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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80년대 이후로 글로벌 마켓의 기업들은 자국 내 

시장이 포화되어 성장이 둔화되고 무역 협정이 완화

되며 더 저렴한 제조처와 판매처를 찾아 해외로 진출

하는 글로벌화에 주력해왔다(Piore & Sabel, 1984). 패

션 기업들도 1980년대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해

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글로벌 아웃소싱에 주력

하였고, 1990년대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마켓을 확장

해왔다(Moore et al., 2000). 한국 패션 기업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로 중저가 패션 제품의 노동 집약적인 

제조 공정 상당 부분을 중국,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

국으로 이전해왔다(Jung, 2007). 그러나 최근에는 해

외로 이전되었던 패션 제조 기능을 다시 도시 내로 들

여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주목받고 있다. 오프쇼

어링(off-shoring 또는 outsourcing)이 기업의 업무를 

비용이 낮은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반면, 리쇼

어링(re-shoring 또는 insourcing)은 해외에 위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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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다시 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의미한다(Ellr- 

am et al., 2013; Gray et al., 2013). 패션 기업의 리쇼어링 

움직임에는 해외 생산 지역의 인건비 상승, 제조 품질 

고급화 요구와 같은 동기에 더해, 3D, 로봇, 인공지능

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와 맞

춤 제조업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함께 반영되고 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이 원거리 생산으로 인한 품질 

및 재고 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니어쇼어링(near- 

shoring)을 추진하고 있으며(Robinson & Hsieh, 2016), 

독일의 아디다스(adidas)는 본사가 있는 독일 남부 바

이에른주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운동화를 

생산하는 ‘스피드 팩토리’를 건설한 바 있다. 국내 기

업 중에서도 나이키(NIKE), 언더아머(UNDER ARM- 

OUR) 등의 OEM 회사인 호전실업은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맞춰 국내 공장에 자동화 공정과 첨단 설비 시스

템을 적용한 의류 생산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어 

패션 제조업의 리쇼어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렇게 니어쇼어링과 리쇼어링이 부상하며 로컬에서 생

산되는 제품들은 새로운 럭셔리 제품으로 인식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Robinson & Hsieh, 

2016).

한편, 기업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넘어 최근에는 공

공 부문, 주로 시정부에서 패션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뉴욕시의 ‘Made in NY’, LA시의 

‘LA Fashion District’, 런던시의 ‘East London Fashion 

Cluster’, 도쿄시의 ‘Made in Japan’ 등이 대표적인 패션 

리쇼어링 프로젝트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의 주요 도

시들은 지역 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집적시키는 산업 클러스

터 형성에 주력해왔고, 최근에도 고용 창출과 투자 확

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대도시의 재산업화(re- 

industrialisation)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Chang, 2008). 

특히 도시 인근에 창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

써 도시의 매력과 활력을 유지하고 젊은 창의 인력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Will- 

iams & Currid-Halkett, 2011), 이 중 패션 산업은 디자인 창

의성(design creativity)과 제조업(manufacturing)이 결합

되어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젊은 창의 인력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며, 미용, 뷰티 등 관련 비즈니스

가 함께 성장하곤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창조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Enterprise & Industry, 2013). 

이러한 인식에서 많은 도시들이 도시 내 패션 산업 육

성을 위해 패션 지구(fashion district), 혹은 패션 클러

스터(fashion cluster)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패션 산업 클러스터로는 서울시

의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와 남대문 패션 클러스터, 대

구시의 섬유 산업 클러스터, 부산 지역의 신발 산업 클

러스터 등이 꼽힌다. 이 중 남대문 패션 클러스터는 생

산 기능이 감소하여 현재는 유통 네트워크로 전환된 

상태이며, 동대문 지역은 원부자재업체-생산업체-도/

소매업체가 밀집한 대표적인 도심형 패션 클러스터로 

기능하고 있다. 동대문 지역은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

로 반경 500m 일대에 원부자재업체 4천여 개, 의류도

매업체 1만여 개가 밀집해있고, 신당동, 창신동 지역에 

2천여 개의 패턴⋅샘플실 및 봉제공장이 산재해 있다

(Han, 2017). 이렇게 관련 업체들이 밀집하여 규모의 경

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나, 국내에서 패

션 클러스터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부족

한 상황이다. 경영학 분야와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산업 클러스터는 산업지구론(Industrial District)(Mar- 

shall, 2009), 혁신클러스터론(Clusters of Innovation)(En- 

right, 1996; Porter, 1990), 지식혁신체제이론(Regional 

Innovation System)(Cooke, 1992)과 같은 이론들을 중

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패션 분야에

서는 최근 서울시가 도심 재생의 일환으로 패션 클러스

터 조성을 기획하며 관련 연구(Han, 2017; Jang, 2016; 

Lee, 2014)들이 보고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도 주로 도시계획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어, 패션 산업의 복잡하고 입체적인 특성에 대한 이

해와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

서 본 연구는 글로벌 마켓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되거나 공공 부문에 의해 집중 육성되고 있는 패션 클

러스터들의 유형과 기능, 클러스터 내 상호작용, 그리

고 클러스터의 효과성을 탐색함으로써 패션 산업 클

러스터만의 특수성을 고찰하고 향후 국내 패션 클러

스터의 경쟁력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

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제조업의 리쇼어링과 패션 산업

오프쇼어링과 아웃소싱(outsourcing)은 지난 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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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선진국 제조업의 담론을 지배하여 많은 대규

모 제조 회사들이 중남미, 중동부 유럽,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지역으로 소싱을 전환해왔다. 그러나 기업 활

동 전반이 글로벌 가치 사슬로 전환되고 제조 활동이 

저임금 지역으로 옮겨가며, 하이엔드 디자인, R&D와 

같은 고비용, 높은 지식 집약적 업무와 관련 산업은 근

거리에 위치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Bailey & De Propris, 2014). 이렇게 글로벌 가치 

