X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본 과정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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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연구2를 위한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진화 양상으로 봉제산업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는데 

연구목적이 있으므로 연구 방법으로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가 부족한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며, 새로운 현상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를 

탐색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론적 배경을 통해 가설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인터뷰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통해 연구문제와 관련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7). 이러한 질적 

자료의 분석은 연구자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며, 이를 보안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최종 결과를 

도출해야한다(임은미 외, 2002). 

공진화는 기업과 기업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다. 한 집단의 변화는 

다른 집단의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이기 때문에, 두 집단을 동시에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분석 툴을 사용하여, 봉제기업 

및 프로모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들과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패션 브랜드 실무자들도 인터뷰 하였다. 연구 

문제의 탐구를 위해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１. 자료 수집 방법 및 연구대상 선정.  

 



72 

연구참여자는 봉제 기업의 실무자와 해당 기업과 실질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 실무자들을 눈덩이 수집을 통해 

표집하고 심층 면접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 근거 이론에서 주로 

활용되는 이론적 표집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론적 표집 방법은 연구자가 

주제에 대한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보통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잠정적 분석을 함께 실시하고, 감정적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 자료를 

누구에게 얻을지 선택한다. 이런 절차가 반복되어 연구자가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는 포화 상태가 되면 표집을 

종료한다(Strauss & Corbin, 1997). 

앞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봉제기업 종사자와 패션 

브랜드 소유 기업 종사와 패션 봉제기업에 근무하는 전문가는 각각 

표[3-2]와 표[3-3]과 같다. 

 

[표 ３-2 ] 의류 봉제기업 특성 및 인터뷰 참가자 특성 

코드 

의류 봉제기업 심층 인터뷰 참여자 특성 

봉제 기업 유형 공장 형태 공장 규모 성별 직급 

a 프로모션 
내수(자가)+해외 

공장(자가) 

상시: 20~30명 

시즌:100~130명 
여성 팀장 

b 프로모션 
내수(협력) + 

해외(자가) 

상시: 20~30명 

시즌: 100~130명 

이상 

남성 이사 

c 임가공 기업 내수 공장(자가) 
상시: 12명 

시즌: 40명 이상 
남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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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임가공 기업 내수 공장(자가) 상시: 35명 남성 대표 

d 프로모션 해외 공장(자가) 
상시: 20명 

시즌: 100~130명 
여성 대표 

e 프로모션 해외 공장(협력) 
상시: 14명 

시즌: 100~103명 
남성 

대리 

(경력7년차) 

 

 

[표 ３-3 ] 패션 브랜드 기업 특성 및 인터뷰 참가자 특성 

코드 

패션 브랜드 기업 심층 인터뷰 참가자 특성 

브랜드 유형 복종 성별 직급 

a 대기업 패션 브랜드 스포츠 웨어 여성 
7년차(해당 브랜드는 직급이 

없음) 

b 대기업 패션 브랜드 스포츠 웨어 여성 팀장 

c 대기업 패션 브랜드 남성복,여성복 남성 팀장 

d 대기업 패션 브랜드 스포츠 웨어 여성 팀장 

e 디자이너 브랜드 바지 여성 과장 

f 디자이너 브랜드 여성복 여성 대표 

g 디자이너 브랜드 여성복 여성 대표 

h 디자이너 브랜드 중년 여성복 여성 대표 

i 디자이너 브랜드 남성복 남성 대표 

 

각각의 코드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서로가 실질적으로 거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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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들이다. C 패션 브랜드의 경우 다양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싱 담당자가 여러 패션 봉제기업들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므로 봉제기업 중 C코드에 해당되는 기업은 다른 봉제기업이다. 

최종적으로 봉제기업과 관련된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6명이었다. 패션 

브랜드의 경우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9명이었으며, 총 16명이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참가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서술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이 필요에 따라 제시되었다. 면접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면접 

진행 방식과 IRB와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 시켰다.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모든 참여자 정보와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코드 처리를 

한다고 안내하였다. 면접 시간은 최소 50분에서~최대 7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고, 면접 

내용은 면접이 완료된 후 빠짐없이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그림 2-2]처럼 기업을 유형화 

시키고 거래방식을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간담회 

결과, 복종에 따라 사용하는 계약유형, 기업유형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5 

제４장 연구1: 결과 및 논의 

 

제１절 거시적인 변화에 따른 봉제 산업규모와

의 관계 

 

본절에서는 봉제산업 규모와 정책 요인과 과업 요인 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책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사용하였으며 

과업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과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 규모를 활용하였다.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은 

시계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시계열 변수들 간의 시계열적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다.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에서 나타나는 

lag1, lag2, lag3은 시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Lag1은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까지 1년의 시간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교차분석을 통해 인과 관계가 밝혀진 변수들 간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１. 단위근 검정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안전성 판별을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방법을 통해 시계열 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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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확인하였다. Dickey-Fuller 검정 방법은 시계열 변수의 

시차를 검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회귀시킨 후, 단위근이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다(Dickey & Fuller, 197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계열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봉제 산업의 전체 

규모와 관련된 데이터로는 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전체 봉제기업 수와 

전체 고용자 수를 사용하였으며,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에 해당되는 

데이터로는 10인 이하의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 마이크로 고용자 

수를 사용하였다. 의류 도매산업과 관련된 데이터로는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을 사용하였으며,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과 관련된 데이터로는 

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４-1 ] 단위근 검정 결과 

 ADF test 

변수 

raw 

(t-value) 

p- value 

Difference 

(t-value) 

p- value 

TF 2.036 0.983 -4.382 0.006*** 

MF 2.294 0.990 -3.959 0.013*** 

TW -0.848 0.325 -4.358 0.006*** 

MW 1.803 0.975 -5.242 0.000*** 

OP 0.309 0.759 -4.118 0.000*** 

WS 1.604 0.9653 -4.492 0.008*** 



77 

MIW 10.407 1.000 -3.422 0.036* 

OP(Operation Profit)->패션상장기업 영업이익,  
MF(Micro size Firm)->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 

MW(Micro size Worker)->마이크로 고용자 수  
WS(Whole Sale)-> 의류 도매산업 매출액,  
MIW(Minimum Wage)-> 최저임금,  
TF(Total Firm)->전체 봉제기업 수, 
TW(Total Worker)->전체 고용자 수 
***p<0.001 

**p<0.01 

*<0.05 

 

단위근 검정결과 모든 변수(raw value)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여 

불안정한 시계열 변수임을 확인하였다(표 4-1). 불안전 시계열 

변수들을 안전화 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로그 차분을 

통해 변수들을 안전화 시킬 수 있다(정동빈, 2015). 따라서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로그 차분을 추가적으로 수행한 후 단위근 검정을 다시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값은 [표4-1]의 Difference로 표기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에서 단위근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안정적인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２.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１) 봉제산업과 최저임금과의 관계 

 

최저임금과 봉제산업 전체규모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1, 2시차에서 전체 

봉제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시차에 대한 

F값이 1시차에서 더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1 시차에서 전체 봉제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반면에 

3시차에서 최저임금은 전체 봉제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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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봉제기업 수는 1,2,3 시차 모두에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전체 

봉제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전체 봉제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1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1시차에서 전체 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나 전체 고용자 

수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은 

전체 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전체 봉제기업의 수와 전체 고용자수로 정의한 봉제산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봉제산업 규모에 따른 동태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 마이크로 고용자 수와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1시차에서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마이크로 사이즈 수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이 봉제산업내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임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은 1시차에서 마이크로 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마이크로 고용자 수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마이크로 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 마이크로 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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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2 ] 최저임과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변수의 방향성 
lag 1 lag 2 lag 3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MW → TF 24.813 0.000*** 6.47481 0.0317* 5.54872 0.0965 

TF →MIW 2.080 0.895 0.01679 0.9834 0.25326 0.8555 

MIW → TW 24.093 0.000*** 3.237 0.111 3.031 0.193 

TW → MIW 2.775 2.775 0.731 0.519 0.867 0.545 

MIW → MF 17.548 0.002** 5.131 0.051 2.251 0.261 

MF → MIW 2.140 0.177 0.010 0.989 0.250 0.857 

MIW → MW 5.108 0.050* 0.986 0.426 0.459 0.730 

MW → MIW 1.607 0.236 0.017 0.982 0.142 0.928 

MIW(Minimum Wage)-> 최저임금,  
TF(Total Firm)->전체 봉제기업 수, 
TW(Total Worker)->전체 고용자 수 
MF(Micro size Firm)->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 

MW(Micro size Worker)->마이크로 고용자 수  
***p<0.001 

**p<0.01 

*<0.05 

 

이들 간의 관계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교차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과 전체 봉제 기업 수는 1시차에서 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최저임금과 고용자 수도 –

0.659로 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봉제산업 규모가 1년 후에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최저임금과 영세규모 봉제산업과 관련된 변수들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교차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세기업 수와 

최저임금은 1시차에서 –0.626으로 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영세 고용자 수도 –0.544로 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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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４-3 ] 최저임금과의 교차분석 결과 

변수  TF lag1 TW lag1 MF lag1 MW lag1 

MIW -0.768  -0.659 -0.626 -0.544 

TF(Total Firm)->전체 봉제기업 수, 
TW(Total Worker)->전체 고용자 수 
MF(Micro size Firm)->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 

MW(Micro size Worker)->마이크로 고용자 수  
MIW(Minimum Wage)-> 최저임금,  

 

(２) 봉제산업과 의류 도매산업과의 관계 

 

봉제산업 전체 규모와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랜저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류 도매산업 매출은 1,2,3 

시차 모두에서 전체 봉제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봉제기업 수 또한 도매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체 봉제기업 수는 도매산업과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은 1,2,3 시차 모두에서 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고용자 수 또한 1,2,3시차에서 

의류 도매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의류 도매산업 매출과 전체 고용자 수는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류 도매산업과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과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 마이크로 고용자 

수를 분석하였다. 도매산업의 매출은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에 1,2,3 

시차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는 2시차에서 의류 도매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는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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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의미한다.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은 마이크로 고용자 수에 1,2,3 시차 모두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마이크로 고용자 수는 

2시차에서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 고용자 수는 의류 도매산업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표 ４-4 ] 도매산업과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변수의 방향성 
lag 1 lag 2 lag 3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TF → WS 0.000 0.985 4.478 0.064 4.884 0.112 

WS →TF 0.017 0.897 1.148 0.378 0.490 0.713 

TW → WS 0.189 24.093 3.198 0.113 3.360 0.173 

WS→ TW 0.066 2.775 1.183 0.368 0.257 0.852 

MF → WS 0.129 0.727 7.509 0.023** 6.082 0.086 

WS → MW 0.563 0.472 3.747 0.087 2.032 0.287 

MW → WS 0.622 0.450 13.195 0.006** 8.178 0.059 

TF(Total Firm)->전체 봉제기업 수, 
TW(Total Worker)->전체 고용자 수 
MF(Micro size Firm)->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 

