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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Korean apparel companies have transformed dramatically from contractors to sourcing companies thanks 
to the rapid growth of local market, relatively little work has been done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and the patterns 
of global sourcing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utline a conceptual model that 
may be used to organize and guide global sourcing activities of Korean apparel manufacturers and retailers. The 
conceptual model identified four important factors, cost factor, strategic non-cost factor, firm's internal factor, and 
global factor, which affect global sourcing strategies and help predict how companies conduct various sourcing 
activities. The model also identified two sourcing patterns, outsourcing and intra-firm sourcing. In developing the 
model, literature review on how manufacturers and retailers in diverse areas including global apparel sourcing was 
conducted. Managerial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offer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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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980년대에 들어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 및 의사소 

통 체계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공 

급업자와의 접촉과 관리가 용이해졌다. 또한 운송 

수단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로 값싸고 빠르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가 

능해지게 되어 기업들은 글로벌 소싱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소비자의 합리적인 가격 추구 경향 

에 따른 원가 절감을 위해 의류 소매상이 저임금 국 

가에서의 소싱을 모색함과 더불어 글로벌 소싱에 대 

한 기업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소싱 

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960년대의 한국 패션산업은 해외 유명 패션 브랜 

드에게 값 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봉제 소싱 기지였 

으며, 1970년대에는 저가격 고품질의 인조섬유 및 

원단 소싱 기지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저 

임금을 내세운 개발도상국들이 수출산업으로 봉제 

산업 및 섬유, 원단 산업을 장려함으로써 소싱 기지 

로서의 한국의 패션산업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반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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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패션기업은 글 

로벌 소싱의 하청 업자(contracting company)에서 글 

로벌 소싱에 참여하는 소싱 기업 (sourcing company) 

으로 변신하게 되면서 글로벌 소싱에 적극적이고 능 

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Nordas》에 의하면 전세계 주요 38개국의 섬유, 의 

류 수출국에 대한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4번째 

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 비해 약 14분의 

1에 해당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위치를 살펴보면 섬유 수출에 

서 2001년에 중국 • 홍콩, 이태리,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제조업 중 고용 측면이 

15.2%로 고용 증대 효과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인건비가 중국 대비 약 6배 가량 높은 실정이 

기 때문에 내수 및 수입은 급증하는 반면, 생산이 다 

소 둔화되고 수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섬유, 의류산업의 주 수출 대상 

국이던 미국의 무역자료를 보면 미국에 대한 생산시 

장으로서의 계속적인 경쟁력 약화를 예측할 수 있다. 

Abernathy, Dunlop, Hammond and Weil'에 의하면 

미국의 주요 수입국인 4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 홍 

콩, 대만, 한국으로부터의 의류 수입이 1964년에는 

39%를, 1988년에는 51%를 차지하였으나, 1996년에 

는 26%로 떨어졌으며, 멕시코와 캐러비안 연안의 국 

가들이 이들을 대신하였다. 멕시코와 캐러비안 연안 

의 국가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9082조항 

(CMT에 의한 관세 조항)에 의한 관세 혜택으로 미 

국으로의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9082조항이란 

미국의 소싱 기업이 디자인, 원단, 부자재를 구매하 

여 멕시코와 캐러비안 연안의 하청업자에게 재단, 

봉제, 라벨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싱 기 

업이 하청업자로부터 완제품을 받을 때 봉제에 의해 * * * * * 

2) H. K. Nordas, The Global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Post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Geneva: 
WTO Publications, 2004).

3) F. H. Abernathy, J. H. Dunlop, J. H. Hammond and D. Weil, A Stitch in Tim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6.

4) 박명애, 한영아, “대구, 섬유/패션산업의 대미주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미국유행색협회(CAUS)와의 공동조사 

를 통하여," 복식문화연구 9권 4호 (2001), pp. 616-628.
5) 백영하, 박재옥, ''한국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 위상 변화와 수출 특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권 9/10호 (2007), 

pp. 1442-1452.
6) 박혜정, 이영주, 임숙자, “글로벌 소싱 기지로서의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현황,'' 한국의류학회지 27권 7호 (2003), 

pp. 819-830.

발생되는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지불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은 이러한 무역협정의 변화 

와 고인건비 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도 생산시장으 

로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약화되는 반면, 내수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국내 의류기업으로 하여금 국내 인건 

비의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새로운 경쟁력 강화 방 

안을 추구하게 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이후 

해외 직접 투자와 경쟁력 있는 하청업자 발굴 등을 

통한 글로벌 소싱 역 량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소 

싱에의 적극 참여는 수익 창출을 위한 제품 경쟁력과 

기업 구조의 효율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국내 기업은 트렌드 정보에 기반한 제품개 

발부서만을 두고 해외 직접 투자로 설립된 지사나 독 

립적인 하청업자로부터 완제품을 소싱하고 있다. 따 

라서 트랜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 투자 

를 위한 정확한 정보 입수와 함께 하청업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의류기업은 글로벌 소싱 

에 참여함으로써 과거의 기계설비 중심의 공업화 단 

계에서 정보화 단계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의류기업이 수출 중심의 소싱 

기지로서가 아니라 내수시장을 위한 글로벌 소싱에 

적극 참여하며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소싱 

기지로서의 수출경쟁력에 대한 연구들46)이 대부분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수출 중심의 제한적 

연구를 넘어서 해외의 섬유/의류 기업을 포함한 다양 

한 산업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폭 넓은 문헌 연구를 

통해 한국 의류기업의 글로벌 소싱을 결정짓는 요인 

과 소싱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소싱의 모형을 

제 시 하고자 한다.

