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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ze various clothing production methods that 
domestic fashion brands are utilizing to produce fashion products, and to propose 
effective clothing produc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methods are contents analysis method of the literatures, articles, reports, and 
interviewing method of the practitioners who are in charge of the production of 
fashion. First, the clothing production methods of the domestic fashion brands are 
categorized as follows. It is divided into a fashion brand management method and a 
promotion company entrustment method based on who carries out the clothing 
production and management. The fashion brand management method is subdivided into 
the 'rental-production', 'CMT', and 'self-production' methods. All three methods are 
performed at domestic and global sourcing, but the CMT method is more utilized at 
the global sourcing. The promotion company entrustment method is subdivided into 
the 'full consignment production method', the 'CMT method involving promotion 
company', and 'direct buying method by promotion company'. All methods are 
performed at domestic and global sourcing. Second, the results of reviewing effective 
clothing production method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If fashion 
brands control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they use all three fashion brand 
management methods. The fashion brands use the promotion company entrustment 
method when they wants to offer special products, or the number of items is large, 
or the production management is difficult, or the manpower and equipment size is 
reduced. The domestic sourcing is utilized by fashion brands and promotion companies 
when production management is required for high quality apparel production, in case 
of trendy and complex designs, spot production, and in small quantity production. The 
global sourcing is utilized by fashion brands and promotion companies when it comes 
to lowering the production cost, fashion brands preferred the mass production of 
apparel with design that can be pre-planned.

Key Words: domestic sourcing(국내소싱). global sourcing(글로벌소싱). rental-production 

method(임가공생산방식). self-production method(자체생산방식), full con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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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거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은 낮은 임금과 우수

한 봉제기술, 적극적인 정부 정책 등으로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식 수출이 늘

어나면서 호황기를 가졌으나, 1990년대 이후 인건

비의 상승과 국가 간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

가 도래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 K-Pop, K-드라마에 대한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K-Pop 스타들과, K-드라마 속 연

예인들이 입고 있는 의상을 통해 한류 팬들을 중

심으로 K-패션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자, 

K-패션을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활성화 시키

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정부기관과 섬유패션 

관련 협회, 그리고 패션업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김희선, 2017). 특히, 국내 패

션브랜드는 K-패션 활성화 분위기를 개기로 하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모

색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패션브랜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중

의 하나는 의류생산 환경의 변화이다. 최근  국

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정부정책인 최저

임금인상과 근무시간제단축 등은 국내산 원부

자재 가격 인상과 의류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

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의류생산업체가 근

로자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유입단절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국내에서의 의류생산이 더욱 어

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과 의류제

조를 해외에서 실시하는 글로벌소싱 방식을 택

하는 브랜드가 급속히 늘고 있으나, 여성복의 

경우 시장흐름과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변해 연

간 6회 이상 기획, 월별 기획, 반응생산 등이 요

구되고 있어 빠른 납기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 

생산방식을 필요로 하는 브랜드도 많다.

  김진선과 오순(2009)은 ‘국내 의류업체의 

생산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어패럴기

업의 생산방식은 임가공(51.0%)방식, 완제품

사입방식(27.4%), CMT방식(11.8%), 자체생

산방식(9.8%)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안광호 외2인(2010)은 ‘최근 국내 의류

업체들은 주로 아웃소싱(outsouring) 생산을 

많이 하는데, 아웃소싱의 형태는 임가공방식, 

완사입방식, CMT방식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김현아와 천종숙(2007)은 대부분의 의류브랜드는 

기획한 의류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프로모

션(promotion)업체로 불리는 협력업체(contractor)

에 생산업무를 위탁하여 글로벌소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였다. 

  사실, 패션브랜드는 글로벌화 되고 복잡해진 

패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의류제조를 국내

소싱 또는 글로벌소싱의 문제를 넘어서, 여건에 

따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다

양한 생산방식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러나 기존의 문헌과 연구를 살펴보면 생산방식의 

세분화가 다소 미흡하고, 생산방식에 대한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어, 현재 패션업체가 실시하고 있

는 구체적인 의류생산방식에 대한 체계화 노력과 

함께 복종과 제품 특성에 따라 추구하는 생산방

식의 차이를 규명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K-패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

로 국내 패션브랜드가 패션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의류생산방법을 체계화하

여 제시하고, 복종과 제품 특성에 따라 추구하는 

생산방식의 차이를 규명하여 K-패션 활성화를 위

한 효과적인 의류생산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류생산과 관련된 업체는 업태에 

따라 의류봉제, 패턴제작, 샘플제작, 재단전문, 마

무리/완성 등으로 나누고 있으나(2017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의류생산업체를 재단(cutting), 봉

제(sewing), 마무리(trim) 등의 가공임 업무를 시

행하는 업체로 보았으며 봉제업체, 임가공업체 등

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

상인 패션브랜드는 디자이너브랜드, 내셔널브랜

드 등 제조업체 패션브랜드를 의미한다.

Ⅱ.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 논문, 패션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 섬유패션 관련 협회 자료 등을 

분석하는 내용분석방법과 패션제품 생산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

하는 인터뷰법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한 실무자는 국내 디자이너브랜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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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1인, 국내 내셔널브랜드 생산실무자 4인, 

로드샵브랜드 생산실무자 1인, 신진 디자이너브

랜드 생산실무자 1인, 의류프로모션업체의 생산

실무자 2인 등 총 9명의 실무자를 인터뷰하여 자

료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업체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패션브랜드가 패션상품을 생산하기 위

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의류 생산방식을 

체계화하여 제시한다.  