사슬에 내재된 취약성과 위험(Gereffi et al., 2005)이 드

러난 것에 더해, 최근에는 환율 상승, 운송 및 에너지 

비용 증가, 저임금 지역의 임금 인상 등으로 생산 비용

이 전반적으로 조정되고, 공급 사슬의 탄력성을 확보

하는 것이 기업의 주요 경쟁력으로 부상하며 리쇼어링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다국적 기업들이 가치 

사슬의 일부를 자국 경제로 이동시키는 많은 사례들

이 등장하며 독일(Dachs et al., 2019; Kinkel, 2014)과 

미국(Ellram et al., 2013), 영국(Merlin-Jones, 2012)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현재 제조상의 리쇼어링이 사

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리쇼어링을 다루는 학술적 연구는 조사상 한계로 

인해 현재 리쇼어링의 배경과 동인, 추진력 등을 탐구

하는 탐색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Bailey & De Pro- 

pris, 2014). 이 중 기업이 제조 위치를 결정하고 재조정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금융 환경과 생산 

환경, 경영 환경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Ell- 

ram et al., 2013; Gray et al., 2013). 이러한 요인들은 변화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띄고 있어, Fine 

(2013)은 미래에는 ‘오프쇼어링 또는 리쇼어링’의 이

분법적인 의사결정 대신 전반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제조 위치를 결정하고 생산 기지를 재배치하는 ‘인텔

리소싱(intelli-sourcing)’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al et al.(2016)은 패션 기업에게 아웃소싱으로 인한 

투명성 확보의 어려움, 윤리적 문제, 높은 운송 비용, 

긴 리드타임 등과 같은 문제가 리쇼어링을 유발하여 

이미 서유럽의 많은 패션 기업이 생산을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제조 공정에 맞춤화 및 디지털 기술

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들은 패션 기업 관

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리쇼어링이 설계 및 제조 

작업의 첨단 디지털화를 가능하게 하고, 유연하고 민

첩한 운영을 통해 소비자 중심 차별화 전략 실행을 용

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al et al., 2016). 한편, 

패션 기업의 리쇼어링을 다루는 탐색적 연구들도 등

장하고 있다. Robinson and Hsieh(2016)는 영국 브랜드 

버버리(Burberry)의 리쇼어링 전략을 탐색하고 버버

리의 공급 체인 전략 수정이 결과적으로 매출 및 브랜

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자들

은 버버리가 리쇼어링을 통해 디자인과 제조의 근접

성을 확보하고 제조와 공급망 관리 전반에 통제력을 

강화하여 제조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이러

한 새로운 전략이 기업의 문화 유산과 핵심 브랜드 가

치를 복원하고 고객 중심 모델로 사업을 재편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Robinson & Hsieh, 2016). 

2. 혁신 클러스터와 패션 산업

Han(2009)은 글로벌 시장으로 분산되었던 기업의 

생산 활동이 다시 지리적으로 집중하는 이유를 집적

경제와 지리적 집중으로 인한 생산성 상승 효과, 선진

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집

중하게 된 것,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입지 선택 이유

와 제도가 결합된 현상’이라고 분석하였다. 최근 지역 

단위의 산업 클러스터가 재형성되는 배경에 기업의 

동기만이 아닌 ‘지역’의 동기와 제도가 함께 중요하

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럽과 미국, 일본

과 같은 선도 국가들은 혁신(innovation)이 기업과 지

역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

단하고 혁신의 중심지이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

는 혁신 산업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Guinet, 2003).

현재 유럽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창의 산업 클러스

터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유럽 전역에 70개가 넘는 창

의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이 중 패션 관련 

클러스터는 10개 이상이 조성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패션 산업을 가입 국가들이 이미 보유한 핵심 경쟁력

이자 유럽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젊은 

창의 전문가들과 지역 제조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

는 산업으로 인식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Enterprise 

& Industry, 2013). 이러한 기조하에서 각국은 현재 자

국 패션 산업이 직면한 환경, 보유 인프라 및 미래 방

향성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

히 패션 산업의 글로벌화로 개별 기업이 글로벌 시장

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지역 클러스

터가 소규모 기업의 혁신 창출에 유용하다는(Aud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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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 1998) 기대에 기반하여, 자국 내 가치 사슬에 엮여 

있는 중소기업들이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패션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

고 있다. 

산업의 공간적 집적은 비즈니스와 학문 분야 모두

에서 오랜 관심사 중 하나로, 이미 100여 년 전에 경제

학자 마샬(Marshall)에 의해 산업 지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현재 클러스터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견

해와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

재하지는 않지만, 산업 클러스터는 공동 입지를 통해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산업의 ‘지리적 집중’(Doerin- 

ger & Terkla, 1995), 혹은 상호연관된 기업 및 연관된 

기관들이 ‘지리적으로 밀접’하여 특정 영역에서 ‘공

통성(commonality)과 상보성(complementality)’으로 연

결된 것(Porter, 2000)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는 좀 더 역

동적인 개념으로, 클러스터 내 구성원들이 집단적 학

습과정을 거치며 창조적 혁신을 창출하는 집단적 기

업가 정신(collective entrepreneurship)이 생성되는 곳

으로 정의된다(Arthurs et al., 2009). 즉, 혁신 클러스터

는 ‘지리적 집적’과 ‘상호연관성’에 더해 클러스터 내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이 생성’되기를 기대하는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Han, 2009). 

Han(2009)은 산업 클러스터를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다(Table 1). 먼저 클러스터는 수행하는 주요 

기능에 따라 연구개발(R&D), 생산, 마케팅 및 서비스, 

혁신 클러스터로 구분될 수 있다. 클러스터는 형성 방

식에 따라 자연발생형과 신규조성형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자연발생형이 많은 경향을 보

이고, 산업화가 뒤늦게 시작된 국가에서는 클러스터

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켜 신규조성형이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다(Chang, 2008; Lee, 2014). 