MW(Micro size Worker)->마이크로 고용자 수  
WS(Whole Sale)-> 의류 도매산업 매출액,  
***p<0.001 

**p<0.01 

*<0.05 

 

이들 변수들 간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 마이크로 고용자 수는 2시차에서 도매산업 매출과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기업 수와 영세고용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류 도매산업 매출도 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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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표 ４-5 ] 도매산업 매출과의 교차상관 관계분석 결과 

변수 WS lag2 

MF 0.416 

MW 0.368 

MF(Micro size Firm)->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 

MW(Micro size Worker)->마이크로 고용자 수  
WS(Whole Sale)-> 의류 도매산업 매출액,  

 

(３) 봉제산업과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과의 관계 

 

봉제산업 전체규모와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체 봉제기업 

수는 1,2,3 시차 모두에서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 또한 

1,2,3 시차 모두에서 전체 봉제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봉제기업 수와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자 수는 1,2,3 시차 모두에서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2시차에서 전체 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봉제 고용자 

수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는 1,2,3 시차 모두에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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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3시차에서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 고용자 수는 1,2,3 시차 모두에서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3시차에서 마이크로 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４-6 ]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과의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변수의 방향성 
lag 1 lag 2 lag 3 

F-Value p-Value F-Value p-Value F-Value p-Value 

TF → OP 3.400 0.098 1.228 0.357 2.461 0.239 

OP → TF 0.025 0.877 1.948 0.222 2.953 0.198 

TW → OP 1.802 0.212 0.570 0.593 0.229 0.871 

OP → TW 0.738 0.412 11.263 0.009** 4.409 0.127 

OP → MF 0.060 0.810 2.192 0.192 9.702 0.047* 

MF → OP 4.215 0.070 1.867 0.234 4.602 0.120 

OP → MW 0.073 0.792 2.956 0.127 3.147 0.185 

MW → OP 1.980 0.192 0.357 0.713 0.398 0.765 

OP(Operation Profit)->패션상장기업 영업이익,  
TF(Total Firm)->전체 봉제기업 수, 
TW(Total Worker)->전체 고용자 수 
MF(Micro size Firm)->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 

MW(Micro size Worker)->마이크로 고용자 수  
***p<0.001 

**p<0.01 

*<0.05 

 

추가적으로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2시차에서 전체 고용자 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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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는 3시차에서 

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표 ４-7 ]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과의 교차상관 관계분석 결과 

 변수 TF lag2 MF lag3 

OP .1.08 -0.378 

OP(Operation Profit)->패션상장기업 영업이익,  
TF(Total Firm)->전체 봉제기업 수, 
MF(Micro size Firm)->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4-1]과 같다. 최저임금은 천제 규모 

봉제산업과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에 1시차를 두고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환경으로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은 전체 

고용자 수에는 2시차에서 정적인 영향을,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에는 

3시차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 마이크로 고용자 수는 의류도매산업 매출에 2시차를 

두고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5 

 

 

[그림 ４-1 ] 연구결과 요약 

 

３. 연구1의 결론 

 

본 연구는 봉제산업과 거시적인 변수들 0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봉제산업의 규모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체 봉제산업과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으로 나누었으며, 거시적인 변수에 해당되는 정책 

요인으로서 최저임금을, 과업요인으로는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과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결과 

최저임금은 전체 봉제산업과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확인되었다. 과업 요인으로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은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였으며, 도매산업은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에 영향을 받는 후행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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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전체 봉제산업과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 모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및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김대일, 2012; 김형락 & 이정민; 2012). 특히, 최저임금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전체 봉제 산업규모와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저임금 상승이 즉각적으로 

전체 봉제기업 수와 전체 고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차가 관찰되는 이유는 최저임금과 기업의 이윤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상승이 봉제산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봉제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산업임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임금조건은 젊은 인력이 

봉제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높여 결과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봉제산업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봉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어받을 젊은 

인력의 부재로 한국 봉제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과업요인으로 의류 도매산업과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이 봉제산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산업 중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이 의류 도매산업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 마이크로 고용자 수는 2년의 시차를 두고 

의류 도매산업 매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 마이크로 고용자 수가 증가하면 2년 후에 

도매 산업 전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이크로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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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와 마이크로 고용자 수가 증가가 실질적으로 의류 도매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기업 및 도매 상인들 과의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2년이 걸린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봉제기업이 거래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서울디자인재단, 2020). 

봉제산업과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과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결과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은 전체 봉제산업 규모와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패션 

브랜드 상장 기업은 전체 고용자 수에 2시차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마이크로 사이즈 수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들과 거래는 특정 봉제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체기업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전체 고용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패션 브랜드 상장 

기업들 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봉제 기업들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는 

반면에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들 과의 거래를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들은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전체 고용자 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제 

기업의 주문물량 증가가 즉각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의 증가 또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즉각적으로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신범철, 2009; 

정지은 외, 2018). 특히, 주문물량 증가와 고용까지 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직원 고용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봉제산업은 고용자의 생산량이 수익으로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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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용자에게 할당된 생산 물량이 고용자의 

임금보다 낮을 경우 봉제기업은 적자로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봉제 

기업 입장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주문물량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가능한 형상인지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문 

물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하면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의 규모 증가가 의류 도매산업 

매출 증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의 규모를 

매출이 아닌 기업 수와 고용자 수를 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 증가가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 기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 활성화 요인이 기업 창업활동을 촉진 

시키고, 이후에 의류 도매산업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이 의류 도매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로 관찰되어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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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연구2: 결과 및 논의 

 

제１절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본 절에서는 이론적 연구에서 고찰하였던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며, 

환경 요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봉제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본 연구는 실제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소 민감한 내용이 포함 되어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익명 보호를 위해 인터뷰 대상자의 코드 번호를 표기하지 

않았다 

 

１. 제도적 요인 

 

의류산업에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제도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인 

요인으로는 하도급법, 최저임금 제도, 주 5일 근무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１) 하도급법 

 

하도급법의 정식명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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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다(하도급법 제1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기업의 규모, 자금력, 시장지배력과 같은 자본력의 차이로 갑과 을의 

관계로 변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를 법적인 제제를 통해 대등한 협력관계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도급법의 목적이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다.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원사업자의 개념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같은 

중소기업간의 거래에서도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보다 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도 원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 인식과는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기업간의 거래에서도 

원사업자 매출이 더 크다면 법적인 제제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도 원사업자의 지위로 규제를 받는다.  

의류산업의 경우 패션 브랜드가 원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봉제기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된다. 이들 간의 관계에서 패션 브랜드가 

봉제기업보다 매출이 크다면 하도급 법에 적용이 된다. 하도급법 

시행으로 인하여 패션브랜드는 재화 투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시사항은 문서화를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거래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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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결과, 하도급법은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에는 구두를 통해 세부적인 

거래 사항을 논의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하도급법 시행 이후, 

문서화를 통해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다. 인터뷰 내용 중 문서화와 관련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하도급 법률에 따르면 ‘몇 장 발주 하겠습니다’와 같은 지시사항은 이제 

반드시 공식문서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의류 산업은 시즌 중에는 워낙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 일단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무조건 공식적으로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대기업 패션 

브랜드. 팀장) 

 

  하도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패션 브랜드와 봉제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진 모든 계약이 공식적인 효력을 지닌다고는 할 수 없었으며, 

사소한 지시사항의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도급법의 시행된 이후 패션 브랜드의 사소한 

지시사항까지 계약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공식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이 강력해지면서 법무팀의 관리하에 계약서를 갱신해요. 또 국가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비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 작업지시서에 적힌 내용 하나 하나가 작은 단위 계획서가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루 아침에 오더 캔슬 또는 드랍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명확하게 거래 합의서를 받고 

금액을 치룹니다.“ (대기업 패션 브랜드, 7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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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업무속도의 저하 

 

 하도급법이 패션 브랜드가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 하도급법 시행 이후, 반드시 문서화와 공식화 작업을 통해 

봉제기업에게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처리 속도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의류제품의 경우 계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즌 내 

판매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패션 브랜드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업무처리 속도 저하로 인한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도급법이 생기고 나서 처리해야할 서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시즌 중에는 

생산관련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지켜야 될 절차가 너무 많아요. 

단순한 업무 지시까지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문서화 해야돼니깐…. “(패션 

브랜드, 팀장) 

 

 

1.3  조직 구성원의 도덕성 

 

하도급법이 패션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을 근거로 조직 구성원의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제기업과의 거래관계를 평등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감에 따라 패션 브랜드는 봉제기업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고 봉제 기업입장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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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게 됨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윗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가 있다. 하도급법이 생겨서 윗사람을 설득하기가 좀 수월해진 면도 있다. 

하도급법 상 이런 부분이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정도 요구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와 라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15년이상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업무 사고가 

생기는 원리는 간단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안생겨요.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걸….: 

 

결과적으로, 하도급법은 거래의 문서화, 공식화를 통해 봉제기업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서 봉제기업의 주요자원을 보호하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도급 법 시행 이후, 아무래도 불공정한 거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연말에 감사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패션 브래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죠…" (임가공, 대표) 

 

(２) 주5일 근무제도 

 

주5일 근무제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법률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휴일을 포함한 7일을 

기준으로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으로 평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계약서상 휴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 경우, 이틀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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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합의하에 주당 최대12시간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부터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그 외에 모든 사업장은 2011년 7월 

1부터 적용되었다(법제처, 2020). 

근무시간과 관련된 법률은 2020년 1월 기준 총 2번 개정이 되었다. 

초기 법률에는 주당 48시간 근무가 가능하였으며, 1983년에는 주당 

44시간, 2004에 한번 더 개정되어 주당 40시간으로 개정되었다. 

봉제산업은 자동생산이 대중화 되기에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봉제기업의 생산성은 절대적인 근무 시간으로 결정된다. 주5일 

근무제 개정으로 주간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 봉제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된다. 그러나 주말은 휴일근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봉제 기업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봉제기업도 다른 기업들 

흐름에 맞춰 주5일 근무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납기내 생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바쁜 판매 

시즌에 업무가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납기내 생산 어려움 

 

의류산업의 특성상 여름 및 겨울에 의류 구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가 물리는 특성이 있다. 수요가 몰리는 시즌에는 야간 근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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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를 진행해야 납기일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근무 시간 단축을 강제하게 되므로 납기일을 맞추는게 

어려워지고 있었다.  