  2. K-패션 활성화를 위해, 복종과 제품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의류생산방식을 고찰한다.

Ⅲ. 연구 결과

1. 국내 패션브랜드의 의류생산 방식

  문헌, 논문, 패션관련 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생산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의류생산방식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

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 할 수 있었다.  일

반적으로 패션업체에서는 의류생산의 핵심요소인 

원부자재 수급과 의류봉제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

여 자체생산방식, 임가공방식, 완사입방식, CMT

방식으로 세분화하고 있었다. 

  즉, 자체생산방식은 원부자재수급과 의류봉제

를 패션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임가공방식은 원부자재 수급은 본사에서하고 의

류봉제는 하청업체인 임가공업체에서 실시하는 

방식이다. 완사입방식은 완사입체라고 불리는 프

로모션업체에게 원부재수급과 의류봉제를 모두 

위탁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국내 패션브랜드에

게 위탁받아 생산 및 관리에 협력하는 업체는 ‘의류

프로모션(promotion)’ 또는 ‘프로모션(promotin)’이

라고 부르며, 해외 패션브랜드의 의류생산을 위탁

받아 생산 및 관리에 협력하는 업체는 ‘의류무역벤

더’라고 지칭한다. CMT방식은 원자재는 본사가 수

급하고 부자재와 의류봉제는 임가공업체 또는 프

로모션업체가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때, 본사가 프로모션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원부재를 수급하거나 의류봉제를 실시 또는 관리

하는 경우 즉, 자체생산과 임가공 방식을 할 때를 

모두 ‘직소싱’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원부자재수급처와, 생산처를 기준으로 국내소

싱, 글로벌소싱으로 나누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

로는 재단, 봉제, 마무리가공으로 이루어진 가공

임을 해외공장에서 생산하느냐, 국내공장에서 생

산하느냐를 기준으로 글로벌소싱과 국내소싱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생산 및 관리를 누가하느냐

를 기준으로 하여 본사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법

과 프로모션(promotion)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

<표 1> 인터뷰업체 특성

브랜드분류 업체명 특성 본사 위치

디자이너브랜드 L업체 여성 의류 생산 성동구성수동

대기업

내셔널패션브랜드
L업체 국내 주요 여성, 남성, 캐주얼 의류 생산 강남구신사동

중소내셔널패션브랜드 I업체 국내 주요 여성 의류 생산 강남구논현동

중소내셔널패션브랜드 Y업체 국내 주요 여성, 캐주얼 의류생산 강남구삼성동

중소내셔널패션브랜드 D업체 여성, 남성, 캐주얼 의류 생산 중구회현동

로드샵 브랜드 S업체 여성 의류 생산 서초구방배동

신진디자이너브랜드 P브랜드 여성 의류 생산 서대문구대현동

프로모션업체 H프로모션
국내 주요 여성, 캐주얼 의류

위탁생산
구로디지털단지

프로모션업체 E프로모션
국내 주요 여성, 캐주얼, 아웃터 의류 

위탁생산 
강남구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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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크게 분류하고, 디자인제공, 원자재, 

부자재의 수급, 재단, 봉제, 마무리로 이루어지는 

가공임의 실시 및 가공임 공장의 선정과 관리 등

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생산방식, 임가공방식, 

CMT방식, 완사입방식 및 기타 방식으로 분류하였

으며, 생산처에 따른 국내소싱과 글로벌소싱을 포

함하여 다음과 같이 생산방식을 체계화하였다. 

  <그림 1>은 패션브랜드의 의류생산방식을 체계

화하여 제시한 도표이다. 

1) 패션브랜드 주관 생산방식

  먼저, 패션브랜드 즉 본사가 의류 생산과 관리

를 주관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자체생산방식, 

임가공방식, CMT방식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복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방식은 임가공방식이었으며, CMT

방식, 자체생산방식 순이었다.

(1) 임가공방식

  일반적으로 임가공방식에서 패션브랜드는 시즌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하여 원자재, 부자재를 구매

하고, 샘플 및 패턴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재단, 

봉제, 마무리 등 가공임을 실시할 임가공업체(하청

공장)을 선정하여 의류를 생산하도록 하는 방식으

로, 하청공장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때, 패션브랜

드는 여건과 목적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임가공업체를 선별하여 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  

  본사에서는 디자이너, 패턴사, 원 부자재 구매

담당자, 생산공장을 관리할 담당자 등의 채용이 

필요하며, 생산공장 관리 노력과 인건비가 많이 

드는 방식이다(안광호 외2인, 2010).  

  브랜드가 원하는 수준의 하청공장을 선정하여 

생산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납기일을 맞

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CMT방식 

  CMT란 Cut, Make, Trim의 약자로 재단, 봉

제, 마무리가공의 생산공정을 전문으로 실시하

는 임가공업체를 지칭(김현아, 천종숙, 2007)

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CMT방식은 원단 등 중요한 

원자재는 패션브랜드에서 공급하고 실, 단추, 지

퍼, 안감 등의 기본 부자재는 임가공업체에서 조

달하는 방식으로 가공임비용, 부자재비용에 더하

여 부자재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부수비용을 일정 

퍼센트의 핸딩 차지(handling charge)로 계산하여 

임가공업체에 주고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이

아람, 2016. 11. 17). 