미국 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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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자 관점에서의 소싱에 대한 연구들*이 1990 

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Handfield。)는 1990년대 

미국 기업들의 현황에 기초해 글로벌 소싱의 발전형 

태를 제시하였으며, Swamidass顷는 미국 제조업자의 

소싱에 영 향을 주는 3요인 모델(3 factor model)이라 

는 소싱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산업 

에서의 이용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후 미국 소매업 

자의 소싱을 밝힌 Liu and McGoldrick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및 Cho"의 

연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 기 

업의 글로벌 소싱 모형은 선행 연구를 통해 소매상과 

제조업자의 두 관점을 통합한 것으로서 글로벌 소싱 

의 결정 요인과 소싱의 형태를 모형으로 제시, 규명 

하고자 한다.

7) R. B. Handfield, “US global sourcing: Patterns of development,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Vol. 14 No. 6 (1994), pp. 40-51.

8) P. M. Swamidas, Op. cit., pp. 671-691.
9) H. Min and W. P. Galle, ''International purchasing strategies of multinational U.S.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Purchasing and Materials Management Vol. Summer (1991), pp. 9-18.
10) R. M. Monczka and R. J. Trent, “Evolving sourcing strategies for the 1990s,"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Logistics Management Vol. 21 No. 5 (1991), pp. 4-12.
11) P. M. Swamidas, Op. cit., pp. 671-691.
12) R. B. Handfield, Op. cit., pp. 40-51.
13) P. M. Swamidas, Op. cit., pp. 671-691.
14) Hong Liu and P. J. McGoldrick, ^International retail sourcing: Trend, nature, and process,'' Journal of Interna

tional Marketing Vol. 4 No. 4 (1996), pp. 9-33.
15) J. Cho, Global Sourcing: Benefits and Challenges, and Organizational Goverence in the Apparel Indust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8).
16) G. I. Kunz, Merchandising: Theory, Principles, and Practice, (New York: Fairchid Books, 1998), pp. 252-286.
17) R. M. Hodgetts and F. Luthans, International Management, (Massachusetts: McGraw-Hill, 2000).
18) R. J. Trent and R. M. Monczka, “Pursuing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integrated global sourcing,"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6 No. 2 (2002), pp. 66-80.

n. 이론적 배경

1. 글로벌 소싱

소싱이란 기업이 원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준의 원 

부자재, 의류 완제품 또는 가공능력을 가장 효율적인 

가격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제공하는 공급자/하청업 

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글로벌 소싱은 지리적인 위 

치와 관계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나 제 

품을 제공 가능한 공급업자/하청업자를 전세계적으 

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7).

글로벌 소싱을 해외 구매 (International Purchasing) 

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명확히 차이가 

있다. 해외 구매는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바이어와 

공급자간의 단순한 상업적 거래이나 글로벌 소싱은 

이보다 더 복잡하고 확대된 것으로서 세계 모든 지역 

으로부터 제품, 과정, 디자인, 기술뿐 아니라 공급자 

들도 조절하며 통합한다"). 따라서 해외 구매는 기업 

의 필요에 의하거나 또는 소싱 전략의 일부분으로 행 

하여지는데 비해 글로벌 소싱은 전세계로부터의 구 

매를 조절하고 통합하는 핵심 전략으로 광범위하게 

해외 구매의 확대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과 같은 대기업 

만이 글로벌 소싱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의류산업에서는 중소기업도 글로벌 소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 소싱으로 규모의 경제와 폭넓은 제 

품 라인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발달된 기술과 통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 

세한 중소 규모의 의류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 

응할 수 있는 융통성, 틈새시장으로의 접근 용이성, 

독특하고 차별화된 제품으로 패션산업의 글로벌 소 

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소비자 기 

호의 변화에 따른 짧은 유행 수명 주기와 소비자 기 

호의 다양화로 시 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기 업들만 

이 패션시장에서 경쟁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의사소통 

이 원활하고 의사 결정이 신속한 중소기업들이 이러 

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글로벌 소싱을 활발히 전 

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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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은 글로벌 소싱에 의해 탄생한 글로벌 제 

품(Global Product)의 대표적인 예다. 전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공급업자의 발달된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패션제품은 더 이상 한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다양 

한 국가를 거쳐서 생산되는 글로벌 제품이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원단은 한국, 부자재는 중국, 봉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면 글로벌 제품 

을 실감할 수 있다. 글로벌 제품으로 탄생되기 위해 

서는 공급자들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기업의 체계화 

된 전략적 비즈니스가 요구된다.

의류산업에서 글로벌 소싱에 의해 구매하는 제품 

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 

반에는 섬유, 직물 등과 같은 원자재들을 많이 구매 

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완제품을 가장 많이 구 

매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과 같이 우리의 의류기업도 

완제품을 글로벌 소싱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1) 한국 의류기업의 글로벌 소싱

기업들의 글로벌 연계와 해외에서의 소싱으로 인 

해 많은 유명 브랜드의 제조가 그 브랜드의 최초 제 

조국가와 전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 의류산업도 글로벌 소싱의 일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 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을 

적극적으로 수용, 변화하고 있음如에도 불구하고 국 

내 의류업체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 

어서 이윤숙 외의 연구 외에는 거의 없다. 해외 생 

산에 대해서는 QR에 대한 연구들"I，에서 일부분 

다루어졌을 뿐인데, QR을 위한 신속 생산은 글로벌 

생산으로 확장, 논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소싱에 대한 언급은 미미하다. 또한, 손미영 외逾는 

글로벌 소싱 전략에서 중요한 중국 시장 활용 전략을 

다루었을 뿐이다.

