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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export of fashion products to the U.S. has fallen off sharply after 2001. Now, Korean fashion companies 
have to develop hi흥her value-added business. In the U.S., Korean-American fashion companies are taking a primary 
role in up-stream of the fashion industry. To cut the edge over the U.S. fashion companies, one of the solutions 
could be to build the business relationship with Korean fashion companies which reflect the recent trend rapidly 
and have high quality production.

O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marketing strategies of Korean-American fashion companies to seek to start 
business with Korean fashion companies and make suggestions for Korean fashion companies who want to enter 
into the U.S. market effectively. To analyz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export to the U.S. and the U.S. fashion 
industry, we considered various kinds of statistic data, publications and studies. And we performed in-depth 
interviews with 9 Korean-American fashion companies in LA from 9th to 21s1 of Ju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fashion companies should aim for high-end market with the products 
of high quality and design. Second, there should be professional agents who manage Korean small-medium fashion 
companies and connect them with Korean-American fashion companies. Third, Korean fashion companies who want 
to enter into the retail market of the U.S. have to decide the target market clearly and plan strategic and differentiated 
merchandising. Fourth, Korean fashion companies can specialize in product developing service like proposing a 
product or a merchandising line as a package including designs, fabric swatches, trims, production inform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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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우리나라의 의류 제품 수출액은 2000년 45억 달 

러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에는 17억 달러로 급감했다。특히 미국으로의 수 

출은 전체 의류 제품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해 

왔는데, 이 또한 2001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오 

다가 2005년에는 미국의 섬유 쿼터 폐지의 영향으 

로 수출액이 급감하여 전년 대비 수출액 감소폭이 

25%에 이르렀다I 미국으로의 의류 제품 수출이 이 

렇게 급감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의 수출이 OEM 
방식의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구조였다는 데에서 가 

장 큰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인건비 상승과 

미국의 섬유 쿼터 폐지, 원화 강세 등의 환경이 우 

리 의류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우리의 의류 제조 업체들은 가격 

경쟁 력 회복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 및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 

한 우리나라의 직접 수출액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 

다. 따라서 대미 의류 제품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는 우리 의류 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이 아닌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경쟁력을 획득하고 강화해야 

만 한다.

그러나 많은 중소 의류 업체들이 미국 의류 시장 

의 구조 및 패션 트렌드, 소비자 관련 전문 자료의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한국 의류 업 

체가 유통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미국 의류 시장 

으로 진출하는 데에는 마케팅 능력이 전적으로 부족 

한 실정 이다勺. 또한 KOTRA는 'Global Korea Fashion 

Week Korea 2008,에 참가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 

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 의류 산업에서는 업스트림, 즉, 생산 

(production) 3］- 제조(manufacturing), 도매 (wholesale) 
에 이르는 분야에서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이 중추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패션의 중심지이며 

서부지역의 패션 관련 제조 업체와 바이어가 밀집해 

있는 LA 지역은 제조 및 유통 분야에서 한인 의류 업 

체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 최근 미국 패션 시장은 트 

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증가, 짧아진 패션 트렌드 

주기, 글로벌 소싱에 의한 생산 비용 절감 등으로 제 

조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에 많은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이 디자인 기획 및 제 

품 생산에 있어서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 나서고 있 

다. 특히, 패션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독특한 

디자인력과 고품질의 의류 제품 생산 기반을 갖춘 한 

국 의류 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자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섬유 및 의류 제품 대미 수 

출 확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수출 경쟁력 이론에 

입각한 문헌 조사 연구이 거나 발표된 관련 통계 자 

료를 활용한 현황 조사 및 그에 따른 결론 도출이 

주를 이룬다可 그러나 이들 연구의 결론은 대부분 

디자인 및 품질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을 피력하고 있어 중소 의류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피상적인 내 

용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1) 이임자, ''섬유 • 의류 산업의 수출입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08년 4월호 (2008), p. 44.
2) 섬유산업연합회, “2005년 섬유 쿼터 폐지에 따른 영향,'' ［온라인 게시판］ (2006년 8월 25일 ［2007년 9월

1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kofoti.or.kr/
3)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평가보고서, (수출보험공사, 2005), p. 99.
4) 박훈, 미국시장에서 주요 수출국들의 경쟁력 분석과 우리 섬유산업의 대미 수출 확대 전략 (서울: 이룸출 

판사, 2002), pp. 94-95.
5) 글로벌 윈도우, ''한국의류, 대미 수출확대 열려 있다,'' ［온라인 게시판］ (2008년 3월 28일 ［2008년 5월 29일 

검색］); available form World Wide Web@ http://globalwindow.org/
6) 김용주, ''한국의류 제품 수출의 유연성(flexibility)에 관한 연구,'' 복식 34호 (1997).