  조사결과 해외 임가공업체에서 생산이 이루어

지는 경우 현지의 부자재를 수급하여 사용하는 

CMT방식이 노력 및 가격 면에서 유리하여 선호

되고 있었다(인터뷰 결과).

패션브랜드의 의류생산방식

본사주관 프로모션 위탁

<그림1> 패션브랜드의 의류생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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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생산방식

  패션브랜드가 생산공장을 국내 또는 해외에 설

립하여 자사 브랜드의 의류를 자체적으로 생산하

는 방식이다. 패션브랜드는 디자이너, 패턴사, 원 

부자재 구매담당자 뿐 만 아니라, 생산인력을 직

접 채용한다. 비용이 많이들 수 있지만 봉제공장

이 바쁜 성수기 때 계획대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

으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 퀄리티의 상품을 제

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프로모션(promotion) 위탁 생산방식

  국내 패션브랜드가 협력업체(contractor)인 프

로모션(promotion)에 위탁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완사입방식, 완사입업체 관여 CMT방

식, 완사입업체 관여 임가공방식, 기타방식 등으

로 세분화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방식은 완사입방식이었으며 근래, 완사입업

체 관여 CMT방식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완사입

업체 관여 임가공방식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1) 완사입방식

  완제품사입방식이라고도 부르며, 이는 패션

브랜드가 완사입업체라고 부르는 프로모션이

나 벤더업체에게 원 부자재의 사입과 의류생산

은 물론이고 완성된 제품을 본사창고에 배송하

는 업무까지 위탁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패션브랜드는 라벨이나 가격택 정도만 완사입

업체에 제공하고(안광호외 2인, 2010), H프로

모션인터뷰에 의하면 기타 브랜드 로고가 들어

간 스냅이나, 단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사

가 거래중인 부자재업체를 완사입업체에 지정

하여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노미방식을 사용하

고 있다고 하였다. 

  완사입방식은 패션브랜드가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 통례이나, 최근 프로모션이나 벤더에 디자인

을 일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완사입방

법은 디자인을 패션브랜드로부터 제공받아서 생

산을 진행하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 

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과 디자인까지 완

사입업체에서 제공하는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또는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업자 개발생산)방식으로 나눌 수 있었다. 

  프로모션업체는 패션브랜드와 같이 국내 또는 

해외에 자체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임가공업체를 

협력업체로 두고 있어, 의뢰한 패션브랜드의 아이

템의 종류와 디자인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납

기일내에 생산을 시행할 수 있는 생산공장을 선

택 활용하고 있었다. 

(2) 완사입업체 관여 CMT방식

  이때의 CMT방식은 본사에서 원자재를 제공하

고 완사입업체인 프로모션이 실, 단추 등의 부자

재를 수급하여 협약한 하청공장에 제공하거나 하

청공장이 알아서 조달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원부자재를 본사가 모두 제공하는 임가공방식과 

원부자재 수급을 모두 프로모션업체에 맡기는 완

사입 방식의 중간 형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안광호 외 2인(2010)은 CMT방식은 원자재

가격이 높거나 원자재 판매업체가 패션브랜드 

즉 본사와 직접 거래를 원할 때 쓰는 방식이라

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본사가 완사입 업체

에게 지급할 원자재를 수급하는데 수고한 비용

을 절약하여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완사입업체 관여 임가공방식

  패션브랜드 즉 본사에서 패턴, 원부자재, 샘플 

제공과 임가공업체까지 지정해주고 완사입업체인 

프로모션에서는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진행 및 관

리 만하는 방식으로, 일부 실시되긴 하지만 완사

입업체는 마진이 너무 적어서 기피하고 있는 방

식으로 조사되었다. 

(4) 기타 직사입 방식

  의류프로모션이 시장조사를 통해 패션브랜드의 

컨셉에 맞는 상품성 있는 샘플을 구입하여 제시

하면, 패션브랜드는 부분적으로 디테일이나 원단, 

부자재 등을 변경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패션브랜드에서는 디자인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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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표2>은 자체생산, 임가공, CMT, 완사입 방식

에서 패션브랜드, 완사입업체, 임가공업체의 주요 

업무 내용을 제시한 표이다.        

2. 제품 특징에 따른 효과적인 의류생산

방식 고찰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류생산 방식 중 패션

브랜드나 프로모션은 원가 절감과 요구되는 납기

일, 디자인 특성 등 제품에서 요구하는 특징에 따

라 최적의 의류 생산 방식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패션브랜드 주관 생산방식

(1) 임가공방식의 운영 특징 

  본사주관 임가공방식은 국내소싱 임가공방식과 

글로벌소싱 임가공방식으로 세분화되었으며, 두 

방법은 패션브랜드에서 추구하는 목적 및 상황에 

따라 모두 활용되고 있었다.  