국내 의류업체의 글로벌 소싱 현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한 이윤숙 외”)는 지리적 장점에 의해 중 

국을 내수 시장을 위한 아웃 소싱 국가로 선호하였으 

나, 수출 기업들은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쿼터, 

관세의 장점으로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글로벌 소싱 국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생산, 기술적 능력, 해당 국가의 법적인 규 

제와 문화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의 

류기업은 글로벌 소싱 시 생산, 원자재, 부자재 순으 

로 소싱하였으며, 하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는 비용과 품질이었으며, 다음으로 경험, 생산성, 설 

비시설과 재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 의류기업의 글로벌 소싱 형태

글로벌 소싱의 형태는 지리적인 위치와 이용하는 

생산시설의 소유에 따라 아웃 소싱(Outsourcing)과 

기업내 소싱(Intra-firm sourcing)으로 나누어진다. 지 

리적 위치는 국외와 복합된 형태(국내+국외)가 있고, 

생산시설은 소싱 기업, 하청업자, 복합된 형태(소싱 

기업+하청업자)로 분류된다. 지리적인 위치에서 복 

19) D. Lee and G. Ganesh, "Effects of partitioned country image in the context of brand image and familiarity: a 
categorization theory perspective,"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Vol. 16 No. 1 (1999), p. 18.

20) 김유림, ''한국섬유산업의 글로벌화 전략,” 복식문화학회 2006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서울: 

2006), pp. 23-26.
21) 이윤숙, 육심현, 최원경, 이수경, 진병호, ''국내 의류업체의 글로벌 소싱 현황과 경쟁력 강화방안,'' 한구의류학 

회지 26권 6호 (2002), p. 751.
22) 이유정, 김문숙, "국내 패션산업의 QR(Quick Response)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제8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서울: 1996), pp. 7-9.
23) 천종숙, 오세정, ''국내 의류산업이 생산특성에 따른 QR 시스템 도입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2000 Inter

national Costume Culture Conference Proceedings, (서울: 2000), pp. 45-46.
24) 오현남, “섬유, 의류산업의 B to B EC에서 SCM으로 QR 수행을 위한 인터넷 활용,'' 복식문화연구 9권 1호 

(2001), pp. 100-110.
25) 고은주, "QR 도입업체와 미도입업체간에 QR 요소의 수준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5호 (1999), pp. 

645-653.
26) 손미영, 김용주, 지혜경, ''한국 패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시장 활용 전략 연구: 일반화된 더블다 

이아몬드 모델의 변수를 이용한 한 • 중 패션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권 4호 (2007), 
pp. 507-518.

27) 이윤숙, 육심현, 최원경, 이수경, 진병호, Op. cit., p.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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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형태는 소싱 기업이 국내와 국외에서의 소싱을 

모두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시설의 복합된 형태 

도 소싱 기업이 자사 소유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생 

산하는 동시에 하청업자에게 생산을 맡기는 것을 말 

한다. 이상의 분류에 의해 하청업자가 국내업자 또는 

해외업자 이든 간에 소싱 기업과 경영적, 재무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독립된 공급자인 경우는 

아웃 소싱이라고 하며, 소싱 기업의 해외 지사 형태 

에 의한 공급자인 경우는 기업내 소싱이라고 한다28). 

또한, 아웃 소싱과 기업내 소싱을 모두 행하는 복합 

된 형태가 있다. 이상의 분류에 의해 의류 완제품을 

만드는데 가능한 글로벌 소싱의 형태는〈그림 1〉과 

같다.

80년대 미국이 제조업자들은 빠른 속도로 전세계 

에 다양한 곳에 기업의 제조공정이 가능하도록 설립 

하여 운영함으로써劉, 지난 한 세기 동완 세계무역은 

여러 나라의 지사를 통해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MNCs: 
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 

결과,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 투자는 급속도 

로 증가한 결과 글로벌 소싱에서 기업내 소싱이 급증 

하고 있다.

2. 글로벌 소싱의 결정 요인

의류기업이 소싱의 형태, 하청국가, 하청업자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글로벌 소싱을 결정하기 위해서 

는 많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많은 연구들이 

글로벌 소싱의 결정 요인을 밝히고 있으나, 의류산 

업과 관련된 글로벌 소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에 대한 제조업자와 소매상의 글 

로벌 소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자들이 제시한 결정 요인은 대부분 크게 가격 요인 

과 비가격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가격적 요인으로는 

원가, 환율이며 비가격 요인으로는 품질, 제품의 종 

류, 경험, 원부자재 공급 가능성, 쿼타, 리드타임(lead- 

time), 하청국가의 정치 • 사회적 안정성, 하청국가의 

인권 등 노동환경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Min and Galle，"은 미국 제조업자의 글로벌 소싱 

의 요인을 중요도의 순으로 제시하였는데, 가장 중요 

한 요소는 품질, 낮은 가격, 자국 내 없는 제품이었으 

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외의 더 발전된 기술, 문 

제 해결의 자발성, 정확한 납기일, 타협 가능성, 해외 

의 지사와의 제휴이었으며, 지리적 위치, 상대편으로 

의 자격 (counterpart requirement), 정부 지원은 중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Birou and Fawcett"〉은 미국 제조업자들의 해외 

에서의 소싱은 원가 절감에 대한 압력, 제조 유연성 

(manufacturing flexibility) 증대, 품질 향상, 제품 디 

자인의 향상, 제품 개발 시간의 축소와 같은 요인에 

의해 촉진된다고 하였다. 또한, 운송 장비, 전자 부문 

과 설비, 금속, 비금속 기겨】, 고무/플라스틱, 화학을 

포함한 10개의 제조산업 중에서 의류/섬유산업은 구 

매의 거의 25%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가장 높은 수 

준의 해외 구매 행위를 보여준 것을 밝혔다. Kunz331 

도 현재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 팔리는 의류의 절반정 

도가 전세 계의 다른 국가에서 제조된 것이 라고 하였 

다. Birou and Fawcett"〉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경우 제조원가 절감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 