또한 의류산업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누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되게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패션 브랜드는 시즌을 짧게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를 시행 

함으로서 이게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봉제기업에서도 야근을 

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납기일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성수기와 비 성수기가 나뉘는 산업인데 법률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저희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에 제제를 받는 

사업장입니다. 요즘 패션 브랜드에서는 반응 생산을 원하는데, 납기일을 

맞추는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자니 최저임금도 

상승하고 그래서 기업이 이윤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임가공 기업, 

대표) 

 

2.2 업무지시의 불연속성 

 

의류 판매는 주말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는 금요일 또는 토요일 판매량을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제품 

재생산 계획을 진행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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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및 봉제기업 모두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늦게 전달되어 

생산이 늦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제품은 주말에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그럼 그 판매 추이를 보고 

봉제기업에게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주5일 근무제로 바뀌고 나서는 

그 부분이 난감하죠. 아무래도 월요일날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야 되다 

보니…"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３)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안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법제처, 2008).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법률은 

2000년 11월 24일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봉제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최저임금 상승에 적합한 수준으로 임가공 

비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을 뽑지 않거나 고용 구조의 형태를 바꾸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대처해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고용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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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정부 의도와 부합하지 않게 봉제기업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의 상승하면 이에 적합한 수준으로 

임가공 비용이 상승해야 봉제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 임가공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의 판매가격도 일정부분 

상승시킬 수 밖에 없다. 제품 판매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 임가공 상승에 대한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폭이 너무 과도하게 크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으며,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약 53%이상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봉제기업은 바쁜 시즌에도 추가적인 인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기존의 인력을 감소시켜 기업을 유지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지금 최저임금을 못 챙겨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과 비례해서 임가공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게 현실 

입니다.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력을 생각해서 쉽게 제품 

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도  임가공비를 올려주는게 부담이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도 난감 합니다. 

우리 직원들 월급도 제가 최저임금에 맞게 올려주려고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엄두도 안나요.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챙겨주는 방향으로 공고안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입 직원이 오랜기간 근무하는 저희 기업의 직원들보다 월급을 더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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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생겨서… ” -민감한 내용임으로 전체적으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3.2  고용형태의 변화 

 

봉제산업에서는 객단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산업에서 

객단공이란 일정한 월급을 지불하고, 봉제 업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량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일종의 프리렌서라고 할 수 있다. 즉, 

객단공은 봉제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계약관계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봉제 기업입장에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련된 법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상시 근로자의 비중을 낮추고 바쁜 성수기 시즌에 

객단공과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봉제기업의 인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즘 객단공을 사용합니다. 

객단공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본인이 생산한 

제품의 개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많은 봉제기업들이 생산 

시즌에 객단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팀장) 

 

２. 기술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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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커뮤니케이션 기술 

 

일반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현우 외, 2008; 이운영, 2010).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봉제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영향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데이터 디지털화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1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  

 

IT의 발달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의류 산업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봉제기업의 경우 화상회의를 통해 

해외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데 유리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즘 OOOO메신저를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이 메신저는 실시간 화상통화 

기능을 제공하는데, 해외 공장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해외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화상채팅을 할 수 있고,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해결 가능 합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정말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프로모션, 대표). 

과거에는 해외 공장과의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하여 해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발전으로 고화질 실시간 화상채팅이 가능해진 

만큼 봉제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실시간으로 생산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세부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화상회의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외 생산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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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반면에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국내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에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봉제기업의 

근무자들은 고연령층이다.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이 내수 봉제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로자 분들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메신저도 사용해보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봉제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다 보니.. 새로운 기기나 

어플을 이용하시는걸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프로모션, 대리). 

  

(２) 자원의 디지털화 

 

  디지털화는 텍스트 정보, 이미지 정보, 소리 정보와 같은 모든 물리적 

또는 가상의 데이터를 이진수 단위로 변환시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의 디지털화 기술은 의류산업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ERP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란 생산, 판매,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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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회계등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하나의 

체계로 통합 또는 재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김민철 & 

김금동, 2003). 

ERP 시스템은 의류산업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었으며, 패션 브랜드와 

봉제기업은 생산과 관련된 자원을 디지털화 시켜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보다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난다. 

패션 브랜드는 봉제기업과 빠른 반응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원을 통합하였다. ERP 시스템을 통해 패션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과 관련된 자원에 봉제기업의 접근 권한을 

허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패션 봉제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패션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통합하여 보다 빠른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 현재 소비자들의 취향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 판매 예측이 어려워 스팟 

기획을 주로 합니다. 한 시즌에 새로운 제품을 두 번 출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생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기획전략은 실행 될수 없습니다. 저희 

기업의 경우 ERP 시스템을 2007년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보다 더 빠르게 

구축한 패션 브랜드도 있고, 조금 더 늦게 구축한 브랜드도 있지만, 대다수의 

내셔널 브랜드의 경우 2020년 현재 다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ERP시스템으로 업무처리와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빠른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RP 시스템으로 해외 생산도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국내 생산이 더 빠르죠. 국내 생산의 경우 정말 빠르게 

진행되면 14일? 안에도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패션 브랜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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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봉제기업의 자원과 패션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통합은 납기일 단축 및 재생산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매우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로의 자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현재 많은 패션 브랜드에서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거래관계에 있는 봉제기업 사장님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원 관리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패션 브랜드, 팀장) 

 

2.2  패턴 데이터 티지털화 

  

일반적으로 패턴은 손으로 직접 패턴사가 종이에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패턴에 대한 정보 또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오더 상황에서 

업무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었다. 

“요즘은 패턴과 관련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리오더 

상황에서 패턴과 관련된 정보를 그냥 봉제기업에게 전송하기만 하면 돼서 

리오더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디자이너 브래드, 대표) 

 

제２절 봉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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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하였던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조직자원 구성요소들을 질적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봉제기업을 

중심으로 각 자원에 해당되는 거래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문참여자들이 

기술한 내용 중심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１. 물리적 자원 

 

물리적 자원은 비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 자원은 대부분 

형태가 있고, 기업이 소유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다. 자원의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기업의 위치 또한 

물리적 자원에 포함된다. 

 

(１) 공장의 위치 

 

인터뷰 결과 봉제 공장의 위치는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 공장 위치에 따라 의류 제품을 봉제하고 

배송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제 공장의 위치는 주요한 물리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해외 공장위치에 따른 편익 

 

일반적으로 봉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 해외에 위치할 경우, 

국내 공장과 확연히 차이가 있을 정도로 생산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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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대규모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집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해외 공장의 퀄리티도 많이 좋아져서 

저희 브랜드에서 생산 수량이 많은 경우 주로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봉제기업에게 생산 의뢰를 맡깁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본 인터뷰 결과 해외 생산 공장은 주로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산 공장 위치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베트남 공장과 인도네시아 공장의 경우 생산 단가가 중국 공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중국 공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전반적인 생산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1.2 국내 공장에서 위치에 따른 클러스터링 효과 

 

봉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 국내에 위치할 경우, 반응 생산 및 

원부자재 수급에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 

 

“보통 원단 입고 후에 QC(퀄리티 컨펌)이 진행되는데, 해외 생산의 경우 

제품이 오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몇일 더 걸리고, 배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몇일 더 걸립니다. 국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패션 

봉제기업의 경우 정말 빠르게 생산하면 2주 안에도 가능합니다.”(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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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공장을 이용할 경우, 원부자재 수급이 용이합니다. 원 부자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기업. 팀장). 

 

 또한 국내 생산을 하는 봉제 기업들은 주로 독산동과 신당동 등에 위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사한 형태의 봉제기업들끼리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형태의 

봉제기업들끼리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협력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원자재와 

부자재 수급도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산동에 가면, 퀄러티가 최고 높은 공장이 있다. 신당동 독산동 분위기가 

다르다. 신당동에서는 도매 브랜드(시장 브랜드), 인터넷 판매하는 소규모 

브랜드들과 거래하는 봉제기업들이 있다. 유사한 봉제기업들끼리 모여있으니깐 

아무래도 친목도모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프로모션, 팀장). 

 

종합적으로 봉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의 위치가 국내일 경우 

반응 생산 및 원부자재 수급이 수월하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사한 형태의 봉제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전략적인 협업과 원부자재 수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봉제공장의 지리적 위치는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 관계에서 주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6 

(２) 기기 설비 

 

봉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물리적 자원으로 기기설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기설비종류에 따라 

가능한 봉제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기본 박음질에 쓰이는 일반 

봉제기기 외에 일반 봉제기기 사용 시, 오랜 시간 걸리는 난이도 있는 

봉제 작업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특종 봉제기계가 있으며, 특수가공이 

가능한 봉제기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종 봉제기기 비율이 

높을수록 작업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제품의 디자인 특성상 특수 가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특수가공과 관련된 봉제기기를 보유한 기업만 해당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가공이 가능한 봉제기기 설비 유무는 패션 

브랜드와 거래 관계에서 주요한 물리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의류 제품을 디자인할 때, 좀 특이한 봉제법이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이런 봉제가 필요할 때, 그 봉제기기를 보유한 기업과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 심실링 기법(패션제품에서 접착 방식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 시킴으로서 무게도 줄이고, 육안으로 실이 안보이는 기법)과 같은 특수 

기법은 사실 그러한 특수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모션, 팀장). 

 

２.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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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인적자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특성, 지식과 같은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봉제기업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 최고 경영자와, 

숙련공이 주요한 인적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１) 최고 경영자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봉제기업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전문성, 관리능력, 사회적 관계자본이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원으로 나타났다. 

 

1.1 전문성 

 

일반적으로 봉제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의류제품 생산과정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봉제공장 

최고경영자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젊은 시절부터 봉제공장에 취직을 

하여,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지식을 축적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류제품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들을 축적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봉제기업의 사장님들 성장배경은 이와 

유사하였다. 즉,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   

 

“ 저 같은 경우는, 패턴에서부터 옷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품 품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의류와 관련 일을 3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제품 생산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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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모든 과정을 제가 다할 수 있습니다.” (임가공 기업, 대표) 

 

           1.2 관리 능력 

 

기업은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역할과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봉제기업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산업에 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고령화 

현상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기업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기업 내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학습능력이 중요하다. 현재 

봉제산업은 변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원관리 또는 거래기업과의 

거래관계 관리와 같은 주요 업무들은 최고경영자에게 과중하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최고경영자의 전반적인 관리 능력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 저희 기업도 아마 국내에서 굉장히 큰 규모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부분 모든 업무를 다하죠. 직원들 관리에서부터 거래처 

관리까지 물론 어느 기업이든 최고경영자의 역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봉제 

산업의 경우 직원들 대부분이 고연령층이기 때문에….”  (임가공 기업, 대표) 

 

1.3 사회적 관계자본.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패션 브랜드가 제품 생산 수주와 관련된 정보 

및 생산의뢰를 제안하는 공식적인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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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봉제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장점을 설명하고 생산 수주를 

제안을 할 수 있는 패션 브랜드의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봉제기업 최고경영자의 사회적 관계자본이 패션 브랜드와의 주된 

거래채널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패션 브랜드와 거래하고 

있는 봉제기업과의 최초 접촉은 패션 브랜드 거래 담당자가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봉제기업 최고 경영자들과의 경험을 토대로 본사에 추천을 

하거나 업계 지인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에는 패션 브랜드가 기획한 특정 스타일의 의류제품이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 시즌 내에 새로운 스타일의 

의류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 생산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없는 봉제기업과 거래할 시, 

감수해야 될 위험이 너무 큰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주도적으로 봉제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특장점,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려는 노력해오고 있었으며, 

봉제협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패션 브랜드 모두 이와 관련된 플랫폼 및 정보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제기업의 

생산능력, 기술력, 품질 등은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 사실상 봉제기업과 거래를 위한 유통채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다고 

해도 쓰지 않는게 현실이구요. 소싱 담당자나 저희 사장님이 과거에 같이 

일해본적 있는 패션 봉제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주변 업계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프로모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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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기업의 선정과정은 생산팀 및 디자인팀의 추천을 받은 봉제업체들끼리 

경쟁을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들 업체가 들어오는 것 자체도 네트워크에요. 