▸국내소싱 임가공방식

  기사(한국섬유신문편집부, 2015. 07.24)에 의하

면 국내 대표적인 여성복업체 ㈜한섬은 구로구 가

산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우수 봉제하청공장

을 입주시켜 한섬 산하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하

고 있었다. 브랜드는 샘플, 원부자재, 패턴을 제공

하고, 입주 하청공장에서 봉제하는 일종의 임가공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비’, ‘키이

스’, ‘레니본’ 등 9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아

이디룩 역시 봉제공장과 전속 하청계약을 맺고 

임가공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신원’, ‘인디에프’ 등 중저가 내셔널브랜

드 역시 해외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스

팟생산과 여성복 고급화를 위하여 국내 임가공생산 

비율 늘리고 있다(박선희, 2010.11.11)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이 탄탄한 중견 패션브랜드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생산방식 중 하나인 ‘국내

소싱 임가공방식’을 선호 하는 것은 자체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절감되고, 능력이 있는 임가공업체와 전속 하청계

약을 맺음으로써 의류품질을 높이고, 납기일에 맞

춰서 생산이 가능하여 자체생산방식과 같은 효과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인터뷰에 의하면 디자인 특성이 강한 신진디자

이너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제품생산 수량은 적으

나 디자인 디테일이 복잡하여, 주로 소량 생산과 

리오더가 가능하고, 까다로운 디자인의 봉제 능력

<표 2> 여러 의류생산방식에서 패션브랜드, 완사입업체, 임가공업체의 주요 업무내용

자체

생산

임가공

방식

CMT방식 완사입방식

본사 중심 완사입업체 관여 OEM ODM

패션
브랜드

디자인
+

원자재, 
부자재 
수급

+
가공임

디자인제시
+

원자재, 
부자재 공급

디자인제시
+

원자재 공급

디자인제시
+

원자재 공급
디자인제시

완사입업체
(프로모션, 

벤더)
X X

가공임 관리
+

경우에 따라 
부자재 공급

원자재, 부자재 
공급

+
가공임 관리 or 

가공임 

디자인제시
+

원자재 부자재 공급
+

가공임 관리 or 가공임

임가공업체
(봉제업체, 
하청업체)

가공임
(재단+ 봉제 

+마무리)

부자재 공급
+

가공임

가공임
+

경우에 따라 
부자재 공급

가공임 가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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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국내 임가공 업체를 활용한 생산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드샵 브랜드인 방배동에 위치한 S브랜드 

역시 봉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하여 한섬 등 

대기업브랜드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당동에 

밀집한 봉제공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봉제공장

은 아이템별로 특화되어있어, 바지는 A업체에

서 블라우스는 B업체에서 생산하는 등 봉제업

체를 선별하여 의류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국내소싱 임가공방

식’은 트렌디하고 디테일이 복잡한 디자인, 스팟

생산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퀄리티의 의류가 생

산될 수 있도록 생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  소량 

생산인 경우 실시되는 방식으로, 주로 트렌디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신진디자이너 브랜드와 여성

복브랜드, 고 퀄리티를 추구하는 여성복브랜드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임가

공 공장은 아이템별로 특화된 생산 노하우를 갖

고 있어 패션브랜드나 프로모션은 복종에 따라 

봉제업체를 선별하여 의류 생산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로벌소싱 임가공방식

  기사에 의하면 ㈜화승은 최근 원가 절감을 위

해 2014년 말부터 아웃도어 ‘머렐’과 스포츠 ‘케이

스위스’, ‘르까프’의 완사입 방식을 직소싱 체제로 

전환했으며, 특히 임가공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 

임가공업체를 섭외하여 전체 물량의 30~40% 선

까지 직소싱 비중을 늘렸다고 하였다. 휠라코리

아의 ‘휠라’도 최근 직소싱 비중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에 공장을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휠라’는 올 하반기

부터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에 돌입하면서 생산 

라인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원가 절감과 대

규모 생산 시스템 변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노린

다는 방침이라고 하였다(이아람. 2015.08. 27).

  SG세계물산의 여성복브랜드 ‘ab플러스’는 선기

획 비중을 늘려 상품력을 강화하고, 중국 광저우

로 생산 기반을 옮기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 또한 

줄었다고 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임비와 대

대적인 물량 작업이 가능해 여러모로 국내보다 효

율적인 작업 환경이 됐었으며, 이곳에서는 ODM과 

임가공 방식을 병행해 상품 퀄리티와 트렌드 적중률

을 높여 나가고 있다(이원형, 2016.10.19)고 하였다.

  ‘쉬즈미스’, ‘리스트’ 2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

는 인동FN은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쟁

력은 베트남 생산라인을 기반으로 품질 대비 합

리적인 가격대를 들 수 있다. 현재 두 브랜드 모

두 전체 물량의 80%를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자체 공장은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맺은 

전용 생산 라인을 운영함으로써 안정된 품질과 원

가 절감 면에서 확실한 강점을 지닐 수 있었다. 기

존의 중국 생산 라인을 줄이고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베트남으로 기지를 옮긴 것이 마침내 빛을 

발휘하고 있다(안성희, 2018.01.31)고 하였다.

  인도네시아 최대 수트 OEM 공장을 보유한 ㈜

부림광덕은 지난해 롯데쇼핑과 ‘맨잇슈트’를공동 

런칭하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직소싱 하면서 가

격 거품을 낮춘데 반해 품질은 높아 ‘맨잇슈트’ 

만의 강점을 갖게 되었다(임경량, 2017.02.14)

고 보도되었다.

  위와 같은 기사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해외에 생산인프라를 두고 생산하는 ‘글로벌소싱 

임가공방식’은 패션브랜드가 점점 선호하는 방식

으로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할 때, 선 기획이 가능

한 디자인의 의류를 생산할 때 그리고 대량생산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스포츠, 아웃도어, 

남성정장, 여성중저가 캐주얼 브랜드가 선호하고 

있었다. 