으며, 그 다음으로 독특한 제품의 이용성, 경쟁적 전 

략과 전세계적 운영공정(operation)을 갖기 위함, 진 

보한 기술의 접근, 높은 수준의 품질의 제품 접근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로는 국제적 경쟁의 강화, 해 

외시장 개척의 기회, 카운터 트레이드 임무 완성 기 

회, 나은 배달과 서비스의 이용성이 나타났다. 결정 

요인으로는 낮은 원가, 품질,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납기 의존성(delivery dependability), 서비스, 제품기 

28) M. Kotabe and K. Helsen, Global Marketing Management^ (New York: Wiley New York, 1998), p. 289.
29) Ibid., p 680.
30) A. Arora, A. Jaju, A. G. Kefolas and T. Perenich, "An exploratory analysis of global managerial mindsets: A 

case of U.S.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ol. 10 (2004), p. 395.
31) H. Min and W. P. Galle, Op. ci」p. 14.
32) L. M. Birou and S. E. Fawcett, "International purchasing: Benefits, requirement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rchasing and Materkils Management Vol. Spring (1993), pp. 27-37.
33) G. Kunz, Op. cit., p. 264.
34) L. M. Birou and S. E. Fawcett, Op. cit., pp.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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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높게 나타난 반면 환율은 보통의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공급자와의 레버리지(leverage), 

수출 규정, 지역의 내용 규정, 카운터 트레이드 임무 

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 

다.

Che?'는 미국 의류 소매상은 원가 절감, 품질, 이 

용 가능성(공급자의 부재), 기술(기술의 부재), 제품 

개발 시간의 단축, 기업 이미지의 개선, 카운터트레 

이드의 책임 수행, 빠른 납기일, 국제 경쟁력의 증진 

이 글로벌 소싱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Dubler, Burt and Lee，"는 글로벌 소싱은 요구되는 

수준의 품질, 스케줄 요구의 만족, 가격 인하, 새로운 

기술 개선, 공급라인의 확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 

다.

Handfield”)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외 소스를 선 

택하는 기준으로 원가, 품질, 신뢰, 제품 수정 능력, 

기술(제품, 과정), 정확한 배달, 스케줄 반응(schedule 

reaction), 리드타임을 선정하여 해외 공급자와 자국 

내 공급자를 선택 시 기준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 

다. 또한, 그는 기업들이 점점 더 소량으로 빈번하게 

주문, 배달을 하고, 재고 감소를 하는 Just-in-time 구 

매 시스템을 시도하므로 해외 소스를 결정하는데 있 

어서 긴 납기일과 로지스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다고 하였다. JIT은 제조업자로부터 매장까지의 매 

일 배달, 품질 검증의 제거, 전자 주문을 통한 신속 

반응을 포함함으로 이로 인해 원재료의 재고를 줄이 

고 적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반응적인 로지 

스틱스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미국의 경우 미국 

내 제조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리드타임이 50%로 줄 

어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로지스틱스 시스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 구매처를 이용하기 어려워지 

고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기업들은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창고에서 주말 배달, 기업 내 

에서의 창고 시설 완비, 공급 창구의 단순화, 배달 시 

기의 정확한 날짜 기획, 24시 배달 회사와의 장기계 

약과 같은 방법을 도입하여 해외 구매처와 함께 JIT 

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Liu and McGoldrick^ 등은 소매상 입장에서의 소 

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미는 요인(push factor: 국내 

가격, 이익과 원가에 대한 압력, 소수의 공급자, 통제, 

제품혁신의 결여), 끄는 요인(pull factor: 경쟁적 가 

격, 품질 개선, 다양성 증가, 일정한 공급자, 환율, 조 

직문화)과 촉진자(facilitator: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국제 소매상과 구매 제휴, 경제적 무역지역, 발달된 

운송/통신)를 제시하였다.

Swamidas洵는 해외 소싱에 영향을 주는 가격 요인 

과 비가격 요인에서 무역적 요인을 분리시켜서 전략 

적 요인과 ITI(Intemational Trade Infrastructure) 요인 

의 3가지 요소를 제시한 3요인 모형(3 factor model) 

을 제시하였다. 장기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던 가격 요인은 전통적 요인(Classical Variable)으 

로, 지난 20년간 중요시 되어왔던 전략적 요인은 새 

로운 요인(New Variable)으로, ITI 요인은 신생 요인 

(Emerging Variable)으로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 

격 요인은 환율, 무역 장벽, 운송 비용, 제조 비용이 

며, 전략 요인은 품질, 유연성, 기술, 글로벌 생산의 

합리 화(global rationalization of production; 환경 변화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소싱함), 의존 

성(dependability)이며, ITI 요인은 운송, 의사소통, 재 

무, 카운터트레이드 책임, CMT 공정, 글로벌 제조능 

력이다. 그는 최근 10년간의 통신, 운송 수단과 같은 

국제무역의 구조적 요인들의 발전과 같은 ITI의 변 

화가 국제무역을 증진시켰으므로 ITI 요소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형에서 글로벌 소싱은 가격 

요인과 전략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에 

있어서 ITI의 무역요소는 소싱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증진시키는 통제 벨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사의 특성에 따라 요인들의 각각의 중요성 

이 틀리다는 개별성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가격 요 

인과 전략요인을 제조전략(manufacturing strategy)으 

35) J. Cho, Op. cit.
36) D. W. Dubler, D. N. Burt and L. Lee, Purchasing and Materials Management, (New York: McGraw Hill, 

1990), p. 219.
37) R. B. Handfield, Op. cit., pp. 40-51.
38) Hong. Liu and P. J. McGoldrick, ^International retail sourcing: Trend, nature, and process" Journal of Interna

tional Marketing Vol. 4 No. 4 (1996), p. 27.
39) P. M. Swamidas, Op. cit., pp. 67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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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3요인 모형에서는 중요한 기업 내부의 전 