클러스터는 조성 주체에 따라 정부주도형, 대학주도

형, 민간주도형, 그리고 산학관 컨소시움 형태로 구분

되기도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민간주도형이, 개발도

상국의 경우 정부주도형이 우세한 편이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과 유럽 국가에서는 공공 부문의 역할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ang, 2008).

클러스터링의 기본적 조건은 학습, 혁신, 네트워

크, 지식, 그리고 공간(LINKS: learning, innovation, net-

work, knowledge and space)의 연계이다(Rutten, 2002). 

즉 특정 지역의 본질적인 우위에 더하여 기업들이 네

트워크를 통해 지식을 교환하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

해 내는 것이며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Fig. 1>과 같

다(Rutten, 2002).

산업 클러스터는 발전 단계에 따라 유관 산업이 단

순 집적되는 단계부터 수직적, 수평적 교류에 의해 혁

신이 발생하고 공유되는 단계까지 구분된다. Capello

(1999)는 기업들의 단순한 집합에서 시작된 집적지가 

실질적인 산업 지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과 단

계별 산업 지구들의 명칭을 규정했다. 발전 단계를  5가

지 핵심 요소인 국지화(localization), 네트워킹(network-

ing), 착근성과 제도적 집약(embedding & institutional 

thickness),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 혁신적 시너지

(innovative synergy)의 형성 정도에 따라 단순 집적지, 

전문화 지구, 산업 클러스터, 학습 지구,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Table 2). 그러나 모

든 클러스터가 이러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

Classification by Types of clusters

Function

R&D clusters: R&D, education

Manufacturing clusters: manufacture

Sales and service clusters: marketing, sales and service

Innovative clusters: R&D, manufacturing, sales and marketing service

Formation
Artificially formed clusters

Spontaneously formed clusters

Formation agent

Government based formation

Institute based formation

Citizen-leading formation

Industry-academy-government consortium formation

Table 1. Classifications of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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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며 산업 유형과 입지 특성 등에 따라 집적지는 

이러한 발전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지 않을 수도 있

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Chang, 2008).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대도시들이 육성하고 있는 

패션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국

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얻기 위해 먼저, 구글(http://www.

google.com)에서 영문으로 ‘(global) fashion hubs’, ‘(glo-

bal) fashion clusters’, ‘(global) innovative hubs’, ‘(global) 

innovative clusters’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자료를 검

색하였다. 단순한 기사나 보도 자료를 제외하고 자료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유형을 pdf 파일로 

제한하여 검색을 진행하였으며 국가나 기관에서 발

행되는 정책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을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수행되었으며, 1차

적으로 독일, 홍콩, 미국(LA, 뉴욕, 워싱턴주), 영국, 

중국, 일본, 프랑스, 싱가폴, 캐나다, 호주, 러시아, 터

키, 스페인,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네덜란

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두바이), 벨기

에, 태국(방콕)의 23개국에 위치한 41개 패션 클러스

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41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클

러스터의 웹사이트, 기사 및 보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41개의 클러스터 유형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

었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사용할 패션 클러스터를 선

정하기 위한 스크리닝 작업을 진행하였다. 41개 클러

스터 중 패션 관련 비즈니스가 모여 있는 단순 집적지

의 사례는 제외하였으며 클러스터 내 비즈니스 간 교

류가 충분하여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네트워킹 구

조를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의 패션 클러스터를 위주로 

13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 패

Stage Localization Networking
Embedding & 

institutional thickness
Collective 
learning

Innovative 
synergy

Simple clusters O

Professional clusters O O

Industrial clusters O O O

Learning clusters O O O O

Innovative industrial clusters O O O O O

Table 2. The stage of development in industrial clusters

Fig. 1. The key factors of innovation clusters.
Reprinted from Rutten (2002).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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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클러스터의 경우 단순히 베를린 내 유명한 패션 브

랜드 및 점포를 모아둔 지역을 클러스터로 명명하고 

있으며 섬유 및 제조 산업을 포함하는 업스트림과 관

련된 비즈니스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분석 사례에

서 제외하였다. 13개의 글로벌 패션 클러스터 사례에 

추가적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패션 클러스터인 서울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를 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14개 패션 클러스터는 영국의 이스

트런던 패션 클러스터(East London Fashion Cluster)(Ch-

apain et al., 2010; Dovey et al., 2016; Nathan & Vandore, 

2013), 뉴욕 브루클린의 메이드인뉴욕(Made in New 

York)(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 [CFDA], 

2012;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

tion [NYCEDC], 2012), 로스앤젤레스의 패션 디스트릭(Fa-

shion District)(Williams & Currid-Halkett, 2011), 워싱턴

주의 패션 산업 클러스터(Community Attributes Inter-

national [CAI], 2010), 밀라노 패션 클러스터(d'Ovidio & 

Pacetti, 2015), 두바이 디자인 디스트릭(Dubai Design 

District)(CREATIVE ZONE, 2017; Dubai Design District, 

2016), 호주의 섬유 & 패션 허브(The Textile & Fashion 

Hub)(Walsh, 2009), 홍콩의 PMQ, 암스테르담의 데님 

시티(Denim City), 벨기에 앤트워프의 모데나시(Mode-

Natie), 일본의 메이드인재팬 프로젝트(Made in Japan 

Project, MIJP), 중국 심천 창의문화원, 상하이 패션산

업원, 서울의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Han, 2017)에 해당

한다(Table 3).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클러스터의 형성 요인 및 운

영 형태를 탐색하기 위해 Chang(2008)이 제안한 클러

스터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클러스터가 어떻게 형성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 형성 방식에 