(2) CMT 방식의 운영 특징 

  기사와 인터뷰 내용을 조사한 결과 CMT방식은 

국내소싱 보다는 글로벌소싱 일 때 많이 활용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사에 의하면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은 최

근 CMT 방식과 규모를 전사 단위로 확대했다고 

하였다. 모든 사업부에서 완사입을 CMT로 전환

한 것이다. 제일모직도 현재 완사입과 CMT 방식

을 병행하고 있으나 최근 브랜드별 생산 체제에

서 품목별 통합 체제로 전환하면서 물량 규모가 

큰 남성복과 빈폴컴퍼니를 중심으로 생산 관련 

업무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하였다. LG패션도 

원재료의 통합 소싱을 진행하면서 CMT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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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있으며, 전 브랜드의 통합 소싱을 진행

하면서 각 브랜드의 상황에 맞는 생산처 발굴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임

경량, 2012.06.14)고 하였다.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스포츠와 아웃도어 

업체들 역시 아웃소싱 시 완사입방식에서 CMT방

식으로 전환하거나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

다. 화승은 아웃도어 ‘머렐’과 스포츠 ‘케이스위

스’, ‘르까프’의 완사입 생산방식을 CMT와 임가공

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가공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 생산 지사를 설립하기도 

했다.(이아람, 2014.05.08)’고 하였다. 

  CMT방식은 글로벌 소싱의 경우 부자재를 해외 

공장에서 자체 수급 하여 생산하는 것이 수고를 

줄이고 원가절감 면에서도 유리함으로 패션브랜

드는 수량이 많거나 디테일이 적은 남성복, 여성

복 슬랙스, 심플한 점퍼, 아웃도어, 스포츠 웨어와 

같이 디자인이 복잡하지 않은 베이직한 상품의 

경우 생산성이 좋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두점에서 판매하는 중저가 브랜드에서 

기획생산으로 원가절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생산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저렴한 STOCK원단 또는 

저렴하게 구매한 원사로 재직한 원단, 비축해둔 

재고 원단을 본사가 제공하고, 부자재 구매 및 임

가공 생산은 현지 생산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낮춰줄 수 있어, CMT 방식을 많이 활용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내 백화점에 입점하는 여성브랜드인 

경우 하이 퀄리티를 고수해야 하고, 생산 수량이 

적고 심지와 안감과 같은 부자재, 단추, 지퍼 및 

디자인 요소로 들어가는 트리밍 등은 디자인을 결

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으로 현지조달이 어려운 경

우가 많아 CMT방식은 생산공정상 효율성이 떨어

져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글로벌소싱 CMT방식’은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트레디셔널한 중저가 여성복, 남성정장, 캐주얼,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등에서 주로 기본 부자

재만 사용되는 베이직한 디자인의 의류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MT방식은 본사가 해외공장과 직접 거래할 때 

뿐 만아니라 완사입업체(프로모션)를 통하는 경

우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3) 자체생산 방식의 운영 특징 

  운영비와 생산성 면에서 불리하여 국내외에 자

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류브랜드는 

극히 적었으며, 일부 브랜드에서 ‘국내 자체생산’

과 ‘글로벌 자체생산’ 방식을 목적에 따라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사주관 국내소싱 자체생산 방식

  국내 고품격 여성 디자이너브랜드인 ‘루치아노

최’는 탄탄한 내부 인프라를 보유하여 자체생산을 

하고 있었으며(조수현, 2010.03.25), 고급화와 하

이퀄리티 소재에 집중하여 40년 동안 안정적인 

입지와 탄탄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내셔널 

여성복 브랜드 ‘쁘렝땅’의 경우도 본사에 우븐, 니

트, 다운까지 전량 자체 생산이 가능한 공장 라인

을 갖추고 있어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희소

성 높은 상품 경쟁력을 추구하고 있다(나지현, 

2018.01.19)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 의류 브랜드 중 ‘국내소싱 자체생

산 방식’은 하이 퀄리티의 희소성 높은 의류의 소

량생산 시 주로 선호하는 방식이었으며, 자본력이 

탄탄한 고가의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와 일부 

내셔널 브랜드가 실시하는 방식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본사주관 글로벌소싱 자체생산 방식

  기사(안성희, 2018.01.01)에 의하면 ‘지오지아,’ 

‘앤드지’, ‘올젠’ 등 남성복 브랜드와 ‘탑텐’, ‘폴햄’ 

등 캐주얼 브랜드를 보유한 신성통상은 ‘글로벌 

자체생산’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패션기업이

라고 보도하고 있다. 전 브랜드의 소재와 부자재 

통합 구매로 비용을 절감하고 남성 수트라인을 

제외한 셔츠, 니트, 팬츠, 스웨터, 우븐 등 전 생

산라인을 갖추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하였

다. 현재 신성통상은 미얀마에 4개의 자체 생산공

장이 있는데, 1공장은 아우터와 다운 점퍼, 2공장

은 팬츠, 3공장은 셔츠, 4공장은 니트 생산을 위

해 각각 가동되고 있으며 향후 남성복 수트 공장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온라인 쇼핑몰 여성복 브랜드 ‘스타일난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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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구’의 경우 처음에는 동대문에서 도매 의류를 매

입해 판매하다가 사업 규모가 지면서 최근 중국에 

자체 공장까지 세워 전체 판매량의 40%가량을 자

체 생산하고 있다(이수빈, 2017.10.30)고 한다.

  이와 같은 보도에 의하면 ‘글로벌소싱 자체생산

방식’은 자본력이 탄탄한 의류업체가 해외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여 주로 남성복 정장, 캐주얼 의류 

및 트레디셔널한 중저가 여성복 등 의 물량이 많

을 때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본사에

서 자체 관리하여 생산함으로써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3>은 패션브랜드 주관 생산방식인 임가

공방식, 글로벌소싱 CMT방식, 자체생산방식의 

운영 목적, 특징, 선호브랜드를 요약한 표이다.