략적 마인드와 IT에 대한 요인을 포함시키지 않았 

다. 그런데 섬유/의류산업에 국한된 최근의 연구로 

서 Arora et al.的은 글로벌 소싱 종사자의 글로벌 마 

인드의 중요함을 밝혔으며, Anderson and Segars"〉는 

Information technology(IT)의 중요성을 밝혔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이에 기초하여 글로벌 마인드와 IT 

이용 정도를 기업 내부 요인으로 글로벌 소싱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 연구를 통해 Swamidass의 3요인 모형 

을 확대하여 기업 내부 요인의 추가 외에도 ITI 요 

인을 확대해서 글로벌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Swamidass의 전략 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비 

가격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기업 

내부 요인과 글로벌 요인은 기업의 가격 요인과 전략 

적 비가격 요인이 글로벌 소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이상의 연구들과 앞으로 논할 연구들에 의거하여 

제시한 글로벌 소싱을 결정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글로벌 소싱 모형을〈그림 1〉로 제시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내부적 요인

섬유/의류산업에 국한된 최근의 연구가 글로벌 소 

싱 종사자의 글로벌 마인드와 IT의 중요성을 밝혔으 

므로 본 연구는 이를 글로벌 소싱을 결정짓는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1) 글로벌 마인드셋(Mindset)
Kotabe and Helsen'^은 글로벌 소싱에서 구매 담 

당자의 역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글로벌 소싱의 확대로 인해 숙련된 소싱 경험자가 

등장함에 따라 패션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 

었으며, 이들에 의해 글로벌 소싱이 더욱 활발히 전 

개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해외의 수 많은 하청업 

자들에 대한 지식 및 이들과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 

를 극복할 수 있는 소싱 경험자야 말로 글로벌화된 

의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급격히 변하는 패션환경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패션산업 구조로 인 

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더욱 선호되고 있다.

Birou and Facett，"는 경영자의 장기적 관점이 성 

공적인 소싱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와 더불 

어 글로벌 기회의 이해,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에 이와 같은 맥락으 

로 Arora et al.的은 글로벌 마인드셋은 글로벌 환경 

에서 뛰어난 기능과 성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성 

이 라고 정의하고 현재와 같이 글로벌 소싱 이 중요한 

경쟁적 환경에서 소싱 담당자에게 이것이 가장 필요 

하다고 하였다. 섬유/의류 기업에 있어서 글로벌 마 

인드 셋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다른 국가에 

서 일한 경험, 국제경영 관리의 훈련, 관리자의 연령, 

다른 국가에서의 거주 경험, 가족의 해외 구성원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셋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더'！, 개념화(conceptualization)는 자신을 글로 

벌 환경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 

하고,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상황에 맞게 행동 

하고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지역적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e

(2) Information Technology 이용 정도

Anderson and Segars的는 1992년부터 1997년 미국 

에 위치한 원단, 의류산업에서의 기업운영에 있어서 

IT는 내부 의사소통을 강화해서 의사구조의 분권화 

를 가져와 높은 재무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밝혔다. 

40) A. Arora, A. Jaju, A. G. Kefalas and T. Perenich, Op. cit., pp. 393-411.
41) T. J. Anderson and A. H. Segars, “The impact of IT on decision structure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y,Information & Management Vol. 39 (2001), pp. 85-100.
42) M. Kotabe and K. Helsen, Op. cit., p. 280.
43) L. M. Birou and S. E. Fawcett, Op. cit., pp. 27-37.
44) A. Arora, A. Jaju, A. G. Kefalas and T. Perenich, Op. cit., p. 407.
45) Ibid., pp. 399-400.
46) T. J. Anderson and A. H. Segars, "The impact of IT on decision structure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Information & Management Vol. 39 (2001), pp. 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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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 내에서의 기업의 의사 결정에 국한된 결 

과이지 만 현재처 럼 전세 계 에 흩어져 '있는 공급처로 

부터 글로벌 소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IT 

수용이 결정적인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예를 들면, 

소싱 공급처와의 IT를 이용한 자발적인 연계와 함께 

alibaba.com, madeinchina.com과 같은 온라인 소싱 전 

문 사이트를 이용한 e-sourcing 여부도 기업의 IT 이 

용 정도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wwwqlibaba.com은 

원부자재 및 의류 완제품 하청업자들로 구성된 사이 

버 트레이드 쇼도 제공하므로 기업의 IT 이용 정도는 

효율적인 글로벌 소싱을 가능하게 하며, 이와 같은 

온라인 소싱 전문 사이트 이외에도 원단 공급자 개인 

의 홈페이지, 원단 공급자 연합회의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소싱이 가능하므로 기업의 IT 이용 정도는 글 

로벌 소싱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보인다.

2) 가격 요인(Cost Factor)

소싱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수입된 원부자재가 

제조업자의 원가 감소에 절대적이라는 것에 기초해 

서 소싱은 원가와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JIT으로 인해 근거리에서의 소싱을 선호하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 가격 요인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졌으나 아직도 유효한 결정 요인이다.