따라 클러스터가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는지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는지 구분하였으며 클러스터를 

조성한 주체가 정부인지, 대학인지, 민간주도인지 혹

은 산학관 컨소시움인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Rutten 

(2002)이 제안한 클러스터 핵심 요소의 5가지 기준을 

토대로 글로벌 패션 클러스터의 핵심 요인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5가지 클러스터 핵심 요인은 패션 클러

스터가 위치해 있는 지리적 공간(공간), 클러스터 내 교

육 서비스 수준(교육), 혁신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디자이너 공동 작업 공간(혁신), 패션 산업 내외 구성

원들의 연결 수준(네트워크), 클러스터 내 구성원이 보

유하고 있는 지식(지식)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패션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를 분석하기 위해 Cap-

ello(1999)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클러스

터 발전 수준에 따라 단순 집적지, 전문화 지구, 산업 

클러스터, 학습 지구,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의  5단계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발전 단계에 따라 패션 클러스터

의 장단점과 효과성을 살펴봄으로써 각 패션 산업 클

러스터의 특수성을 고찰하고 추후 국내 패션 클러스

터 조성 전략을 위한 제언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No Name of cluster Country State/City

1 East London Fashion Cluster United Kingdom London

2 Made in New York United States New York

3 Fashion District United States Los Angeles

4 Fashion Cluster United States Washington St. 

5 Fashion Cluster Italy Milan

6 Dubai Design District United Arab Emirates Dubai

7 The Textile & Fashion Hub Australia Cremorne

8 PMQ Hong Kong Central

9 Denim City Netherlands Amsterdam

10 ModeNatie Belgium Antwerp

11 Made in Japan Project Japan Nagoya

12 Shenzhen OCT LOFT China Shenzhen

13 Fashion Hub China Shanghai

14 Dongdaemoon (DDM) Fashion Cluster Korea Seoul

Table 3. The list of global fashion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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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패션클러스터의형성요인및운영형태

클러스터별 형성 요인 및 운영 형태를 파악하기 위

해 Chang(2008)이 제안한 형성 방식에 의한 클러스터 

분류(인위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와 조성 주체에 의한 분류(정부주도

형, 대학주도형, 민간주도형, 산학관 컨소시움 클러스

터) 방식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패션 클러

스터의 생성 및 운영 형태를 <Table 4>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유형의 패션 클러스터는 자생적으로 형성

되어 특정 기관의 후원이나 큰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는 형태이며 미국의 워싱턴 패

션 클러스터나 이태리의 밀라노 패션 클러스터가 이

에 해당한다. 워싱턴 패션 클러스트의 경우 시애틀 현

지 패션 브랜드와 패션 관련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

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패션 산업의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밀라노 패션 클

러스터는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를 중심으로 자원의 

활용, 생산 및 비즈니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생적으

로 클러스트를 형성하였으며 현재 약 13,000개의 기

업과 84,000명의 패션 관련 전문가가 일하고 있는 지

역이다. 밀라노 패션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

부 정책으로서 ‘Enjoy Milano, Milano loves fashion’ 등

과 같은 밀라노의 패션 산업을 프로모션하기 위한 프

로그램, 밀라노의 마케팅을 위한 ‘PROMOS(Promotio- 

nal Agency of Chamber of Commerce)’가 진행되고 있

으나 클러스터 자체의 운영에 정부 기관의 영향력은 

미비하며 클러스터 내 다양한 패션 관련 기업이 자생

적으로 운영 및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 유형은 지리적⋅사회적 이유로 클러스터

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으나 후에 정부, 민간, 교육 

기관 등이 전략적으로 해당 지역을 개발하고 지원함

으로써 클러스터가 유지 및 운영되는 형태로 영국의 

이스트런던 패션 클러스터, 미국의 메이드인뉴욕 및 

국내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가 이에 해당한다. 영국의 

이스트런던 패션 클러스터의 경우, 런던의 동부 지역

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온 젊은 창작

자들에 의해 창의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게 되었

으며, 런던시 정부의 창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

심과 더불어 이스트런던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클러스터가 전략적으로 개발되었다. 미국 뉴욕의 경우 

맨하튼에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션 관련 

기업들(원단, 생산, 부자재 등)이 밀집한 가먼트 디스

트릭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뉴욕시에

서는 Vision 2020을 통해 패션 산업에 대한 장기 부양 

정책을 발표하고 ‘Made in NY’ 프로젝트를 본격적으

로 지원하면서 뉴욕 패션 클러스터를 개발 및 운영하

고 있다.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 역시 국가나 기업의 개

입 없이 1960년대 이후 의류 생산 공간으로서 원부자

재업체-생산업체-도매업체가 밀집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후 도매뿐만 아니라 소매를 담당

하는 여러 유통업체가 생겨나며 업스트림과 다운스

트림을 아우르는 패션 클러스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현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패션창작지원센

터 등의 기관에서 동대문 지역의 기업 및 구성원들에

게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며 국내의 

대표적인 도심형 패션 클러스터로 기능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정부의 정책 및 주도하에 패션 클러

스터가 전략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상당수의 글로벌 패션 클러스터가 이에 해당한다. 특

히, 특정 기관이 주도하여 패션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과 민간 기관 역시 클러스터의 

Cluster types Examples

Self-formation Washington Fashion Cluster, Milan Fashion Cluster

Self-formation and
government based development

East London Fashion Cluster, Made in New York, DDM Fashion Cluster

Government, institute, and enterprise 
based formation and development

LA Fashion District, Dubai Design District, The Textile & Fashion Hub, Hong Kong PMQ, 
Denim City, ModeNatie, Made in Japan Project, Shenzhen OCT LOFT, Shanghai Fashion 
Hub