2) 프로모션 위탁 생산방식

  패션브랜드는 전문성을 요하는 니트류, 가죽, 

모피 등 특종상품 생산 시, 아이템 수가 많아서 자

체 생산관리가 힘들 때, 인력이나 설비 규모를 축

소하여 운영하길 원할 때 프로모션에 위탁하여 생

산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완사입 방식의 운영 특징

  완사입방식은 ‘국내소싱 완사입’과 ‘글로벌소싱 

완사입’ 방식으로 세분화 할수 있는데 추구하는 

목적 및 상황에 따라 모두 활용되고 있었다. 

▸국내소싱 완사입방식

  기사에 의하면 국내 15개 여성복 브랜드에서 

위탁받아 무스탕, 가죽, 모피 등 특종상품을 생

산하는 프로모션업체인 하늘코퍼레이션은 구

로동에 자체 생산 공장을 마련하여 적시적기

에 빠른 리오더 생산을 하고 있다(김동희, 

2018.04.11)고 하였다. 

  그러나 완사입 업체인 프로모션 내에서 샘플제

작을 실시하는 경우는 많으나 이처럼 프로모션이 

국내에 자체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

며, 주로 국내 임가공업체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프로모션의 경우 해외소싱을 많이 하고 있었

<표 3> 패션브랜드 주관 생산방식의 운영 목적, 특징, 선호브랜드 분석

임가공방식 글로벌소싱

CMT 방식

자체생산 방식

국내소싱 글로벌소싱 국내소싱 글로벌소싱

목적

- 고품질 의류생산

- 짧은 납기일 내   

생산 

- 자 체 공 장 운 영 과   

같은 효과이나 

시설비와 운영비

절감

- 생산비용절감

- 품질대비 낮은

가격의 의류생산

- 부자재를 해외공장

에서 자체수급 하

게하여 수고를 줄

이고 원가절감 

- 고품질 의류생산 

- 원하는 납기일내

생산     

-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 우위

특징

- 트렌디한 의류 

- 디테일이 복잡한   

의류 

- 스팟생산 의류 

- 고퀄리티 의류생산 

- 소량생산 

   

- 선 기획이 가능

한 의류생산

- 대량생산

- 디테일이 적은 의류 

- 베이직한 디자인의

의류

- 선 기획이 가능한 

의류 생산

- 대량생산

- 하이 퀄리티의

희소성 높은 의류 

생산 

- 소량생산

- 가격 대비 품질  

좋은 의류 생산

- 대량생산

선호

브랜드

- 트렌디한 신진  

디자이너 B 

- 고퀄리티를 추구

하는 여성복 B

- 스포츠 B 

- 아웃도어 B 

- 남성정장 B 

- 여성중저가 B 

- 캐주얼 B

- 중저가 여성복B 

- 남성정장B

- 캐주얼B 

- 스포츠B

- 아웃도어B

- PB

- 고 퀄리티와

희소성을 추구하는

여성복 B

- 남성복정장B 

- 캐주얼B

- 중저가 여성복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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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디테일이 많거나 디자인이 복잡하여 관리가 

필요한 의류, 리오더 제품, 스팟 등 판매시기가 

중요하여 빠른 납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 하

청업체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자사와 지리적 위치

가 가까운 구로동의 임가공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고 하였다. 

  이처럼 프로모션이 주관하는 ‘국내소싱 완사입

방식’은 패션브랜드가 스팟생산, 복잡한 디자인의 

의류생산과 빠른 납기를 요구할 때 주로 국내 임

가공업체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글로벌소싱 완사입방식

  프로모션 중에는 해외에 자체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주로 퀄리티를 요하는 제

품이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자체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H프로모션업체는 중국 대련과 

광저우에 자체공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좋은 퀄리

티를 요구하는 의류인 경우는 대련공장에서, 단가

를 맞춰야하는 의류생산은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광저우 자체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였다. 

  프로모션업체가 자체공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패션브랜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수기 때는 물

량생산을 소화할 수 있는 공장의 섭외가 어려울 

수 있어 납기일내 생산을 위하여서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 패션브랜드는 자체공장이 있

는 프로모션을 더욱 선호하여 자체공장이 없으면 

오더를 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모션의 경우는 글로벌소

싱 시 인건비가 싼 해외 소재 임가공업체를 협력

업체로 하여 생산하고 있었다.

  E프로모션의 경우 내셔널브랜드의 완사입업체

로 주로 패딩 등 아웃터를 브랜드컨셉과 요구에 

맞게 생산 가능한 해외 하청공장을 협력업체로 

하여 생산하고 있었다. 

  H프로모션은 최근에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 하노이

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존 현지공장에 투

자해서 자체공장처럼 활용하고 있었으며, 한국인

이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처럼 ‘글로벌소싱 완사입방식’에서 프로모션

이 해외에 자체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패션브랜드

가 요구하는 가격대비 고퀄리티의 의류생산과 납

기일 내 생산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컸으며, 

생산단가를 더 낮춰야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

렴한 국가의 임가공업체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프로모션 위탁생산 완사입 방식

  패션브랜드와 프로모션업체는 글로벌소싱의 최

적지를 인건비가 싸고, 봉제기술이 좋으며, 우리

나라와 근접 거리에 있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품질 높은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북한이라고 하

였다. 최근 프로모션업체 중에는 개성공단에서의 

의류생산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

기 위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프로모션에게 

재 위탁하여 생산하는 방식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프로모션인 경우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는 북

한에이전시(북한 프로모션: 모란봉, 은하수)를 통

해서 평양근처의 생산공장에서 의류를 봉제할 계

획을 모색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북한에서의 생산

은 저렴한 인건비, 가까운 지리적 위치, 자유로운 

언어소통 등으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나 개성공

단은 정치적 이슈로 불안정하여 위와 같은 방법

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해외 프로모션 위탁생산 완사입방식’은 

생산 조건이 좋으나 직접 교역이 어려운 지역에

서 글로벌소싱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인 

것으로 여겨진다.