공식 입찰을 받으려고 만든게 창신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식입찰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봉제기업 사장님들은 

자신들이 옷을 다 잘 만든다고 하시고, 다 자신 있다고 하시고… 막상 

거래해보면 정말 실력이 형편없고… 현실적으로 봉제기업의 실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치를 만드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봉제업이라는게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일해본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인 추천이나 인맥으로 봉제기업을 섭외 하죠“ (대기업 패션 

브랜드, 팀장) 

 

종합적으로 패션 브랜드도 봉제기업에서 최고 경영자의 역량이 생산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봉제기업에 

대한 평가가 최고경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저는 저희와 거래를 하는 봉제기업을 선정할 때, 최고경영자의 배경을 

봅니다. 현재 봉제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기가 패션 제품을 봉제하면서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과, 공장관리를 하시다가 직접 봉제 기업을 차리신 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성장배경에 따라 봉제기업이 특성이 좀 차이가 

납니다 ” (대기업 브랜드, 팀장) 

 

 

(２) 숙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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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보인다. 인터뷰 결과, 제품을 

생산하는 숙련공들의 경력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산업에서 숙련공들의 기술력은 손맛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다. 손맛은 봉제과정에서 소재를 다룰 수 있는 개인의 

능숙도 또는 봉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 노하우와 같은 것들이 

이었다. 특히, 봉제산업에서는 소재를 다루는 능숙도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재마다 물리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봉제 방식으로 소재를 봉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봉제산업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였다는 것은 제품의 

불량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가공, 대표) 

 

“저희 봉제기업은 손맛이 좋습니다. 오래기간동안 여러 소재를 다루어왔기 

때문에 소재에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특성에 따라 

봉제하는 박자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일종의 봉제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죠. 

예를 들어 나일론 소재를 봉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소재에 대한 

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가공 기업, 대표). 

 

 패션 브랜드에서도 봉제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때 손맛이라는 

표현을 중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와 거래하는 봉제기업은 소위 말하는 손맛이 좋아요. 손맛이 좋다는 것은 

여러 소재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디자인에 따라 여러 소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재의 대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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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하지 못하고 봉제를 하면 옷이 틀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특수한 봉제기술은 새로운 기기 설비를 구입 함으로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재를 능숙하게 다를 수 있는 ‘손맛’ 이라는 기술력은 

인적자원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쉽게 모방이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러 가지 소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남성의류나, 여성의류와 같이 고 난이도 의류의 생산 여부를 결정 짓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관찰된다 

 

 

３. 조직 자원  

 

조직 자원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결합시켜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으로 정의된다(Prescott and Visscher, 

1980). 따라서 조직자원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전략과 같은 자원도 

포함되며, 문제해결 능력,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Prescott and Visscher, 1980;강성우와 이기환, 2017). 

인터뷰 결과 거래관계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조직자원은 생산품질 

관리, 위험관리 능력, 반응생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１) 생산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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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주요자원으로 생산품질 관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브랜드가 새로운 패션 제품을 

개발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발전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완성된다. 디테일한 디자인적 요소들을 작업지시서에 기록하게 되며, 

봉제기업들은 이러한 작업지시서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작업지시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빠짐없이 이행하는지에 

따라 생산품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품질은 봉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및 조직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생산품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품에 대한 생산품질관리 능력은 패션 브랜드기업과 봉제기업 사이에서 

나타나는 주요 거래자원으로 관찰되었다. 

 

“의류제품 발전과정에서 누락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ollar 두께를 3cm 만들라고 작업지시서에 적어 놨습니다. 근데 3.5cm가 

나온다거나 쌍 스티치(stitch)를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한 스티치만 나온다거나.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을 잘 캐치하는 공장이 

생산품질이 좋은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죠. 이런 것들을 

잘 캐치 못하면, 제품을 직접 디자인한 디자이너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구요.” (패션 브랜드 기업, 팀장). 

 

“패션 브랜드가 저희랑 거래하는 것은 제품 품질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봉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소재를 오랜 시간 다루어 왔고,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뒷받침 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할 때, 품질이 뛰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임가공 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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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위험관리 능력 

 

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위험 요인들은 공급받은 원자재, 부자재 문제, 

예측하지 못한 수축율, 배송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전반적인 생산체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제품 납기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제품은 계절적인 특성과 유행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품 납기일 지연은 제품 판매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위험 관리를 잘하는 기업과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험관리 능력의 경우, 최고 경영자의 오랜 경험을 통한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고 경영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통제하거나 해결하는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기업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통제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생산과정에서의 품질문제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숙련된 전문가가 전 봉제과정을 미리 진행해보는 

방법과 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팀단위 생산 방법을 도입하여 품질에 대한 관리가 공정의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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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을 생산과정은 대부분 사람의 손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봉이 36나와야 되는데, 37이 

나온다거나... 애초에 문제가 생길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는 눈여겨 봅니다” 

(대기업 패션 브랜드, 팀장). 

 

“제품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납기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뛰어난 봉제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거래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위험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대기업 패션 브랜드, 팀장). 

 

“저희는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CEO) 

직접 제품을 만들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 직원들과 공유합니다” 

(임가공 기업, 대표).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원들을 구성하여, 

팀단위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습니다.” (임가공 기업, 대표). 

 

(３) 반응생산 능력(Quick response) 

 

 브랜드는 기획전략에 따라 시즌 초기 물량은 최소한으로 기획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에 맞추어 특정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봉제기업의 순간적인 반응 

생산 능력은 주요한 거래자원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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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생산 능력은 봉제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리적 자원이 

결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반응 생산을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한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만, 급히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 납기, 품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반응 생산이 불가능하다. 사소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빨리 빨리 

해결해야 빠른 납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납기를 단납으로 3주나 2주를 

주었을 때, 지켜지지 않으면, 정확한 날짜에 제품 출시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날짜들을 정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반응 생산능력이 좋은 봉제기업과 

거래를 합니다” (대기업 브랜드, 7년차).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규모가 있는 편이다. 저희 공장 내에는 많은 

숙련공들이 있으며, 기업 외부적으로도 협력 공장들이 많이 있다. 타 업체에 

비해 순발력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봉제기업들이 총15~20명 가지고 반응 

생산하는 것과 저희처럼 순간 동원 가능한 인력을 30~40명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과 품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차이가 난다” (임가공 기업, 

대표). 

 

 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거래자원은 [그림 5 -1 ]과 같다. 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물리적 자원은 크게 공장의 위치와 기기설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장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기기설비는 생산성 및 특수 가공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거래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으로는 최고 경영자와 숙련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고 

경여자의 경우 전문성, 관리능력, 사회적관계 자본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련공의 기술력이 봉제기업의 기술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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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조직 자원은 물리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하여 생산품질, 

위험관리, 반응생산과 같은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행 가능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５-1 ] 봉제기업의 거래자원  

 

 

제３절 봉제기업의 진화 

본 연구는 봉제 산업의 진화과정을 공진화 양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생물학에서 진화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내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유전자 변화가 

환경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그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진화가 이루어진다. 본 절에서는 봉제기업의 진화를 살펴보기 

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거래자원

물리적 자원

공장 위치

해외 공장위치에 따른 편익

국내 공장 위치에 따른 클러스

터 효과

기기 설비

특종 봉제기계

특수가공 봉제기계

인적 자원

최고 경영자

전문성

관리능력

사회적관계자본

숙련공 봉제 기술력

조직 자원 기업 전략

생산품질 관리

위험관리 능력

반응생산 능력



118 

위하여 봉제기업이 패션 브랜드 요구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봉제기업의 변형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１. 변화 

 

 

  대량 생산을 기획하는 패션 브랜드의 경우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많은 

의류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베이직한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대량 생산을 기획하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적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대량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은 패션 브랜드가 요구하는 가격과 

품질 및 납기일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적합한 형태로 기업 자원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및 

조직 자원 중심으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1 물리적 자원에서의 변화 

 

공장의 위치에서의 변화 

대규모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물리적 자원 중 공장의 위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을 할 경우 높은 고정비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 

문제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주로 인건비와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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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세우거나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봉제공장들과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대량생산 봉제기업들의 물리적 자원 중 공장의 

위치는 국내에서 해외로 변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1.2 인적 자원에서의 변화 

 

해외 공장 생산품질의 지속적 개선 

봉제산업은 노동 의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봉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봉제경험은 의류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의류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요인으로 해외 인적자원에서 변화가 관찰되었다.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봉제 과정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초창기 해외 인적자원은 봉제경험이 없는 

저숙련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과거 중국 공장에 봉제 의뢰를 맡기면 아무래도 국내(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죠. 제가 느끼는 것은 확실히 봉제는 손 기술인데, 손 기술은 한국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주로 해외 공장은 베트남, 중국 공장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과거에는 확실히 봉제 수준이 많이 떨어졌죠. 봉제 장인이 없다고 해야되나??” 

(프로모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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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해외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장인의 부재 및 숙련되지 

않은 인적자원으로 인하여 의류 제품 품질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봉제기업의 

숙련공을 주기적으로 해외 공장으로 파견하여 해외 인적자원을 관리 

육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패션 브랜드가 제공한 작업지시서 내용을 

토대로 현지 직원들에게 봉제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해외 노동자들과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봉제 실력도 

검증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 기업 숙련공을 파견 시켰어요. 물론 저도 자주 

방문을 하긴 합니다.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봉제 기술 가르치고, 관리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프로모션, 대표) 

 

패션 브랜드들의 해외 생산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는 해외 인적자원이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해외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봉제기업의 노력으로 저숙련에서 고숙련 인적자원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생산에서도 고숙련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대량 생산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히, 과거에는 해외 생산하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일이 서툴렀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해외 생산도 이제 어느 해외 공장을 가도 기본 6~7년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즉, 거기 생산 근로자분들도 숙련도가 올라가게 

된거죠. 우리나라 과거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미숙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글로벌 패션 기업들이 지속적인 오더를 해줌으로서 

봉제 장인들이 탄생하고 그랬자나요.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외 오더를 하고 그러니깐 이제 거기에서도 봉제 장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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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요” (디자이너 브랜드, 팀장) 

 

1.3 조직자원에서의 변화 

 

생산공장의 자본화 및 이원화 

 

대량생산 체제의 봉제기업의 경우 조직자원 중 반응생산 능력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기업은 반응생산 능력을 강화 

시키기 위하여 해외 공장의 자기 자본화 및 국내 공장의 자기 자본화 

또는 국내 봉제기업과 협업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반응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라인 장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이 

좀 부정확 할 수도 있는데,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매니지먼트를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전반적인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컨트롤 해야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게 자가 공장의 여부입니다. 내 공장이면 일의 우선순위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자기 자본화는 해외 공장에 대한 본사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본사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생산과정을 관리하여 납기일 단축 및 보다 

빠른 반응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생산에서는 원부자재가 국내에서 해외로 도달하는 시간, 제품이 

완성돼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시간, 세관을 통과하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단축이 불가능함으로 반응생산이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공장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생산 능력을 

강화 시키기 위하여 대량 생산체제의 봉제 기업들은 국내 공장을 

인수하거나 국내 생산이 가능한 공장들과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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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저희는 국내에 봉제 공장이 있죠. 아무래도, 대량생산 시 해외 공장이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는 하나, 반응생산해야 되는 경우 일부 물량은 내수 공장을 

이용해야죠. 저희 봉제기업은 해외 공장을 인수할 때, 국내 공장도 일부 

남겨놨어요” (프로모션, 팀장) 

 

“아무래도 반응생산은 국내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해외 공장이 있어도 국내 

공장이 어느정도는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국내 공장과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급할 때, 일부 물량을 내수에서 생산하려구요”(프로모션, 대리) 

 

따라서 해외 공장을 운영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반응생산을 위해 일부 

생산 물량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고, 메인 물량은 해외에서 

생산함으로써 해외 생산 물량이 국내에 도달하는데까지 걸리는 생산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해외 공장의 자기 자본화와 국내 

공장과의 협력적인 시너지를 통하여 반응생산 능력을 강화 시킨 것으로 

관찰된다.  