Table 4. The global fashion cluster formation and oper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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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운영에 기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이스트런던 패션 클러스터, 미국의 메이드인뉴욕, 호

주의 패션 & 섬유 허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데님

시티, 벨기에 앤트워프의 모데나시 패션 허브의 경우 

패션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디자이너를 양성하

고 있는 교육 기관과의 긴밀한 연합을 통해 패션 허브

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 교육 기관뿐 아니라 민간 자

본을 바탕으로 설립된 민간 무역 조직 혹은 민간 기업

의 투자와 합작을 통해 클러스터가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영국의 이스트런던 패션 

클러스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데님시티, 일본의 

메이드인재팬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패션 클러스터의 핵심 요인 및 기능

수집된 14개 패션 클러스터의 특성을 Rutten(2002)

이 제안한 클러스터 핵심 요소의 5가지 기준을 참고

하여 공간, 학습, 혁신, 네트워크, 지식으로 구분하였

다(Table 5). ‘공간’은 패션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는 지

리적 공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지리적 공간의 특성에 

따라 패션 클러스터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Ta- 

ble 6). 이스트런던 패션 클러스터나 메이드인뉴욕, 

LA 패션 디스트릭과 같이 지역 단위로 클러스터가 구

성되어 있는 형태, 두바이 디자인 디스트릭, 홍콩 PMQ 

등과 같이 건물 자체가 패션 허브로서 클러스터의 중

심 역할을 하는 형태, 마지막으로 워싱턴 패션 클러스

터와 일본의 메이드인재팬 프로젝트처럼 특정한 지

리적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개념적으로 패션 클

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로 분류하였다. 지역 단

위의 클러스터는 패션 관련 생산 시설과 상업 시설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 있음으로 디스트릭 자체가 클러

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정부와 관련 기관이 협

력하여 해당 지역을 개발하고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

로 클러스터에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

었다. 건물 자체가 패션 클러스터의 역할을 하는 경우

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건물 내에서 패션 관련 생산 

및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주

로 정부 혹은 민간 기업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클러스

터가 형성된 경우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개념적인 

패션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이나 건물이 패션 허브로

서의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패션 관련 생산 기업과 리

테일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교류함으로

써 개념적으로 클러스터를 이루는 형태이다.

‘학습’ 요인은 클러스터 내에서 패션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대상 클러스터 중 

다수의 패션 클러스터가 클러스터 내에 패션 관련 학

과나 기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학과나 기관이 

클러스터 구성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active learning)와 그렇지 않은 경우

(passive learning)로 분류하였다. 이스트런던 패션 클

러스터의 경우 올림피코폴리스(Olympicopolis) 지역에 

런던시의 대표적인 두 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the Art London)의 캠퍼스를 유치하여 젊

은 유동 인구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

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 내 실

질적인 학습과 창작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메이드인뉴욕 역시 클러스터 내 구성원뿐만 아니

라 전 세계 패션 스쿨을 졸업한 인재들이 뉴욕의 패션 

기업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인 패션캠퍼스뉴욕시티(Fashion Campus NYC)를 

기획하여 200여 명의 학생들이 뉴욕의 패션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의 패션 

리테일에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새로운 창의 인력이 뉴욕시에 유입되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혁신’ 요인은 시제품을 생산하거나 디자이너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공동 작

업 공간으로 정의하였으며 13개의 클러스터 중 4개 

클러스터(이스트런던 패션 클러스터, 메이드인뉴욕, 

메이드인재팬, 데님시티)만이 혁신 관련 요인을 갖추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트런던 패션 클러스터

의 경우, 패션포플러(Fashion Poplar) 지역에 영국의 디

자이너 패션 브랜드의 대표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패션센터포엔터프라이즈(Fashion Center for En- 

terprise)가 기존의 사무실에서 옮겨와 디자이너들을 위

한 4단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

형 크래프터들을 위한 공공 생산 공간(makery space), 

V&A 박물관 내 디지털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공간, 

새로운 작가들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 등을 통해 클러

스터 내 혁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메이드인뉴욕 클

러스터의 경우, 2016년에 오픈한 그린매뉴팩쳐링센

터(Green Manufacturing Center)에 위치한 뉴랩(New 

Lab)에서 다양한 패션 및 테크 기업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



글로벌 패션 산업 클러스터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 499 –

No
Name of 
cluster

Space Learning Innovation Network Knowledge

1

East 
London 
Fashion 
Cluster

Olympicopolis, 
Fashion poplar, 
Hackney Fashion 
hub, Building 
bloqs, Here East

University College London 
(museum, UCL centre for 
experimental engineering, 
innovation centre)
University of the Art London 
(business incubator, program 
for fashion technology) 

Creative hub in 
Olympicopolis, 
V&A museum with 
creative studios, 
Makery space

Up-stream
Down-steam
Other 
industries

UAL incubating, LCF 
manufacturing hub, 
Fashion centre for 
fashion enterprise

2
Made in

New York

Garment district, 
The Brooklyn 
Navy Yard, Bush 
Terminal

Pratt Institute, Fashion 
campus NYC program

New Lab, 
Technology Lab

Up-stream
Down-steam
Other 
industries

Fashion incubating 
program: The 
Brooklyn Fashion + 
Design Accelerator 
(BF+DA)

3
LA Fashion 

District

Fashion marts 
(california mart, 
cooper design 
space, the gerry 
building, the new 
mart), Fashion 
district (5 sub- 
districts)

- -

Up-stream
Down-steam
Other 
industries

Adaptive reuse project 
(office, design studios)

4
Washington 

Fashion
Cluster

Conceptual space

Education, Training 
(University of Washington 
Retail Management 
Program), Research 
Institutions (Seattle Central 
Community College, 
Washington State University, 
Seattle Pacific University, 
International Academy of 
Design and Technology)