(2) 완사입업체 관여 글로벌소싱 CMT 방식의 

운영 특징    

  프로모션업체가 관여하는 CMT방식 역시 글로

벌소싱의 경우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E프로모션의 경우 본사에서 원단을 제공받고 

실, 단추, 안감, 지퍼 등 기본 부자재는 현지 생산

공장에서 조달하는 CMT을 사용하고 있었다.  

  H프로모션은 본사에서 원단을 제공받는데 중

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관세가 없어 본사가 중국

에서 원단을 구입하여 프로모션 협력 임가공업체

인 베트남 공장으로 제공하고, 부자재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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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조달하여 생산단가를 낮추고 부자재 투

입 시간과 수고를 덜고 있다고 하였다. 

(3) 기타 직사입방식의 운영 특징

  직사입방식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완사입업

체에서 거래 브랜드의 컨셉에 맞는 제품을 구매

하여 브랜드에게 제공하고 이를 브랜드가 디자인, 

디테일, 소재 등을 일부 바꾸어 수정해주면 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디자인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 리스크를 줄이려는 트렌디한 컨셉을 추구하

는 여성복 브랜드가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H프로모션업체는 홍콩이나 중국 광저우에서 시

장조사를 하여 상품성이 있는 의류를 사입한 후 

거래 패션브랜드에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광저

우 중따시장은 동대문원단시장의 30배규모의 세

계에서 제일 큰 원부자재 시장과 함께 가격이 저

렴한 명품 디자인과 유사한 의류제품을 구비한 

패션상품시장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어, 자본금

이 많지 않은 프로모션이 샘플의류를 사입하기 

좋다고 하였다. 초기에는 퀄리티가 떨어져 인기

가 없었으나 현재는 가격과 봉제 퀄리티가 높아

져 반응이 좋아, 라벨만 바꾸어 판매하는 패션업

체가 늘어나고 있어 국내봉제 산업의 성장을 저

해하는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표4>는 프로모션 위탁 생산방식인 완사입, 

완사입관여 글로벌소싱 CMT, 기타 직사입 방

식의 주요 생산 및 활용 방법, 운영 목적, 특징 

등을 분석 요약한 표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K-패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문

헌, 논문, 패션관련 기사, 보고서 등과 의류 생산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표 4> 프로모션위탁 생산방식의 활용방법, 운영 목적, 특징 분석

완사입방식 완사입업체관여 

글로벌소싱

CMT방식

직사입방식
국내소싱 완사입 글로벌소싱 완사입

해외 프로모션 

위탁생산 완사입 

생산 

및 

활용

방법

- 주로 프로모션이 

국내임가공업체를  

통해 생산

- 프로모션

소유 자체

공장에서 

생산

- 프로모션 

협력공장에서 

생산

- 프로모션이

북한 프로

모션에 재 위탁

하여 생산

- 본사가       

원자재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완사입업체가 

글로벌소싱 시 

주로 활용 

- 상 품 성 이 

있는 의류

의 디자인

과 패턴의 

카피  

목적

- 짧은 납기일 내 

생산 

- 잦은 생산관리의

필요 시

- 가격 대비

고품질      

의류생산 

- 원하는 납기

일내 생산 

- 생산단가

절감

- 생산비용

절감

- 운영비 절감

- 생산비용

절감

- 품질 대비

고 퀄리티

의류 제조

- 본사 입장에서

생산원가절감 

- 본 사 입 장   

에서 디자인

개발비용

절감 

–판매

리스크    

회피

특징

- 트렌디한 의류 

- 디테일이 복잡한 

의류 

- 스팟생산 의류 

- 리오더 제품 생산

- 퀄리티를  

요하는 의류

- 낮은 단가를  

맞춰야하는  

의류

- 선 기획이

가능한 의류

- 소량 또는

대량생산

- 베이직한

디자인의

의류

- 선 기획이

가능한 의류

- 대량생산

- 직접 교역에

제한이 있는

북한에서 의류 

생산 시 활용

- 디테일이 적은

의류 

- 베이직한

디자인의 의류

- 선 기획이

가능한 의류

- 대량생산

- 트렌디한

여성의류

생산

- 디자인 및

패턴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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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패션브랜드가 패션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

시하고 있는 다양한 의류생산방법을 체계화하고, 

복종과 제품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의류생산방법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패션브랜드의 의류생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체계화되었다.

  1) 의류생산 및 관리를 누가하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패션브랜드주관 생산방식’과 ‘프로모션

업체 위탁 생산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2) 패션브랜드주관 생산방식은 ‘임가공방식’, 

‘CMT방식’ ‘자체생산방식’으로 세분화되었으

며, 3가지 방식 모두에서 국내소싱과 글로벌

소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CMT방식은 글

로벌소싱 시 더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었다. 