손미영, 이은영, ''한국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세계화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6호 (2001).
박훈, Op. cit.
손미영, 이은영, 김하나, “패션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무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9/10호 (2004).
장덕성, ''한국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형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컴퓨터정보하희 논문지 11권 

1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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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섬유 쿼터 폐지 이후의 섬유/의류 수출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04년

섬유

쿼터

폐지

2005년 2006년*

섬유사 2,499(6.5) 1,421( A 10.2) 2,205( A 5.9)
직물 8,350(0.5) 8,038( A 3.7) 7,824( A 2.7)
섬유 제품 4,243( A 5.6) 3,564( A 17.9) 3,203( A 10.1)

-의류 3,085(A7.9) 2,314( △ 25.0) 1,956( △ 15.5)
-기 타제품 1,258(0.5) l,251(A0.6) 1,248( A 0.2)

섬유계 15,192(A0.4) 13,946( △ 8.2) 13,232( A 5.1)

출처: 섬유산업연합회 （2006）, “2005년 섬유 쿼터 펴 지에 따른 영향''.

* 한국무역협회.

하는 중소 의류 업체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제안이 시급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의류 제품 대미 수 

출 현황 및 미국 패션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LA 
지역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 사례를 

분석하여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과 한국 의류 업체 

들 사이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 

다.

n. 이론적 배경

1. 의류 제품 대미 수출 현황 및 특성

우리나라의 섬유 • 의류 수출은 1980년대 후반까 

지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의류를 중심으 

로 둔화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섬유 • 

의류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5년 미국의 섬유 

쿼터 폐지 이후 우리나라의 섬유 수출은 전년 동기 대 

비 8.2% 감소한 13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특히, 의류 

제품의 경우 전년 대비 25%로 감소한 23억 달러를 

기록했다（표 1）.

섬유 • 의류의 주요 수출국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 

면, 1990년대에는 미국, 일본, EU, 홍콩 등의 순이었 

으나, 2006년에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의 순 

으로 나타나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으로의 섬유 • 의류 수출은 2002년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의류 제품 수출의 경우, 2006년을 기준으 

로 미국이 전체 의류 제품 수출의 39%를 차지해 의 

류 제품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중대형 패션 업체들을 중 

심으로 미국에 직진출하여 브랜드를 런칭하는 사례 

가 늘고 있다. 오브제, 아이올리, 아비스타, 이랜드,

〈표 2> 국가별 의류 제품（MTI 코드 441）의 수출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1 미국 1,046.5 45.2 761.8 39.0 377 32.4
2 중국 326.9 14.1 383.8 19.6 238 20.5

3 일본 415.8 18.0 311.3 15.9 203 17.5
전체 2,313.6 100.0 1,955.6 100.0 1,160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 *2007 년 8월까지.

7) 섬유산업연합회, Op. cit., p. 1.
8)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database online] ([2007년 10월 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stat.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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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디앤디, FnC코오롱, 예신퍼슨스 등의 업체들 

이 이미 현지 법인을 설립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 

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气 오브제의 'Y足Kei，, 아이 

올리의 '매긴나잇브릿지', 아비스타의 '탱커스' 등 

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顺 

이랜드는 2007년 11월 미국 코넥티컷주 스템포드 

쇼핑몰에，후아유，매장을 오픈해 현지 소비자들 

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月, 아비스타 

는 2008년 상반기 중 미국 뉴욕 소호에 '에린브리 

니에，직영 매장을 오픈할 예정에 있다卩). 제시앤 

코는 신규 여성 캐주얼，알렉시스엔，의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해 2008년 2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 

린 매직쇼에 참가해 약 20만 달러 어치의 수주를 

받았다'葬

2. 미국 패션 산업의 특성 및 IA 패션 산업의 현황 

미국 패션 시장의 전체 매출은 2006년 약 2,950억 

달러로, 2005년 약 1,810억 달러에서 62% 가량 성장 

했다 미국 패션 시장은 매우 성숙된 시장으로 지난 

5년 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는데, 2006년 패션 시장의 

전체 매출이 증가한 것은 제품 가격 상승의 효과가 

아닌 매출 증가에 의한 것으로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 패션 시장은 크게 여성복, 남성복, 아동 

복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6년 복종별 매 

출액은 여성복 1,680억 달러(58.0%), 남성복 1,000억 

달러(33.9%), 아동복 270억 달러(8.1%)를 기록했다 

他표 3).

미국의 의류 제품 생산 구조는 크게 봉재, 피니쉬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전문화된 독립적인 업체인 Con

tractors 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는 디자 

인 및 마케팅 업체인 Jobbers, 원재료 구매에서 제품 

완성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인 Manufacturers 

로 이루어져 있다. Manufacturers제품 생산의 모 

든 단계들을 관리하므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 가능하지만 업무의 전문화 및 책임의 

분산, 생산의 유연성 등의 면에서 Contractor System 
의 이점이 있다').