-
Up-stream
Down-steam

-

5
Milan

Fashion
Cluster

Fashion district 
(Quadrilatero 
della Moda), 
Fashion hub 
market

- - Down-steam

NEXT GENERATION 
fashion incubator, 
Milan Fashion City 
program, Enjoy 
Milano program, 
Milano Loves Fashion 
program, Knowledge 
and creative economy 
program

6
Dubai
Design
District

11 buildings in 
Dubai design 
district

DIDI (Dubai Institute of 
Design and Innovation)

Super Fabrication
Lab

Down-steam
Other 
industries

-

7

The Textile
& Fashion

Hub
(Australia)

Textile & Fashion 
Hub in Kangan 
Institute

RMIT University, Deakin 
University, the Fashion 
Design Studio,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
Up-stream
Down-steam

Program, workshops,
CAD system, Tailored 
training program 

Table 5.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 fashion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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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of 
cluster

Space Learning Innovation Network Knowledge

8
Hong Kong 

PMQ

Studio, Retail 
space in PMQ 
(Police Married 
Quater)

- -
Down-steam
Other 
industries

-

9
Denim City 
(Amsterdam)

Denim City 
campus in De 
Hallen 
Amsterdam

the Jean School
The Lab Archive,
Craftsman 
workshop

Up-stream
Down-steam

House of Denim, 
Denim days, 
Iamsterdam start-up 
business program, 
Denim related archives

10 ModeNatie
Fashion district,
ModeNatie

Flanders Fashion Institute 
(FFI), Fashion Department 
of Royal Academy of Art, 
Golden Spindle program

- Down-steam
MoMu collection, 
archive

11
Made in

Japan
Project

Conceptual Space -

Creative studios in 
Taito 
Designers-Village 
& Kokusai Fashion 
Center

Up-stream
Down-steam

Kokusai Fashion 
Center (KFC) (Act21, 
Selling support 
program, Incubating 
program)

12
Shenzhen

OCT LOFT
LOFT building - -

Up-stream
Down-steam

-

13
Shanghai

Fashion Hub
Fashion industry
park

- -
Up-stream
Down-steam

-

14
DDM

Fashion
Cluster

Wholesale/Retail 
buildings, 
Dondaemoon 
design plaza 
(DDP) 

- -

Up-stream
Down-steam
Other 
industries

Seoul Fashion Support 
Center

Table 5. Continued

Key factors Examples

Space

Cluster based on
region

East London Fashion Cluster, Made in New York, LA Fashion District, Milan Fashion Cluster, 
DDM Fashion Cluster

Cluster based on
buildings

Dubai Design District, The Textile & Fashion Hub, Hong Kong PMQ, Denim City, ModeNatie, 
OCT LOFT, Shanghai Fashion Hub

Conceptual cluster Washington Fashion Cluster, Made in Japan Project

Learning
Active learning East London Fashion Cluster, Made in New York, Denim City

Passive learning LA Fashion District, The Textile & Fashion Hub, ModeNatie, Washington Fashion Cluster

Innovation Innovative Lab East London Fashion Cluster, Made in New York, Denim City, Made in Japan Project

Network

Whole-network East London Fashion Cluster, Made in New York, LA Fashion District, DDM Fashion Cluster

Fashion-network
Washington Fashion Cluster, The Textile & Fashion Hub, Denim City, Made in Japan Project, 
Shenzhen OCT LOFT, Shanghai Fashion Hub

Consumer-network Milan Fashion Cluster, Dubai Design District, Hong Kong PMQ, ModeNatie

Knowledge

Incubating 
East London Fashion Cluster, Made in New York, Milan Fashion Cluster, DDM Fashion 
Cluster

Facilities
East London Fashion Cluster, Made in New York, Milan Fashion Cluster, LA Fashion District, 
The Textile & Fashion Hub, Denim City, ModeNatie, Made in Japan Project

Table 6. The key factors of global fashion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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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브루클린 혁신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데님시티의 경우, 수공예 워크샵(Craftman Work- 

shop)에서 일반 학생,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뿐만 아

니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제 데님 산업에서 사

용하는 표준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여 데님 제품을 생

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인 디자이너나 소규

모 브랜드에서는 샘플링을 진행하거나 소량의 제품

을 생산할 수 있으며 데님과 관련된 제품의 혁신을 도

울 수 있다.

‘네트워크’는 패션 산업 내외 기업 및 구성원들 간

의 연결로 정의하였고 네트워크의 유형은 타 산업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혹은 패션 산업 내 구성원들

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패션 산업은 섬유, 의류, 유통 산업의 가치 사슬이 복

합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어떤 산업보다 복잡한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패션 클러스터 내에도 섬유 및 

제조와 같은 업스트림 산업부터 마지막 단계의 유통 

산업, 즉 다운스트림 산업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스트

런던 패션 클러스터, 메이드인뉴욕, LA 패션 디스트

릭, 국내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경우 클러스터 내에

서 패션 산업 내 제조업자, 디자이너, 바이어, 소비자들

이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산업

과도 연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나머

지 클러스터의 경우 주로 패션 산업 내 가치 사슬 간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밀라노 패

션 클러스터, 두바이 디자인 디스트릭, 홍콩 PMQ 등

의 경우 소비자나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도소매 기

업 간의 연결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스트

림과의 연결은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은 클러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

로 클러스터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설비로 

정의하였다. 클러스터 내 신진 디자이너나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클러스터 내 구성원의 비즈니스를 도와

주는 오피스, 공동 스튜디오, 소프트웨어, 아카이브 

등의 설비를 제공하는 형태로 클러스터를 분류하였

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이스트런

던 패션 클러스터, 메이드인뉴욕, 밀라노 패션 클러스

터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한 설비 역시 동시에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메이드인뉴