(1) 원가

의류산업은 가장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과거 수 세기 동안 의류제품의 기본적인 생산방법은 

Progressive Bundle System로서 변화가 없는 실정이 

다如). 그러므로 가장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비용 효 

율성이 높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력 착취에 의한 생산을 하기도 한 

다. 따라서 의류생산에 있어서 수 세 기 동안의 문제 

였던 Sweatshop이 현재까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는 것은纠 아직도 저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의류산업의 경쟁력이 유효함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Underhil伊은 미국 의류회사의 수입 급증의 상당 부 

분은 이들 기업들이 저임금 국가에서의 의류 봉제 

이용을 위해 소싱에 적극 참여한 결과라고 지적하였 

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현대화된 생산시설에 대 

한 집중적 투자는 전세계의 섬유, 의류제품의 가격 

인하를 초래했다가는 지적과 같이 글로벌 환경 자체 

가 가격 인하의 압박으로 인해 아직 원가가 중요한 

소싱의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Nordas'2)에 의하면 의류무역을 제한하였던 쿼 

터 폐지를 지향하는 섬유, 의류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 하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중요 국가 중에서 의류제품을 만드는 원가의 구성요 

소 중에서 한국의 경우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 

는 정도가 인도와 같았고, 홍콩, 캐나다, 프랑스, 일 

본, 이태리, 대만, 체코보다는 낮았으나, 중국, 베트 

남, 모로코보다는 높았다. 또한, 비숙련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정도가 중국, 베트남과 모로코보다는 높았 

으나, 이상의 모든 국가보다는 낮았다. 즉, 중국의 낮 

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은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으므로洵 우리 의류기업은 전통적 

관점 에서 중요한 요인인 가격 요인에 의해 중국과 같 

이 저임금 국가에서 글로벌 소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의류산업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이보 

다 더욱 인건비가 낮은 먼 지역에서 글로벌 소싱을 

하려면 제기되는 문제점은 오랜 납기일이다.

(2) 환율

19기년 Bretton Woods 협약에 의해 자유 환율 정 

책을 도입한 후 무역에 있어서의 각국의 화폐와 미 

국의 달러와의 교환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함으로써 

무역구조를 더욱 복잡하고 경쟁적으로 변화시켰다. 

Abernathy et 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수입과 수 

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환율의 변화를 들 

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달러 가치의 

강세로 수입이 급증한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Lord 

47) P. M. Swamidass, Op. cit., p. 672.
48) H. K. Nordas, Op. cit.
49) Stamping out sweatshops, in Business Week Issue 3934, (23 May 2005), p. 136.
50) G. Underhill, Industrial Crisis and the Open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pp. 211-221.
51) Laws, Forrest, MFA quota phase-out has aided, (Southwest Farm Press, 2 September 2004), p. 8.
52) H. K. Nordas, Op. cit.
53) L. Hilsum, World View Lindsey Hilsum^ (Newstatesman, 30 May 2005),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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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cIntyre，'는 1974년부터 1987년까지의 미국 섬 

유, 의류기업들의 자본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달 

러의 강세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여 기업의 수입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글로벌 

소싱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환율을 가격적 

요인으로 포함해 중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자유환율 환경에서 환율의 다양한 변 

화에 따른 무역의 변화를 다양하게 체험하였다. 대 

표적으로 우리는 1997년의 IMF때 글로벌 경제의 변 

화에 의한 환율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이때 환율의 변화에 의해 기업별로, 국가별 

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달러의 

강세와 더불어 우리 원화의 가치는 우리나라 의류 

수입 기업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의류 수출 기업으 

로 하여금 이익을, 또한 미국의 수입 기업은 같은 지 

불금액 대비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이익을, 

수출 기업은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IMF처럼 세계 경제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 

거보다는 안정된 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 

중요성의 감소에 대하여 Kotabe and Helsen"〉은 기 업 

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공급자를 개발하기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환율에 따른 인상된 수입 

가에 맞게 국내 공급자가 가격 인상을 하고 이들 공 

급자와 장기간 관계를 발전해 왔기 때문에 수입되는 

제품의 원가 인상을 초래하는 단순한 환율 변화로 

인해 해외공급자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품질, 기술과 같은 비가격적 요소가 환율보 

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환율의 중요성 감 

소에 대해서 Swamidass'"도 과거에는 기업들이 환율 

에 의존했으나, 품질, 기술과 같은 비가격적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비가격적 요소를 위해 해외 공 

급처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율로 인 

한 가격 증가로 인해 간단히 해외공급처와의 거래를 

중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 곳곳에 제조 

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다국적 기업은 이미 환율을 고 

려해서 생산공장의 위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전략적 성능을 최대화하면서 환율의 영향 

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Birou and Fawcett54 55 56 57 58 59* 

는 환율에 대한 영 향요소가 감소한 연구결과에 대해 

기업들이 해외 소싱을 통해 얻은 이익과 환율 위험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감수한다고 하였다.

54) F. H. Abernathy, J. H. Dunlop, J. H. Hammond and D. Weil, Op. cit., p. 16.
55) R. A. Lord and J. E. McIntyre, ^Leverage, imports, profitability, exchange rates, and capital investment: A panel 

data study of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1974-1987,"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Vol. 
12 (2003), pp. 287-310.

56) M. Kotabe and K, Helsen, Op. cit., p. 275.
57) P. M. Swamidass, “A comparison of the plant location strategies of foreign and domestic manufacturers in the 

U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1 No. 2 (1990), pp. 301-317.
58) L. M. Birou and S. E. Fawcett, Op. cit., p. 31.
59) Ibid., p.273.

3) 전략적 비가격 요인 (Strategic Non-Cost Factor)
개도국들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 봉 

제 및 섬유산업을 장려함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을 생산하는 생산 능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제품의 종류, 품질, 원부 

자재 공급가능성, 소싱 기업의 주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융통성, 리드타임, 발달된 기술의 이용이 

글로벌 소싱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WTO에 의한 강력한 자유무역 추진으로 

인해 선행 연구들이 선정한 쿼터와 카운터 트레이드 

요인을 제외하였다.