 

기술을 통한 관리체제의 변화 

 

해외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초창기에 해외 공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 제품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해외 관리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고 경영자가 직접 해외 공장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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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함에 따라 고화질 영상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최고 경영자가 직접 문제점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커뮤니케이션 기술 활용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빠르게 해결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 시키는 형태로 

조직 자원이 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１) 소량생산 봉제기업 

  

소량생산을 기획하는 패션 브랜드의 경우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실제 판매 시즌에 반응이 좋은 제품 위주로 빠르게 재생산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은 일반적으로 생산 난이도가 

어려운 남성복과 여성복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패션 브랜드는 품질과 

빠른 납기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량생산 

봉제기업은 제품의 품질과 납기일을 고려하여 이러한 요인들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자원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및 조직 자원 중심으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1 물리적 자원에서의 변화 

 

군집화를 위한 공장 위치 변화 

 

의류산업에서 반응 생산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물리적 자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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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위치에서 변화가 관찰되었다. 소량생산 봉제기업은 원자재와 부자재 

수급이 용이한 위치와 주로 거래하는 패션 브랜드들의 위치를 고려하여 

공장의 위치를 재배치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또는 부자재가 

배송되는 시간을 단축 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생산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봉제기업은 의류제품 생산 과정 중에 

패션 브랜드의 QC(quality confirm)를 받아야한다. QC과정은 패션 

브랜드에서 봉제기업의 생산 품질을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접 

제품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거래하는 패션 

브랜드의 본사 위치가 가까울수록 QC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는 공장이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 공장을 정리하면서 서울 00로 공장을 

옮겼어. 아무래도 요즘 계속 본사에서 제품 만드는 시간을 단축 시키라고 

하는데, 이 근처에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부자재업체들이 모여 있어서…” 

(임가공, 대표님) 

 

“아무래도 QC문제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본사(패션 브랜드)와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봉제기업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본사 위치와 가까운 곳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패션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QC과정이 한 번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와 가까워지면 

1~2틀정도는 생산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임가공, 대표님)  

 

따라서 물리적 자원 중 공장 위치 변화를 통해 반응생산 능력을 강화 

및 납기일을 단축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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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적 자원에서의 변화 

 

내재화를 통한 인적 자원 강화 

 

소량 생산을 기획하는 패션 브랜드의 의류 제품에 대한 높은 품질 

요구는 봉제기업의 인적 자원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봉제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고정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근로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량생산을 하는 봉제기업들은 고난이도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상시 근로자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적자원을 내재화하고 

있었다. 인적자원을 내재화 함으로써 고숙련공들을 항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교육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인건비 문제로 객 단공도 여러번 사용해봤고, 봉제 전문팀도 여러번 

사용해봤다. 그런데 제품 품질관리가 늘 실패하더라. 3년정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보다가 실패만해서, 지금은 그냥 상시 근로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임가공, 대표) 

 

인적 자원을 내재화하는 방식 외에도 봉제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하는 봉제 팀과 단독거래방식으로 거래하여 인적 자원을 부분적으로 

내재화하는 방식도 관찰되었다. 단독 거래를 통해 전문 봉제팀이 특정 

봉제기업에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 봉제기업의 고유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숙련공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건비와 관련된 고정비용 및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생산품질을 유지하면서 고난이도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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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봉제기업과 단독 거래하는 봉제 생산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 시즌 

저희 기업에서만 제품을 생산합니다. 오랜 기간 저희가 생산하는 패션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제품을 특성을 잘 이해하고 봉제를 하십니다.” 

(임가공, 대표) 

 

 따라서 인적 자원을 내재화 및 부분 내재화는 방식으로 인적자원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2.2 조직 자원에서의 변화 

 

라인생산에서 팀 단위 생산방식으로의 변화 

 

봉제기업들은 패션 브랜드의 제품 품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방식과 관련된 조직자원에서도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초창기 봉제산업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하청공장 역할을 

하였으므로 전통적으로 대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라인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라인생산 방식은 의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봉제 과정을 분업화하여 생산하는 것이다. 봉제 근로자는 여러 봉제 

과정 중 자신이 할당 받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봉제를 하게 된다. 

자신에게 할당된 범위에 대한 봉제 숙련도만 확보하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방식은 의류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전체 봉제 과정을 숙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생긴다. 

라인생산 방식은 봉제 근로자의 봉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점을 

지니며, 난이도 높은 의류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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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라인 생산 방식을 구축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패션 봉제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 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봉제과정을 숙지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과, 일부과정만 습득하는 것은 나중에 숙련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임가공, 대표) 

 

소량생산 봉제기업은 고난이도의 제품 생산과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라인 생산방식이 아닌 팀 단위 생산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팀 단위 생산방식은 2인1조 또는 4인 1조가 되어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봉제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팀 단위 

생산 방식은 인적 자원이 의류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다양한 봉제 

방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이도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것이다.  

 

“저희는 라인 생산방식에서 팀단위 생산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팀 단위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 봉제과정을 숙지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복 

코트와 같은 고난이도 제품도 쉽게 봉제할 수 있게 되는거죠” (임가공, 대표) 

 

“남성복의 예를 들어 소매 부분을 봉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라인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소한 디테일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팀 단위 생산만 하는 봉제기업과 거래를 

합니다”(대기업 패션브랜드, 팀장) 

 

따라서 소량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라인생산 방식에서 팀단위 

생산 방식으로 조직자원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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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봉제 산업의 진화과정을 공진화 양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생물학에서 진화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에  

 

２. 선택과 유지 

 

본 연구는 봉제 산업의 진화과정을 공진화 양산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단락에서는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봉제기업 자원의 

변형을 선택하는 주최자를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환경적요인들을 

고려하여 자원을 선택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변형된 자원이 

선택되고 성공적인 진화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된 자원이 

유지되는지 살펴보았다. 

 

(１) 외부 요인에 대한 고려 

 

인터뷰 결과, 자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환경요인으로는 최저 임금제도, 주5일 근무제도와 시장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봉제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요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원의 변화 방향성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2010년에 4110원이었으며,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인 

것으로 조사된다. 이는 최저임금이 10년동안 약 2배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의외에도 주5일 근무제도와 같은 

법적인 주간 근로시간 또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법적인 주간 

근로시간 또한 과거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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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이다. 줄어드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해결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급해야 되는 

추가 근로수당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가공 비용이 최저임금과 유사하게 증가함으로써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최저임금 상승과 비례해서 임가공 비용이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패션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해외 생산 공장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제도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내수에서 대량 생산체제의 

변화를 선택한 봉제기업의 경우 생존에 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요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봉제기업의 경우 소규모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소규모 봉제기업의 경우 소규모 생산을 추구하는 패션 

브랜드의 요구를 고려하여 기업의 변화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２) 선택과 유지를 위한 내부 봉제기업의 시스템 

 

 봉제기업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주요한 판단은 최고 경영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원의 선택에 대한 결정은 최고 경영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봉제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봉제 기술력 및 노하우와 

관련된 인적 자원에서의 변화는 최고경영자 및 생산관리자의 주도적인 

교육을 통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자원 수준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위험관리 또는 

제품품질 관리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은 매뉴얼화 또는 조직화 과정을 

통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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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최고경영자 의존적 선택 

 

봉제기업에서 자원의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인적 자원 중 최고 경영자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팀장이 각 부서의 상황에 맞게 

자원의 변화를 선택하고 최고 경영자는 변화된 자원의 성과를 여러 

임원들과 의견을 공유하여 최종적으로 자원을 선택하는 위계적인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봉제기업의 조직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봉제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생산관리자로 나누어 기업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생산자의 경우 의류 봉제에만 집중을 하고 생산관리자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생산자들을 관리하는데 집중을 한다. 

따라서 봉제기업 내에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자원을 

이해하고 의류 산업 흐름에 맞게 자원을 변화시키고 선택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 

주도적으로 자원 선택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국내 생산에서 해외 공장으로 이전을 결정했을 시, 거의 저 혼자서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죠. 봉제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은 주로 실질적인 생산과정에 대한 

노하우만 있지, 기업 외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프로모션, 대표) 

 

2.2 최고경영자 및 생산관리자들의 교육을 통한 자원 유지 

 

공진화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주변 환경에 자극을 받아 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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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생기고 성공적인 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변화된 유전자가 

선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봉제기업들의 성공적인 

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변화된 자원들의 유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량 생산체제 또는 대량 생산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봉제 기업 내에서 

자원 변화가 일어나면, 이러한 새로운 자원의 형태가 유지되어야 

성공적인 진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봉제기업의 생산품질 향상과 

관련된 인적 자원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변화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봉제기업 구성원들의 변화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습득 할 수 

있어야 된다. 봉제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품질 향상과 관련된 봉제 기술 및 노하우와 관련된 부분은 문서화 

과정을 통해 유지 전달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또는 생산관리자가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자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 트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류 

제품의 스타일을 내가 이해하고 만드는 것과 이해지 못하고 만드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봉제 업계에 계신분들 워낙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현재 패션 트렌드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생산과정에 같이 

참여하여, 늘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요즘 트렌드는 이 부분을 이러한 방식으로 

봉제 해야한다고 직접보여 주기도 하고 이 부분은 왜 크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왜 작아져야 되는지 설명도 같이… .” (임가공, 대표) 

 

2.2 매뉴얼화 및 조직화를 통한 자원 유지  

 

조직 자원과 관련된 변화는 기업 차원에서 매뉴얼화 및 조직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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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변화된 자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 시키기 위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체크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조직 

내부 규정으로 매뉴얼화 시켰다. 