욕 클러스터에서는 프랫대학교(Pratt Institute)와 함께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의 육성을 목표로 패션산업

의 디자이너, 경영진에게 다양한 기술 및 관련 생산 시

스템을 지원하여 테스팅 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 겸 

공동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BF + DA(The 

Brooklyn Fashion + Design Accelerator)를 진행하고 있

다. 국내의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에서는 서울시 주도

의 패션지원센터에서 신진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

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유망 신진 디자이너에게 창작 환경 제공 및 

홍보⋅마케팅⋅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 패션클러스터의발전단계및효과성

해외 패션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는 Capello(1999)

가 제안한 산업 집적의 발전 단계를 참고하여 분석하

였다(Table 7). Capello(1999)는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 

단계를 5가지 핵심 요소인 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

과 제도적 집약, 집단학습, 혁신 시너지의 수준에 따

라 단순 집적지, 전문화 지구, 산업 클러스터, 학습 지

구, 혁신적 산업 클러스터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또

한 각 발전 단계 수준에서 각 클러스터의 효과성을 클

러스터의 양적인 성장 측면과 질적인 성장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패션 클러스터로 인한 해당 지

역의 일자리 창출 및 거주 인구 증가, 방문객(바이어 

Lv. Stage Examples of fashion clusters

1 Simple clusters -

2 Professional clusters Hong Kong PMQ, Shenzhen OCT LOFT, Shanghai Fashion Hub

3 Industrial clusters LA Fashion District, Milan Fashion Cluster, Made in Japan Project, DDM Fashion Cluster

4 Learning clusters
Washington Fashion Cluster, Dubai Design District, The Textile & Fashion Hub (Australia), 
ModeNatie

5
Innovative industrial

clusters
East London Fashion Cluster, Made in New York, Denim City (Amsterdam)

Table 7. The stage of development of global fashion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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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광객)의 유입 수준, 패션 산업 내 구성원 간의 네

트워크 수준(네트워크)을 통해 클러스터의 양적인 효

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패션 산업 및 기업의 혁신을 위

한 시설과 자원이 충분한지(혁신),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정부, 민간, 교육 기관의 지원 수준(학습/지식)을 

살펴봄으로써 클러스터의 질적인 효과를 예측하고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부 비즈니스

의 단순 집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 관련 비즈니스 간 네

트워킹을 이루고 있는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Capello(1999)가 제안한 산업 집적 

발전의 초기 단계인 단순 집적지에 해당하는 패션 클

러스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2단계인 전문화 지구는 

유관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 안정된 노동 시장을 이루

고 있으나 비즈니스 내 네트워킹은 활발하지 않은 클

러스터가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콩 PMQ, 

중국 심천 창의문화원, 상하이 패션산업원이 전문화 

지구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패션 클러

스터는 섬유 및 제조와 같은 업스트림 산업부터 마지

막 단계의 유통 산업인 다운스트림 산업에 속하는 패

션 관련 비즈니스가 집적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비즈

니스 간 네트워킹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앞으로 비즈니스 간 교류와 정보 교환을 통해 네

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3단계인 산

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 클러스터 단계는 패션 비즈니스 간 조직적 근

접성을 토대로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기업

과 사회 간 문화적 근접성도 갖추고 있는 클러스터로 

LA 패션 디스트릭, 밀라노 패션 클러스터, 메이드인

재팬 프로젝트 및 국내의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가 이

에 해당한다. 이들 클러스터에는 패션 산업 내에서 제

조업체, 바이어, 리테일러를 연결해주는 오피스와 스

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람회, 전시회, 뮤지엄, 리

테일 스토어 등의 상업 공간을 통해 패션 기업과 소비

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내에서 디자인, ICT, 미디어 및 타 제조 산업

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며 산업 간 활발한 네크워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밀라노 패션 클러스터와 미

국의 LA 패션 디스트릭는 집객의 측면에서는 우수하

지만 클러스터 내 구성원이나 소비자에게 성장의 기

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이나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

하다는 한계가 있다. 밀라노 패션 클러스터의 경우 세

계적인 패션 하우스 및 브랜드가 위치해 있는 자생적

인 패션 클러스터로 매해 바이어 및 관광객의 유입이 

많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부

족한 실정이다. 밀라노 패션 산업 프로모션을 위한 프

로그램과 교육 기관과 클러스터 대표의 콜라보레이

션, 밀라노 자치제, 상공회의소, CNMI(Camera Nazio- 

nale della Moda Italiana)가 협업을 통해 밀라노 패션 산

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화

제성과 효과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LA 패

션 디스트릭의 경우 LA 다운타운 지역에 패션 클러스

터가 전략적으로 개발되어 패션 산업 내 도소매업자, 

바이어, 제조업자 등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충

분히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대 시

설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미디어의 관심이 뉴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

거 재사용 프로젝트를 통해 LA 패션 디스트릭에 필요

한 숙박, 스튜디오, 오피스 및 상업 시설이 확충되고 있

으며, 마케팅과 홍보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

해 LA 패션 디스트릭의 질적 효과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경

우, 서울 동대문 지역에 원부자재업체-생산업체-도/

소매업체가 밀집하여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아우

르는 패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 

축적된 지식이나 정보를 클러스터 내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나 지원이 부족하다. 

4단계인 학습 지구에서는 지역 내 집단학습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간 원활한 기술 인력이 이전

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해당하는 패션 클러스터

로는 워싱턴 패션 클러스터, 두바이 디자인 디스트릭, 

호주의 패션 & 섬유 허브, 벨기에의 모데나시가 있다. 