(1) 제품의 종류

베이직 제품(basic goods), 패션 제품(fashion goods) 
과 같은 제품의 종류는 글로벌 소싱을 결정짓는 중 

요 요인이다. 스타일과 필요량, 납기일은 베이직 또 

는 패션 제품과 주로 관련이 있다. 베이직 제품은 베 

이직한 스타일로서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납기일은 

덜 중요한 반면, 패션 제품은 디자인과 구성이 더 복 

잡한 스타일로서 적은 양과 짧은 납기일이 요구된다 

59). 따라서 베이직 제품은 지역적으로 먼 곳에서 소 

싱을, 패션 제품은 가까운 곳에서 소싱한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진 공급자들도 더욱 정확하게 

예상된 수요 수준 때문에 베이직한 의류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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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따라서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품의 종류에 

따라 두 소스를 사용하는 Dual Sources를 사용하고 

있으며6D, 한국의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소싱 시 특정 국가의 하청업자들이 특정 제품에 전 

문화된 경향이 있음向을 인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sleepwear의 경우 중국이나 홍콩, 데님의 경우 중미 

지역 국가를, 자수나 비즈 작업 등 수작업이 많은 아 

이템의 경우는 인도 등의 국가를 선택하게 된다.

(2) 품질

글로벌 소싱에 대한 모든 선행 연구들이 품질을 

결정적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품질을 고려하여 

공급처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대량의 베이직 스타 

일과 품질이 중요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생산 능력이 

충분하고 비교적 봉제기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미에서 생산하고, 반대로 디테일이 많고 품질이 중 

요한 소량 생산 제품은 봉제 기술이 좋은 동남아, 사 

이판 등의 지 역 국가를 선정 한다. 또한, 한국의 의류 

기업은 고가의 고품질의 제품은 원가가 높더라도 국 

내에서 생산하는 편이긴 하지만 원가 절감의 압력때 

문에 어쩔 수 없이 글로벌 소싱하기도 한다.

(3) 원부자재의 공급 가능성(입수 가능성)

Min and Galle")은 자국내에서 조달 불가능한 아 

이템때문에 글로벌 소싱에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Liu and McGoldrick從은 특정 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만 구매 가능해서 많은 소매상들에게 글로벌 소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특정 국가에서만 특 

정 원부자재의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더】, 이러 

한 국가에서 소싱하는 경우 의류 완제품을 만드는 

시간과 원가가 절감된다同. 또한 원부자재는 조달 가 

능한 특정 국가에서 소싱하고 원가 절감과 같은 다 

른 기타의 요인으로 인해 봉제는 또 다른 국가에서 

소싱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4) 유연성

Handfield佝 및 Kotabe and Helsen")은 공급자의 

유연성이 글로벌 소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의류기업은 제품의 수정과 스케줄 수정에 유 

연성있게 반응할 수 있는 공급처로부터 글로벌 소싱 

을 한다. 즉, 소량 다품종을 저〕시, 소비자의 반응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JIT 구매가 경쟁력인 현재의 의 

류기업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소싱보다 

국내 소싱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 

벌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IT로 무장하여 융통성 있게 

소싱 기업인 바이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 

는 공급업자가 등장하고 있다.

(5) 리드타임

리드타임은 주문 결정에서 배달(delivery date)까지 

걸리는 시간으로서 리드타임이 짧은 공급업자를 우 

선적으로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 리드타임은 선행 연 

구에서 제시한 정확한 배달도 포함하는 의미로 제시 

되었다. Handfield夜는 기업들이 점점 더 소량으로 빈 

번하게 주문, 배달을 하고 재고 감소를 하는 JIT 구매 

시스템을 시도하므로 해외 소스를 결정하는데 있어 

서 긴 납기일과 로지스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고 하였다. Birou and Fawcett"〉은 글로벌 소싱하는 

미국 기업의 현황 조사를 통해 소싱 지역이 세 곳으 

로 집중된 것을 밝혔는데, 유럽과 아시아 외에도 지 

역적 근접성으로 구조적으로 짧은 리드타임을 가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소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첨단 기술의 이용

60) Hong, Liu and P. J. McGoldrick, Op. cit., pp. 23-24.
61) R. B. Handfield, Op. cit., pp. 40-51.
62) G. Kunz, Op. cit., p. 273.
63) H. Min and W. P. Galle, Op. cit., pp. 9-18.
64) Hong, Liu and P. J. McGoldrick, Op. cit., p. 18.
65) G. Kunz, Op. cit., p. 273.
66) R. B. Handfield, Op. cit., pp. 40-51.
67) Swamidass, Op. cit., pp. 301-317.
68) R. B. Handfield, Op. cit., pp. 40-51.
69) L. M. Birou and S. E. Fawcett, Op. cit., pp.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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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기업 내에서 기술력을 갖 

추는데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소싱 

하게 된다. 또한, 오늘날의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짧 

은 제품의 수명 주기 가 기 업으로 하여금 완제품을 만 

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설비시 

설 투자에 자본 집중하는 것을 막고 글로벌 소싱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加). 즉, 소싱 기업은 생산설비투 

자에 대한 자본 집중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화 

가 빠른 패션제품의 생산에 따른 생산설비의 노후화 

에 대 한 위험 부담을 피하고 빠른 변화에 따라 발달 

된 생산기술을 소싱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 

지게 된다. 따라서 직물, 봉제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대기업도 소싱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급 

변하는 시장환경에서 제조업자들은 빈번하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을 해외의 하청업자 

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4) 글로벌 요인 (Global Factor)

글로벌 요인은 기업의 전략적 요인이 아닌 글로벌 

소싱에 영향을 주는 전세계적인 구조적 요인을 의미 

한다. 현재 국제 무역 제반 시설의 혁신적 변화가 일 

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통, 통신시설의 급속 

한 발달과 함께 금융 시설의 국제화 추구로 인한 국 

제 무역 제반시설의 급속히 발달은 글로벌 소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개도국들 

은 교통, 통신시설의 미비로 인해 신속함이 요구되 

는 의류산업의 공급처로서 글로벌 소싱에 참여하기 

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 운송/통신의 발달

운송, 통신수단의 괄목한 발달이 글로벌 소싱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구조적 시스템의 발달은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공급자를 신속, 정확하게 연결하 

고 리드타임을 줄이고 원가를 감소시키고 납기 일 준 

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전세계적으 

로 행하여지고 있다.