 

 “패션 브랜드로부터 QC(quality confirm)가 끝나고도 내부적으로 다시 목업 

샘플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실하게 체크한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완봉하거나, 가공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봉제기업들과 달리 위험관리 과정을 여러 단계를 거치는 시스템을 매뉴얼화 

하여, 새로운 생산관리자가 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필수적으로 숙지시켰다.” 

(임가공, 대표) 

 

또한 품질 및 위험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도 관찰되었다. 여러 패션 브랜드와 거래를 할 경우, 변화된 자원을 

각각의 기업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봉제기업 내부적으로 조직을 구축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조직 관리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제품품질이랑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팀이 따로 있어요. 여러 패션 

브랜드와 거래를 하다보니 각각의 브랜드 제품의 특성도 다르고 이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모션, 이사) 

 

매뉴얼화 과정과 기업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여 변화된 자원을 

유지함에 따라 새로운 거래상황에서도 변화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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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지의 한계점 

 

이러한 유지 방식에도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봉제기술 및 노하우는 문서화 방식, 구두 방식을 통해 전달될 수 없으며, 

봉제기술들은 봉제 장인 및 숙련공과 함께 봉제작업을 하며 채득 

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내 봉제산업은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봉제기업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젊은 인력들이 없으므로 오랜 

시간 축적된 봉제 기술 및 노하우들이 전달될 수 없다.  산업 수준에서 

봉제산업의 변화된 자원들이 유지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３. 진화의 실패 

 

 생물학에서는 환경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방식으로 

진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자연생태계로부터 퇴출을 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봉제산업에서도 나타났다. 봉제기업은 환경적 요인으로 

최저임금제도, 주5일 근무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과 조직 수준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로 봉제기업이 

진화하지 않으면 봉제산업으로부터 퇴출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제도 및 

주 5일 근무제와 같은 제도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생산을 할 경우 생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저희와 거래하던 봉제기업이 벌써 5군데는 망한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만 

4군데 이상 망했어요. 아무래도… 최저임금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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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산이 확실히 단가적인 메리트가 너무 커서…..” (대기업, 7년차) 

 

 소량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패션 브랜드가 

요구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 또는 빠른 생산에 대한 요구에 맞게 기업이 

진화하지 못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국내 봉제기업을 이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난이도 높은 의류제품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 봉제기업이 잘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국내에서 생산하다 보니깐 아무래도 납기가 빠르고.. 그런데 저런 특징이 

없는 봉제기업들은 사실 다 망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요즘은 해외 생산도 

품질이 워낙 좋아져서.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해외만큼의 품질이 나온다? 그러면 

망하는거죠.” (프로모션 대표) 

 

제４절 봉제 기업과 거래관계 기업들 간의 

거래조건과 공진화 

 

본 연구는 봉제 산업의 진화과정을 공진화 양산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공진화는 기업과 기업의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진화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공진화 진입조건으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공진화 진입조건을 통해 어떠한 공진화 

성과가 관찰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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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공진화 진입조건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간의 공진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러한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진화 진입조건에는 관계자원과 기업간 거래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１) 관계자원 

 

관계자원은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가 거래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관계자원이 축적된다. 본 연구에서 관계자원 중 신뢰성과 

커뮤니케이션은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간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공진화 진입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의 경우 기회주의 행동을 줄이고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 또한 기업의 성과 및 제품 생산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신뢰성 

 

봉제기업에서 관찰되는 주요 공진화 진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원으로 신뢰성이 관찰되었다. Robinson(1996)은 신뢰란 타인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 또는 부정적인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expectations)와 믿음(belief)이라고 하였으며, Webb(1996)은 

타인이 행동이 예측 가능한(predictable) 방향에 대한 확신으로 

정의하였다. 즉, 신뢰는 상대방이 호의적인 방향으로 행동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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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주의적 입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 관계에서 신뢰는 생산일정 및 도덕적인 영역에서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산업에서 납기일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주요한 것으로 

관찰된다. 의류 제품의 경우 계절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납기일이 늦어지면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재고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따라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사이에서 납기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브랜드 입장에서는 납기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에 대한 

출고가 늦어지면 제품을 제때 옷을 못팔게 되니깐요. 그러면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 일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저희가 해당 봉제기업과 거래하는 주된 이유는 납기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납기일을 정말 잘 맞추세요.” (대기업 패션 브랜드, 팀장).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제품의 불법복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을 맡기면 카피 문제가 생겨요. 봉제기업에서 제품을 카피해서 몰래 

뒤로 유통을 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패션 제품 생산을 의뢰했을 시, 

제품을 카피하지 않고 신뢰성 있는 패션 봉제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죠. 

지금 거래하고 계신 봉제기업은 사장님은 그런 쪽에서는 신뢰할 만합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137 

 

종합적으로 봉제기업의 신뢰성은 제품 생산 일정과 관련된 약속 뿐만 

아니라 패션 브랜드의 제품 디자인을 복제하여 시장에 유통하는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포함된다.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간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신뢰가 축적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진화 진입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2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봉제기업이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여부는 

패션 브랜드와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한 공진화 

진입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주요한 정보 및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이 교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봉제기업들은 

의사소통에 소극적이며 봉제공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패션 브랜드와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는 의류 봉제 산업에서 

봉제 공인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높아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저희 브랜드는 생산업체와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제기업과 거래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래하시는 사장님 또는 실무자 분들이 봉제업계에서 

매우 오래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매우 기분 나빠하시고, 수정을 잘하려고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와 거래하는 업체는 피드백도 빠르시고,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해서 오랜 기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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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봉제 공인들은 패션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않고 작업지시서를 임의대로 수정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수정 

방향이 긍정적이어도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없이 임의대로 제품을 수정하는 봉제기업 사장님들과는 

거래를 끊습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없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 내리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제 기술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임의대로 수정하여 봉제하면 더 나은 퀄리티의 옷이 나올지라도 이러한 부분은 

저와 사전에 대화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대로 수정을 한다? 

언젠가는 크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작업 지시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다른 봉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품 사이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부재는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와 

봉제기업 모두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가 정말 많은 봉제기업 사장님들과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극소수에요. 작업지시서를 보고 어려우면 

전화를 하면 되자나요, 그거 어려운거 아니자나요 그런데, 전화를 안해 전화를!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르면 전화를 하라고 전화를! 심지어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사장님 모르시는 부분 전화를 안 하고 

생산을 진행하게 되면 제품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 결국엔 일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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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되요. 바보처럼 우리 일 2번 하지 맙시다. 이것 때문에 일 2번 하는 게 

사장님 공장에 손해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생산 공장을 여러 번 

바꿨어요.”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봉제기업들과는 

거래가 단절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은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와의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공진화 진입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２) 기업간 거래적합성 

 

봉제기업과 패션브랜드 간의 거래 적합성 여부가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진화 진입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간의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래적합성 구성 요인으로는 

생산수량과 결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소량 생산 봉제기업에 

적합한 주문 물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량 생산 봉제기업에 

적합한 주문 물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거래관계에서 다양한 결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봉제기업이 추구하는 결제조건과 패션 브랜드가 제시하는 결제조건이 

적합해야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1 수량 

 

주문량은 봉제기업 입장에서 패션 브랜드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 봉제기업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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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공급 수량을 제공하는 패션 브랜드를 선호하였다.  

주문 수량은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기업간의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간 거래적합성이 맞지 않으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생산 봉제기업의 경우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주문 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량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소량 생산에 적합한 인력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주문 수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저희 기업은 주로 해외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수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 수량, 예를 들어 최소 주문양이 2천이 되지 않으면 해외 

공장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무조건 생산 주문양이 많은 패션 

브랜드 기업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합니다.” (패션 프로모션, 대표) 

 

“저희는 내수 생산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산 

수량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생산 방식에는 많은 수량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임가공 기업, 대표). 

 

 또한 패션 브랜드의 안정적인 공급 수량은 봉제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A 패션 브랜드 소유 기업과 거래하는 주된 이유는 안정적인 주문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소유기업이 안정적으로 저희에게 주문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수량을 보고, 공장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안정적으로 주문을 한다는 것은 저희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가공 기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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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패션 브랜드 소유 기업은 매 시즌 안정적인 주문을 제공해줍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주문양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주문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장 생산능력도 급격하게 

조정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프로모션, 팀장). 

 

인터뷰 결과와 같이 안정적인 주문 수량은 봉제기업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 봉제기업은 제품 생산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인력을 확보하여 생산량을 조정하는데 전 

시즌보다 주문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증가하면 인력관리에 문제가 

생겨 기업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문 

수량이 예측가능 하다는 것은 사전에 봉제기업 생산인력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고정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수량과 관련된 

거래기업간의 적합성은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진화 진입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2 결제조건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사이에서는 다양한 결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1달 이내에 처리하는 

조건도 있었으며, 2주일 이내에 처리하는 조건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결제조건은 패션브랜드가 봉제기업으로부터 생산 의뢰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빨리 처리해주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의류산업은 거래에 

불공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잔’이라는 시장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잔’은 제품 봉제 비용 또는 생산비용을 생산 시즌에 

지불하지 않고, 제품 판매가 시작되면 제품의 생산 금액에 대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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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문화였다.  

 

“패션산업에서는 정말 안 좋은 ‘잔’ 이라는 시장 문화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잔을 깐다는 표현을 합니다. 잔을 깐다는 것은 봉제비용을 즉각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제품 생산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봉제비용을 결제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가 들어갔을 때도, 판매 실적이 

저조하면 잔금을 제대로 치루지 않는 패션 브랜드 기업들도 정말 많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이러한 미수 문화는 의류산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패션 

브랜드가 OEM형태의 거래 상황에서 잔금을 미수 처리하면, 봉제기업 

입장에서도 원자재 또는 부자재 업체에게 잔금을 약속한 날짜에 결제를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패션 브랜드가 의류제품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고 

미수처리한 잔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않으면 봉제기업 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부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봉제기업들은 

결제조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매우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B라는 패션 브랜드는 결제를 2주안에도 해줍니다. 이러면 

저희(패션봉제기업)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도 부자재 업체들한테 

자금을 치러야 하는데 결제가 늦어지면 저희도 많이 난감하게 됩니다...” 

(임가공 기업, 대표) 

 

“저희가 A라는 패션 브랜드 소유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은 자금력 때문이에요. 

자금력이 좋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제조건이 좋아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패션 제품 생산 비용에 대해서 미수 또는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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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모션, 팀장) 

 

“저희가 B라는 패션 브랜드 소유 기업과 거래를 하는 이유는 결제 조건이 

좋아요. 해당 기업은 자금력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금 결제를 

해줍니다.” (프로모션, 대표). 

 

따라서 패션 브랜드가 제시하는 거래조건과 봉제기업이 선호하는 

거래조건이 적합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패션 

브랜드와 차별화 되는 우수한 거래조건은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간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공진화 진입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２. 공진화 성과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진화함으로써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사이에서 공진화 성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공진화 성과는 지식교환, 경험최적화, 비수기 수량제공, 

거래기업에 대한 투자가 관찰되었다. 