패션 허브 내 위치한 교육 기관에서 여러 패션 관련 프

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산관학 기반의 인큐베

이팅을 통해 지역 내 구성원의 학습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혁신 지구 단계는 집단학습을 활용

하여 혁신 제도와 창업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클러스

터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의 집

적, 네트워킹, 구성원 학습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

으로써 효율적인 집객을 유도하고 클러스터의 양적

인 성장 역시 가능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 이스트런던 

패션 클러스터, 메이드인뉴욕, 암스테르담의 데님시

티가 혁신 지구 단계에 해당하며 혁신의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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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는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

구소(Lab)나 시제품 생산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시설 및 

기관을 포함한다. 일부 패션 클러스터가 보유하고 있

는 혁신 지원 기관에서는 혁신적인 공급망 관리 전반

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이스트런던 클러스터와 메이드인뉴욕 클

러스터는 특정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클러스

터로 자원의 활용, 생산 및 비즈니스의 효율성이 우수

하다는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후에 정부 및 민간, 교

육 기관의 전략적인 개발이 뒷받침되고 있어 해당 지

역의 혁신 및 성장을 위한 조건이 뒷받침 되고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메이드인뉴욕 클러스터의 경

우 Vision 2020 프로젝트를 통해 임대료 상승 등의 이

유로 가먼트 디스트릭을 떠나던 제조업체의 재유입

을 꾀하고 있으므로 패션 산업 내 구성원 간의 네크워

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뉴욕시는 미국 내 

가장 큰 패션 도시로서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

어 관광객의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

국의 이스트런던 클러스터 역시 다수의 스튜디오, 오

피스 건설로 일자리 창출과 거주 인구의 증가로 클러

스터의 양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노베이션 랩을 통한 여러 창의 산업 간의 협업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글로벌 마켓에 형성되어 있는 패션 클러

스터의 구성 요소와 클러스터 내 상호작용, 그리고 클

러스터의 발전 단계 및 효과성을 탐색함으로써, 패션 

클러스터가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

인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패션 클

러스터의 형성 요인 및 운영 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특정 기관의 후원이나 큰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는 형태(워

싱턴, 밀라노 사례)와, 지리적, 사회적 배경으로 클러

스터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후 정부 및 민간 영역에 의

해 전략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형태(이스트런던, 메이

드인뉴욕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외에 대다수의 

패션 클러스터는 정부의 정책 및 주도하에 전략적으

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정부주도적 클러스터 중 다수의 사례에서 제조, 소비

와 같은 특정 요소가 결여되어 있거나 민간 영역의 참

여가 저조한 경우 발전이 더딘 경향을 보여 패션 클러

스터의 발전을 위해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

할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패션 클러스터들은 클러스터링의 핵심 요소인 공

간, 네트워크, 지식 및 학습, 혁신의 발달 정도에 따라 

전문화 지구, 산업 클러스터, 학습 단계, 혁신 단계로 

구분되었다. 홍콩 PMQ, 중국 심천 창의문화원, 상하

이 패션산업원은 특정 지역 내에서 패션 관련 비즈니

스의 집적이 이루어져 있는 전문화 지구로 분류되었

으며 기업 간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패션 산

업 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을 꾀하고 있는 LA 패션 디스트릭, 밀라노 패션 

클러스터, 메이드인재팬 프로젝트는 산업 클러스터

로 분류되었다. 지역 내에서 위치한 교육 기관에서 클

러스터 구성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큐

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학습 단계에 해당

하는 클러스터는 워싱턴 패션 클러스터, 두바이 디자

인 디스트릭, 호주의 패션 & 섬유 허브, 벨기에의 모데

나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혁신 단계에 해

당하는 이스트런던 패션 클러스터, 메이드인뉴욕, 암

스테르담의 데님시티에서는 혁신 지원 및 창업 지원

을 통해 클러스터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

라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거주 인구 증가, 방문

객(바이어 및 관광객)의 유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집

객에 성공한 클러스터로 평가되었다. 

패션 기업에게 리쇼어링은 지적재산권 보호, 투명

성 확보, 윤리적 문제 관리, 짧은 리드타임 확보, 맞춤

화 및 디지털 기술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얻

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글로

벌 마켓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패션 클러스터의 경쟁

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학과 도시계획 분야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클러스터의 유형 분류 기준

과 클러스터 발전 단계별 필요 요소를 기준으로 패션 

클러스터의 유형과 기능, 특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

과를 통해 패션 클러스터 역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

트림, 소비자, 정부 요인이 모두 포괄되었을 때 네트워

크 효과 및 집적을 통한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클러스터 내 

구성원들이 집단적 학습과정을 거치며 창조적 혁신

을 이뤄내고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는 양상이 발견

되어, 국내에서 조성되고 있는 패션 혁신 클러스터도 

확보된 지리적 집적 위에 기업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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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키고 지식의 축적과 학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암스테르담의 데님시티와 

같이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하여 클러스터의 효과성

을 높인 후 산업 요인과 같이 결핍된 요인들을 확충해

가며 발전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패션 산업만의 특수

성이 발견되었다. 타 산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산업 요인과 소비자, 정부 

요인이 전제되고, 공간, 네트워크, 지식, 학습이라는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

는 반면, 타겟 세분화를 주요 특성으로 하는 패션 산업

의 경우 타 패션 클러스터에서 특화되지 않은 주력 상

품군을 좁게 설정하여 핵심 요인 및 요소들을 집중 육

성한 후 부족한 요인과 요소를 확충해 나가는 다소 다

른 방식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보고서와 같은 2차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성 분석에서 다소 단편적인 평가의 나

열에 머문 경향이 있으며, 분석에 객관적인 지표를 활

용하지 못해 클러스터 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다루는 학

술적 연구는 조사상 어려움이 존재해 타 학문 분야에

서도 리쇼어링의 배경과 동인, 추진력 등을 탐구하는 

탐색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Bailey & De Propris, 

2014), 패션 분야에서도 향후 각 사례들의 구성 요소

와 추진 동력, 성과에 대한 심층적 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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