  3) 프로모션위탁 방식은 ‘완사입방식’, 완사입업

체 관여 CMT방식‘, ’완사입업체 관여 임가공

방식’, ’기타 직사입방식‘으로 세분화되었으

며 4가지 방식 모두에서 국내소싱과 글로벌

소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 ’완사입업체 

관여 CMT방식‘은 본사주관 CMT방식과 마찬

가지로 글로벌 소싱 시 더 많이 활용되는 방

식이었으며, ’완사입업체 관여 임가공방식‘은 

급격히 줄고 있는 방식이었다.

2. K-패션 활성화를 위해, 복종 및 제품 특

성에 따라 효과적인 의류생산방식을 고찰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패션브랜드주관 생산방식

  패션브랜드가 생산과 관리를 주관할 경우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임가공방식’, ‘CMT 방식’, ‘자체

생산 방식’ 순이었다. 

(1) 임가공방식

- 국내소싱 임가공방식: 근접 거리에 있는 능력이 

있는 임가공업체와 전속 하청계약을 맺음으로

써 의류품질을 높이고, 납기일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 있으므로, 트렌디하고 복잡한 디자인, 스

팟생산이 필요한 경우, 고퀄리티의 의류 생산을 

위하여 생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 소량 생산 시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 글로벌소싱 임가공방식: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할 

때, 선 기획이 가능한 디자인의 의류를 대량생산

할 때 패션브랜드가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스포

츠, 아웃도어, 남성정장, 여성중저가 캐주얼 의

류 생산 시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2) CMT방식

- 글로벌소싱 CMT방식: 국내소싱 보다는 글로벌

소싱일 때 많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글로벌 소

싱 CMT방식’은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트레디셔

널한 중저가 여성복, 남성정장, 캐주얼,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주로 기본 부자재만 사용

되는 베이직한 디자인의 의류를 대량생산할 때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3) 자체생산방식

- 국내소싱 자체생산방식: 하이 퀄리티의 희소성 

높은 의류의 소량생산 시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

용되었다.

- 글로벌소싱 자체생산방식: 생산하려는 물량이 

많을 때,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본

사가 직접 관리하여 생산함으로써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클 

때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자체생산방식은 투자금과 운영비 대비 생산성 

면에서 불리하여 국내외에 자체 생산공장을 보유

하고 있는 국내 의류브랜드는 극히 적어 활용에 

한계가 있는 방식이었다.

2) 프로모션위탁 생산방식

  패션브랜드는 전문성을 요하는 니트류, 가죽, 

모피 등 특종상품 생산 시, 아이템 수가 많아서 

자체 생산관리가 힘들 때, 인력이나 설비 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하길 원할 때 프로모션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선호도가 점

점 늘고 있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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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사입 방식

- 국내소싱 완사입방식: 프로모션은 복잡한 디자

인의 상품과 빠른 납기를 요구하는 스팟 및 리

오더 의류를 위탁받았을 때, 주로 국내 임가공

업체를 활용하는 ‘국내소싱 완사입방식’을 효과

적인 생산방식으로 선호하였다.

- 글로벌소싱 완사입방식: 패션브랜드는 자체공장

을 갖고 있는 프로모션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자본력이 있는 프로모션은 해외에 자체 생

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브랜드가 가격대비 

고퀄리티의 의류생산을 요구할 경우, 성수기에 

제품의 납기일을 맞추어야할 시, 프로모션은 해

외 자체공장에서 생산하는 ’글로벌소싱 완사입방

법‘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생산단가를 낮추어야 

할 때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의 임가공업체

를 협력업체로 하여 생산하는 ’글로벌소싱 완사

입방식‘을 효과적인 생산방식으로 활용하였다.

그밖에 ‘해외 프로모션 위탁생산 완사입 방식’은 

저렴한 인건비, 가까운 지리적 위치, 자유로운 

언어소통 등으로 생산비 및 물류비 절감과 납기

일을 맞추기에 최적의 지역이지만 직접 교역에 

제한이 있는 북한에서의 의류 생산을 원할 때 

활용하는 효과적인 생산방식이었다. 

(2) 완사입업체 관여 글로벌소싱 CMT 방식

- 패션브랜드 주관 글로벌소싱 CMT 방식과 마찬가

지로, 원자재는 본사가 제공할 수 있고, 부자재는 

해외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한 경우 생산단가를 

낮추고 부자재 투입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어 

선호되었다. 트레디셔널한 중저가 여성복, 남성

정장, 캐주얼,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기본 

부자재만 사용되는 베이직한 디자인의 의류를 대

량생산할 때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3) 기타 직사입방식

  패션브랜드가 디자인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판

매 리스크를 줄이려고 실시하는 방법이나 디자인 

카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소지가 

커 지양해야할 생산방식이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K-패션브랜드가 의류생산 전

략을 수립할 시 목적과 여건에 따라 효과적인 생

산방식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국내 패션브랜드는 해외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글로벌소싱 비중을 늘리고 있어 

국내 의류생산기반은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

이나, 빠르게 변하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독창적인 

디자인이 선호되는 현대패션에서는 선 기획보다

는 반응생산 및 스팟 생산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독창적인 디자인의 의류생산과 빠른 생산 납품에 

유리한 ‘국내 의류생산 방식’이 활성화 되어야함

이 본 연구를 통하여 명백해졌다. 

  따라서 K-패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봉제산

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의류생산기반이 활성

화 될 수 있는 방안 및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후속연구로서 국내의류생산 기반 활성화

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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