. 

(１) 지식교환 

 

지식이 전달되기 이전에 지식 축적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식의 

축적이란 조직 내 지식을 분류하고 저장하는 활동이며, 암묵지를 

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설현도, 2006).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되는 노하우, 기술력, 정보, 문제해결 능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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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이 된다. 지식 축적활동은 조직구성원들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식은 조직 전체의 지적 메모리가 증가한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 지식들이 축적되고, 

봉제기업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제품 생산과 관련된 지식들이 많이 

축적되는 것이다.  

봉제기업은 주로 생산을 담당하고, 패션 브랜드는 제품 개발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식교환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패션 제품은 디자인개발과 관련된 지식과 봉제 지식이 통합되어 

제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교집합을 형성하는 지식영역이 있다.  

봉제산업은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봉제기업의 실무 담당자의 

경력과, 패션브랜드 담당자의 경력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력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로 이어지며, 패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식전달이 일어난다. 

 

“기술팀에서 생산을 해내지 못한 것들은 봉제기업 사장님들이 봉제 방식을 

바꾸어 생산을 가능하게 해준다던가, 패턴을 수정해서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을 해주시단. 직접적으로 솔루션을 제안해주기도 한다. 또는 

실루엣을 더 깨긋하게 나오게끔 도와주신다” (대기업 패션 브랜드, 팀장) 

 

“이 업체 사장님은 어떤 옷을 디자인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더 좋은 디자인을 뽑을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곤 한다.”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봉제기업이 제공하는 지식으로 패션 브랜드는 더 나은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봉제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은 패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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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성원들에게 전달되며, 전반적인 패션제품 개발에 대한 

지식수준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봉제기업의 경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제품생산과 관련된 지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의류산업 트렌드 및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의류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패션브랜드의 경우, 의류 산업에서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트렌드, 

스타일 기획방향과 관련하여 수준 높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다.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지식이 

봉제기업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봉제기업들은 최신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물론 작업지시서에 해당 내용이 적혀있긴 하지만 스타일을 이해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스타일에 대한 이해 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임가공 기업, 대표). 

 

“저 같은 경우는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 및 생산 담당자분과 자주 미팅도 하고 

회식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어울리다 보면 현재 패션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프로모션, 대표). 

 

패션 브랜드로부터 전달받는 정보 지식은 새로운 트렌드의 의류 

제품을 봉제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은 수시 때때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패션 브랜드가 패션 트렌드에 대한 지식은 봉제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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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며 축적된 지식은 기업 구성원들에게 교육 및 설명을 통해 

전달된다. 

 

“이 부분은 넓게 생산해야 된다. 요즘 이게 트렌드, 이러한 부분을 저희 생산 

직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 때문에 이렇게 생산해야 

된다. 단순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지 

설명하고 교육합니다.’ 등...” (임가공 기업, 대표). 

 

 패션 브랜드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에 대한 스타일뿐만 봉제기업이 

기술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봉제업체 사장님께 핸드 메이드 기술과 심실링 봉제 기술을 체득하는게 

좋을 거라고 제안하였다. 앞으로는 이런 기술을 활용한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의 기업 주문 말고도 다른 기업의 

주문들을 더 받으려면 이런 쪽으로 개발하시는게 유리할거에요라고 제안합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간의 지식전달은 서로의 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식전달은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간의 공진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２) 경험최적화 

 

기업과 기업은 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상대 협력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경험 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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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란 거래 기업과의 경험을 통해, 상대기업의 일처리 과정이나, 

선호하는 제품의 스타일을 사전에 인지하고 작업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였다. 

 

“디자인실이나, 해당 브랜드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대충을 알게됩니다. 이 

브랜드의 스타일은 어떤 부분을 강조 해야하는지? 느낌이 옵니다. 상대 

브랜드의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가 생깁니다. 거래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레이스를 많이 쓴다던가, 이 기업은 특수한 가공을 선호한다던가, 이런것들이 

사전에 인지되면, 서로 일하기가 편해집니다” (프로모션, 이사). 

 

지속적으로 쌓여온 거래관계에 있는 패션 브랜드의 선호하는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는 업무 효율을 상승시키고, 제품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패션 브랜드 기업과 오래 거래한 패션 봉제기업의 경우, 작업 지시서에 

대한 누락된 내용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피드백이 옵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디자이너 대표님은 이러한 스타일 좋아하시지 않는데? 일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확인 전화가 온다거나 합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 2시즌 정도 패션 브랜드 소유기업과 호흡을 맞추다 보면, 거래하는 패션 

브랜드 소유기업의 일 진행 방식이나, 내부적인 절차 과정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단계에 필요한 일들을 사전에 준비한다던가 

해서 업무 효율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프로모션, 팀장). 

 

경험최적화는 상대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축적되어 상대기업의 일처리 

방식과 선호하는 제품 스타일을 사전에 인지하여 작업과정에서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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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쟁사로의 전환과 이탈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발전이 되는 공진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３) 비수기 수량 제공 

 

봉제산업은 성수기과 비수기가 뚜렷한 산업이다. 대한민국 산업 발전 

초창기에 봉제산업은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봉제산업이 국제 산업에서 내수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 

수요 주기에 따라 생산 공백이 생김에 따라 비수기 시즌이 생겼다. 

이러한 생산 주기 때문에 봉제기업들은 비수기 고정비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비수기 시즌에 생산 수량을 제공해주는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패션봉제기업)는 비수기 시즌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수기 시즌에 생산물량이 없으면,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A 패션브랜드 기업은 비수기 시즌에 

저희에게 최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을 해주고 있어서, 비수기 시즌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팀장). 

 

“저희 브랜드는(패션 브랜드 소유 기업) 봉제기업들의 비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기 생산 물량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아울렛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 시즌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아울렛 제품을 생산을 맡깁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봉제기업이 망하게 

되면 저희도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생기니깐 아무래도… 신경쓰이죠” (대기업 

패션 브랜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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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브랜드도 봉제기업들이 비수기 시즌에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온라인 제품에 

대한 생산을 비수기 시즌에 의뢰합니다.”(대기업 패션 브랜드, 팀장) 

 

“저희도 봉제기업들이 비수기 문제에 대한 고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브랜드의 경우, 기업이 규모가 대기업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아울렛 

제품이나, 온라인 제품을 추가적으로 생산 의뢰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봉제기업들을 위해, 기본적인 티셔츠, 면 바지를 비수기 시즌에 

생산 의뢰를 합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이처럼 패션 브랜드들도 봉제기업들이 비수기 생산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동반 성장을 위해 비수기 생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관찰된다. 이는 

상대기업의 생존에 위협은 자신의 기업의 생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인지하고 위험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는 공진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４) 거래기업에 대한 투자  

 

패션 브랜드는 자신들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봉제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기업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는 거래관계에 있는 봉제기업을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동반성장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과거의 거래경험을 통해 거래관계에 있는 봉제기업의 발전이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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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발전에도 결국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가능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가 거래 봉제기업에 대한 

투자는 패션 브랜드와 봉제기업 사이에서 관찰되는 공진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저희 기업은 패션봉제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특정 디자인에 대한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봉제기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봉제기업 사장님들께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디자인의 옷들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새로운 기기 설비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절반 

정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꾸준히 거래를 하고 있고 같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와 오랜기간 거래한 봉제기업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기기 설비를 

구매하시는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봉제기업이 망하면 저희도 

힘들어지니깐...” (대기업 패션 브랜드, 팀장). 

 

“저희가 00브랜드 초창기부터 거래를 했습니다. 지금 00브랜드가 시장에서 

굉장히 잘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브랜드 성장에 있어서 저희 

봉제기업도 일정부분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가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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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2] 연구문제3의 결과 요약 

 

연구문제3과 관련된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5-2]와 같다. 봉제기업은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 상황에서 대량생산 체제, 소량생산 체제에 적합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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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원이 변화하고 이들 변화된 자원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을 

밝혔다. 이러한 봉제기업의 진화과정에서 공진화 양상이 관찰되었다.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간의 공진화 현상이 나타나기 위한 공진화 진입 

조건으로 관계자원과 기업간 거래적합성이 필요한 것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는 공진화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석교환, 경험최적화, 

비수기 생산 수량제공, 거래기업에 대한 투자와 같은 공진화 성과를 거두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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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결론 및 제언 

제１절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봉제 산업 규모의 변화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거시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봉제 

기업의 진화 과정을 공진화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류 

봉제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봉제산업과 관련 의류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봉제산업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2차 데이터를 

통해 봉제산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요인 중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봉제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패션 브랜드, 봉제기업, 프로모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봉제기업의 거래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봉제기업의 진화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거래관계에서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봉제기업의 경우 1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봉제산업의 

도약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문제1에서는 봉제산업의 규모에와 주요 거시적인 변수들 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봉제산업의 규모를 구분하기 위하여 전체 

봉제산업과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으로 나누었으며, 정책 요인으로서 

최저임금을, 과업 요인으로는 의류 도매산업의 매출과 패션 브랜드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용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결과 최저임금은 전체 봉제산업과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에 1년 시차를 두고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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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및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김대일, 2012; 김형락 & 

이정민; 2012). 

과업 요인으로 의류 도매산업은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마이크로 사이즈 기업 수와 마이크로 

고용자 수는 2년 시차를 두고 도매 산업 매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의 변화가 의류 

도매산업 매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봉제 

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최저 임금제도 외에도 

다양한 정책요인, 기술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최저임금제도 외에도 하도급 법, 주 5일 근무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의 경우 거래의 공식화를 통해 봉제기업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업무속도는 저하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도의 경우 근로 시간 단축을 강제하였기 

때문에 봉제기업은 납기 내 생산이 어려워졌으며, 패션 브랜드로부터의 

업무지시 또한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생산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도는 객단공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봉제산업의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기술적 요인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공장 관리가 용이해지고 있었던 반면에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고령화 현상으로 IT기술을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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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해 ERP 시스템과 패턴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RP 시스템을 통해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의 생산자원을 통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턴 데이터도 디지털화 시켜 재생산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연구문제 2에서는 봉제산업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거래자원을 

관찰하고 봉제 기업의 거래 기업과의 협력 과정에서 변형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봉제 산업의 진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봉제기업의 자원은 

크게 물리적 자원, 인적자원, 조직자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자원의 경우 공장의 위치 및 기기 설비가 주요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의 위치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실효익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해외 공장의 경우 생산단가 측면에서 이득이 있었으며, 국내 

공장의 경우 제품 생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설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계와, 특수 봉제를 가능하게 하는 특수기기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공장의 위치 및 기기설비는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관계에서 주요한 

거래자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은 최고 경영자와 숙련공이 주요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 경영자의 전문성과 관리능력은 체계적인 조직시스템을 

잦추지 못한 봉제산업에서 주요한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 

경영자의 사회적 관계자본을 통해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밝혔다. 숙련공은 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기술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인적 자원은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거래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 자원은 인적자원과 물리적 자원을 결합시켜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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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이 보유한 전략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직자원은 작업지시서 이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생산품질과 

납기일을 지키기 위한 위험관리 능력, 제품 생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반응생산 능력은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조직자원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봉제산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봉제기업의 진화 

과정을 공진화 양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내 봉제산업은 크게 

대량 생산체제의 봉제기업과 소량 생산체제의 봉제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생산 봉제기업의 경우 생산 수량 및 단가, 

가격을 고려한 적합한 제품 품질, 반응 생산에 적합한 방향으로 기업이 

진화하고 있었다. 대량 생산 봉제기업이 경우 물리적 자원 중 공장의 

위치가 생산 수량 및 단가를 고려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공장 생산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로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관리하여 인적 자원을 

숙련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영상통화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해외 공장의 관리를 향상시키고 있었으며. 조직 자원은 빠른 

반응 생산을 위해 일부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공장을 

이원화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소량생산 봉제기업의 경우 제품의 고난이도 제품의 생산과, 높은 제품 

품질, 빠른 재생산에 적합한 방향으로 기업이 진화하고 있었다. 