(2) 금융 구조의 발달

기업들이 전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급처로의 

대금 결제와 기업내 소싱을 위한 글로벌한 재무적 

흐름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구조적 금융 시스템 

도 글로벌 소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

(3) 무역 규정의 변화

WTO 하에서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쿼터는 없어 

졌지만 아직도 원산지 규정의 변화와 같은 무역 규정 

의 변화는 글로벌 소싱의 중요 결정 요인이다. 원산 

지 규정의 변화로 인해 미국 기업의 글로벌 소싱이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맥시코 근처로 움직이고 있는 

데"),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는 우리의 의류기업도 이 

러 한 변화를 고려해 글로벌 소싱을 전개하여야 한다.

m. 이론적 모형

이상에서 논의, 제시한 글로벌 소싱의 형태와 영향 

을 주는 요소들로 구성된 글로벌 소싱의 모형은〈그 

림 1〉과 같다. 글로벌 소싱의 형태는 지리적인 위치 

와 이용하는 생산시설의 소유에 따라 아웃 소싱과 기 

업내 소싱으로 나누었다. 글로벌 소싱을 결정짓는 요 

인으로는 기업 내부 요인, 가격 요인, 전략적 비가격 

요인, 글로벌 요인이 있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기업 

내부 요인과 글로벌 요인은 기업의 가격 요인과 전략 

적 비가격 요인에 의해 글로벌 소싱을 결정하는데 있 

어서 조절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즉, 가격과 전 

략적 비가격 요인으로 글로벌 소싱 참여를 결정하더 

라도 소싱 기 업 내부의 마인드셋과 IT 이용이 갖추어 

지지 않거나, 공급업자 국가의 운송, 통신, 금융구조 

가 발달되지 않거나, 또는 변화된 무역 규정때문에 

소싱 의사 결정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V. 요약 및 제언

1990년대 들어 내수시장이 급속한 성장에 따라 의

70) P. M. Swamidass, Op. cit., pp. 674-675.
71) M. Kotabe and K. Helsen, Op. cit., p. 279.
72) Ibid., p. 279.
73) 니ong, Liu and P. J. McGoldrick, Op. cit.,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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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의류기업의 글로벌 소싱 모형.

류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 

다. 따라서 수출지향의 산업에서 내수지향의 산업으 

로 전환하게 되면서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 

는 제품 생산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 

였다. 그런데 국내 인건비의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 

로 인해 제품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류기 

업은 글로벌 소싱에 적극 참여 하게 되 었다. 즉, 원가 

절감 및 가격 경쟁력을 위해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 

서의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해외기지 

에서의 소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지의 하 

청업자에게 의뢰하기도 하고, 또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공장을 설립,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소싱으로 발전하였다. Kotabe and 
Helsen"）은 90년대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모든 산 

업에서 환율 변동의 감소와 전세계 생산 능력의 초과 

로 인한 경쟁적 환경, 국제 무역 제반 시설의 혁신적 

변화로 인해 글로벌 소싱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 

고,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춘 하청업자의 등장으로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소싱 환경 하에서 의류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해 의류기업은 JIT이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 아래 소량 다품종을 생산한 후 소비자 

반응에 의거한 생산을 선호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보다는 국내 소싱 이 유일한 대안으로 여 

겼으나, 운송,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과 장기간의 

신뢰 관계로 인한 공급처의 즉각적이고 유연한 생산 

은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소싱을 통해 JIT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량 다품종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추기 위한 자본 투자의 한계와 같은 

기업의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소싱에 적극 참 

여하고 있다.

의류기업의 적극적인 글로벌 소싱 참여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국내 의류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실증적 연 

구를 행하기에 앞서 섬유/의류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폭 넓은 문헌 연구를 통 

해 한국 의류기업의 글로벌 소싱을 결정짓는 요인과 

소싱의 형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소싱의 모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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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글로벌 소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기업 

내부 요인, 가격 요인, 전략적 비가격 요인, 글로벌 

요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글로벌 소싱의 형태는 지 

리적인 위치와 이용하는 생산시설의 소유에 따라 아 

웃 소싱과 기업내 소싱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류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적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는 의류기업 

의 글로벌 소싱 현황과 같은 실증적인 자료를 파악 

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형을 수정, 제시하였으면 한 

다. 또한, 모형에서 제시한 요인들에 대한 상대적 중 

요성을 실증자료의 회귀분석을 이용해 파악, 제시하 

는 연구를 행함으로써 글로벌 소싱에 대한 심층적 이 

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 

인 외에도 글로벌 소싱 참여 년수, 소싱 금액, 해외 

구매지사(International Procurement Office) 여부 등과 

같은 기업의 특징에 따른 글로벌 소싱의 차이를 제시 

하는 후속 연구도 세부적인 글로벌 소싱 전략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소매상, 제조업자를 통합한 글로벌 소싱 모형을 제시 

하였으나 소매상, 제조업자의 글로벌 소싱의 차이를 

밝히는 후속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IT의 발달에 의 한 e-sourcing이 증가하고 있으므 

로 IT의 발달이 글로벌 소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무관세, 특별 무역 특혜와 같은 무역 규제나 조항에 

대한 부분을 축소 제시하였으나, 후속 연구는 이에 

대한 중요성 정도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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