소량생산 봉제기업의 경우 물리적 자원 중 공장의 위치가 패션 브랜드 

본사와의 거리 및 원부자재 수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빠른 제품 생산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것을 밝혔다. 또한 

고난이도 제품의 생산과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적 자원을 

기업 내로 내재화 하는 방식으로 인적 자원을 강화 시켰으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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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경우 라인생산에서 팀 단위 생산으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봉제기업들의 자원 변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자원의 선택과 변화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봉제기업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화에 적합한 자원의 선택과 판단은 

최고 경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변화된 자원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제산업이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품질 및 봉제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변화는 구두 

또는 문서화 형식으로 전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 또는 생산관리자가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기업 

구성원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변화된 자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제품품질, 위험관리, 반응생산과 관련된 조직 자원은 매뉴얼화 및 

조직화를 통해 변화된 자원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에 적합한 형태로 봉제기업이 진화하지 못하였다면, 

봉제기업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어 퇴출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관계를 통한 

진화과정에서 공진화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공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진화 진입조건이 있는 것을 밝혔다.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사이에서 

관찰되는 공진화 진입조건은 관계 자원 축적을 통해 얻어지는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이과 봉제기업 체제에 적합한 주문 물량, 결제 조건과 같은 

거래 기업 적합성이 있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류산업에서 봉제기업과 패션 패션브랜드 간의 공진화 

성과로는 지식교환, 경험 최적화, 비수기 수량 제공, 거래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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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지식 교환의 경우 봉제기업은 패션 

브랜드에게 제품 디자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봉제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브랜드의 경우 

의류산업에 변화하는 트렌드 및 새로운 의류 스타일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봉제기업은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봉제기술을 익히거나 

봉제기술이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식 교환을 통해 패션 

브랜드와 봉제기업 모두가 발전하는 공진화 성과임을 밝혔다. 

경험최적화는 기업과 기업의 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상대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축적되어 상대기업의 일처리나 선호하는 제품의 스타일을 

사전에 인지하고 작업과정에서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서로간의 

발전이 되는 공진화 성과임을 밝혔다. 봉제산업은 성수기와 비수기 

뚜렷한 산업이기 때문에 봉제기업은 비수기 시즌에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고충을 패션 브랜드가 인지하고 동반 성장을 위해 

비수기 생산에 일부 생산물량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어느 정도 나누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상대기업의 생존 위협은 자신의 기업의 생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인지하고 함께 생존하고자 하는 모습은 

공진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패션 브랜드는 자신들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봉제기업에게 

자발적인 투자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제기업과 오랜 거래를 

통해 서로 간의 발전은 의류 산업 내 또 다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 브랜드와 

봉제기업 사이에서 관찰되는 공진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제２절 연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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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차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혔다. 특히,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은 의류 도매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간의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영세규모 봉제산업과 도매산업과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 이들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래채널을 국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용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거래과업 상황에서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은 일부 봉제기업들과 

독점적으로 거래하고 있을 가능성을 밝혔다. 한국 봉제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산업과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과의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기업의 성장 발판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연구2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대량 생산에 적합한 형태의 

봉제기업과 소량 생산에 적합한 형태의 봉제기업간 진화의 변화와 

특성이 상이한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소량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주로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 시간 단축을 무기로 성공적인 

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생산을 하는 봉제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제품 품질 상승과 생산시간 단축이 주요 

과제임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자원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뷰에 참가한 봉제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이 넘는 규모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이 전반적이 관리는 최고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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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중 되어있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봉제기업의 자원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기반의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봉제산업은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봉제기술력, 봉제 노하우와 같은 것들은 성문화 또는 전산화 과정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기술력은 

봉제장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여, 같은 기업 구성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 인력이 봉제산업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봉제기술력을 전수받을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봉제산업은 최저임금제도에 영향을 받을 만큼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근무조건은 젊은 인력의 유입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봉제기업의 가공비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국가주도적으로 봉제 

장인을 공식적으로 인증 관리하여, 봉제 단계에서 해당 장인이 제품을 

생산하면 그에 걸맞는 제품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가공비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봉제산업과 주변 

거시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들간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요인으로 최저임금과 과업 요인으로는 

패션 브랜드 상장기업 영업이익과 의류 도매산업 매출 데이터를 

사용하여 봉제산업과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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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분야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공진화 이론을 

봉제산업에 적용시켜 환경 요인을 고려한 봉제기업의 진화과정과 패션 

브랜드와의 상호협력적 공진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으로 기업의 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확장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주요 거래자원들을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조직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자원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을 밝히고 개념화 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봉제산업의 변화를 대량 생산 봉제기업과 소량 생산 

봉제기업으로 구분하여 각자의 생산체제에 적합한 형태로의 

진화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하였던 요인들을 밝히고 개념화 시킴으로써 

봉제산업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３절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1에서는 봉제산업의 규모와 관련된 데이터로 봉제기업의 수 및 

고용자 수를 사용하였다. 봉제산업의 규모에 관련된 특성을 오로지 

봉제기업 수와 고용자 수로 한정하여 설명하였다는데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인터뷰에 참가한 대부분의 봉제기업의 경우 

최소 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봉제기업을 중심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영세규모 봉제기업의 경우 본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인터뷰에 참여한 패션 브랜드의 경우 전국적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중심으로 인터뷰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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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봉제기업은 주로 거래하는 브랜드의 

기획 특성에 따라 기업의 운영체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대문과 같은 

도매 시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패션 

브랜드와 거래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또 다른 진화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소규모 도심형 봉제기업과 가족형 봉제기업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공진화 이론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사이즈 

봉제기업들의 진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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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xamine the sewing industry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ed to quantitatively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task factors as macroscopic variables expected 

to be related to the size of the sewing industry. 

In addition,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ashion brands, 

sewing companies, and a promotion company to identify the trading 

resources possessed by sewing companies and analyzed the 

evolution process of sewing companies from a coevolution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improve understanding 

on the sewing industry, and we suggested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apparel sew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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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search question 1,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the sewing industry and significant macro variables. To 

classify the size of the sewing industry, we divided the entire sewing 

industry and micro-sized sewing industry. Minimum wage was used 

as a policy factor, and the sales of the wholesale clothing industry 

and operating profit of a listed fashion brand company were used as 

task factor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Granger causality confirmed 

minimum wage as a leading variable exerting a negative impact on 

the entire sewing industry and micro-sized sewing industry with a 

one-year time difference. 

As a task factor, the wholesale clothing industry was confirme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micro-sized sewing industry. 

Specifically, the number of micro-sized companies and number of 

micro-employe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wholesale 

industry sales over a two-year time difference.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sewing industry from the in-depth interviews, various policy 

factors and technical factors were found to affect the minimum wage 

system. In the case of institutional factors, a subcontract law and 

five-day work week law were found. In the case of technical factors, 

the digitization of data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ere 

determined to affect the sewing industry. 

For research question 2, we tried to observe the overall trading 

resources of the sewing industry and examine the evolu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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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ing industry, focusing on changing resources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sewing companies and a fashion brand. 

The main trading resources of sewing companies were physical 

resources,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In terms 

of physical resources, the location and equipment of a factory were 

determined as main resources. 

Human resources consisted of the CEO and skilled workers. In the 

sewing industry, chief executives played a major role in numerous 

fields, and skilled workers were the main factors determining the 

product quality and technology of a company. 

Lastly, production quality, risk management ability to honor 

delivery dates, and quick response ability to shorten production time 

were the main organizational resources observed in the relationship 

among fashion brands. 

In this study, the evolution of the sewing industry was analyzed 

from the coevolution perspective to examine the changing process in 

the industry. Mass production sewing companies evolved in a 

direction suitable for quality and quick response production 

considering production quantity, unit, and price. 

Small-scale production sewing companies evolved in a direction 

suitable for the production of complex products and those with high 

quality and fast reproduction. In small-scale production sewing 

companies, among physical resources, the location of factories 

changed considering the distance from fashion brand headquarters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raw and subsidiar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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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 for selecting resources and maintaining changed 

resources is necessary for sewing companies to maintain resource 

changes. 

In sewing companies, no structured system for decision making and 

selecting and judging resources suitable for evolution centered on 

CEOs. 

In addition, organizational resources related to product quality, risk 

control, and quick responses maintained changed resources through 

manualization and organization. Finally, if a sewing company fails to 

evolve into a form suitable for environmental changes, then it will be 

expelled owing to survival difficulties. 

Co-evolution was observed in the evolution process through 

business transactions, and conditions for entry into the co-evolution 

to achieve that between companies and companies were revealed. 

The conditions for entry into the co-evolution observed between 

sewing companies and fashion brands were trust and communication 

obtain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related resources. In addition, 

order and payment conditions suitable for the sewing company 

system were observed. 

Finally, in the apparel industry, knowledge exchange, experience 

optimization, off-season supply, and investment in trading companies 

were determined as coevolution outcomes between sewing 

companies and fashion brands. 

A serious problem in the sewing industry involves the lack of young 

workers. Sewing technology and sewing know-how in the s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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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cannot be transmitted through documents or 

computerization. Sewing technology can be transmitted to company 

members by craftsmen participating in production. Moreover, 

production craftsmen can transfer their sewing technology skills to 

members of the company. Therefore, the lack of young workers in 

the sewing industry may facilitate the disappearance of sewing 

technology for future generations, thereby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domestic production base. To prevent this situation from 

occurring, poor working condition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system should be addressed. 

Increasing a sewing company’s sewing processing cost to a 

realistic level is necessary.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should certify and manage sewing craftsmen. If products are created 

by certified craftsmen, then fashion companies may pay appropriate 

sewing processing fees, thereby increasing production price. Thus, 

we proposed raising processing cost to a realistic level. In addition, 

this study applied co-evolution theory, which is not generally used 

in the field of fashion, to the sewing industry to derive the results of 

cooperative co-evolution with fashion brands. Therefore, this study 

employed the theore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 sewing company from a ne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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