최근 미국의 패션 산업에서는 미국 내 생산량이 급 

감하고 있는데(표 4),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의류 제 

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의 대형 의류 업체들은 해외 생산 공장의 수를 줄이는 

대신 공장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희망하고 있는

〈표 3> 미국 의류 시장 매출 (단위: 십억 달러, %)

복종
2005 년* 2006년**

매출 성장률 매출 성장률

여성복 101 3 168 69
남성복 53 5 100 53

아동복 27 2 27 0

전체 181 4 296 62

출처: *The NPD Group, February 2006, **Ihe Etata Moni- 
tor, February 2007.

출처: The NPD Group, February 2006.

9) 박선희, “패션 업체 미국 진출 는다,” 어패럴뉴스, 2006년 11월 20일, 卩견.

10) 어패럴뉴스, “Y&K页 - Hanii y • 매긴나잇브릿지 - 탱커스,'' 어패럴뉴스，2006년 9월 18일, 7면.

H) “후아유, 미국에서도 잘 나가네,” 패션비즈 [온라인 잡지] (2008년 1월 3일 [2008년 5월 29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fashionbiz.co.kr/
12) “에린브리니에, 미국 직진출 초읽기； 패션비즈 [온라인 잡지] (2098년 4월 15일 [2008년 5월 29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fashionbiz.co,kr/
13) “제시앤코, 중국 이어 미국 시장 공략,” 어패럴뉴스, 2008년 3월 10일, 7면.

14) The Data Monitor (February 2007), quoted in Infomat, "Market Research Report-2(X)7: Apparel” (Infomat, 2007), p. 4. 
The NPD Group (February 2007), quoted in uApparel Industry Statistics,M in  [database online] 
([retrieved 7 September 2007]);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About.com
http://retailindustry.about.com/

The NPD Group(February 2007), quoted in Infomat, Op. cit., p. 4.
15) Encyclopedia of American Industry (The Gale Group), quoted in Infomat, Op. cit.,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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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달러）〈표 4> 미국 내 섬유 제품 생산량

NAICS 품목명 2003 년
2004년 2005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315 Apparel 38,645 32,873 -17.6 31,650 -3.9
출처: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

더】, 이는 OEM 관계를 넘어 파트너 관계를 유지함 

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비용으로 생산하고 유 

행에 맞는 제품 적기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공장 선택시 가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의 생산 패턴 변화에 

대응할만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가속화 

되고 있다"）.

미국의 패션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베이직 스탠 

다드 의류를 선호해 왔으나 최근에는 디자이너 제품 

에서 저가 제품까지 유행 제품 구입을 위해 움직이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2 트렌드 의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즉, 미국 소비자들의 의류 구매 행 

동이 가격이 다소 비싸도 트렌디하고 유행에 맞는 세 

련된 의류를 더 많이 구입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切 미국 소비자들은 특히 정확한 사이 

즈와 편안한 착용감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

미국의 의류 제품 수입국 순위를 살펴보면, 수입 

물량 및 금액 면에서 각각 29.6%와 27.4%를 차지하 

는 중국이 1위인 반면 한국은 물량 및 금액 면에서 

각각 0.9%씩을 차지해 수입국 순위 25위와 26위에 

머물렀다”）（표 5, 6）.

〈표 5> 의류 제품 10대 수입국（물량 기준）

No Country 점유율（%）

1 China 29.6

2 Bangladesh 6.4
3 Mexico 5.7
4 Indonesia 5.3
5 Vietnam 5.1

6 Honduras 5.0
7 India 4.7

8 Cambodia 3.9

9 El Salvador 3.4

10 Pakistan 3.0

25 South Korea 0.9

줄처: 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s, June 
20, 2007.

2007년 미국의 의류 제품（HS 61, 62） 수입액은 약 

756억 달러로,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 에 있는 

반면（표 7, 그림 2）, 한국으로부터의 의류 제품 수입 

액은 2007년 약 6억 3천만 달러로 2002년 20억 달러 

이후 급감하고 있다功（표 8, 그림 3）.

LA Downtown 중심부의 94블록, 274에 이커（약

1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정보팀, "미국의 섬유류 시장동향,” ［온라인 게시판］ (2007년 2월 13일 ［2007년 

9월 2일 검색］); available form World Wide Web @http:〃textopia.or.kr/
17) 글로벌 윈도우, ''미 의류업계, 신제품 매장출시 소요기간 더욱 단축돼,” ［온라인 게시판］ (2007년 5월 10일 

［2007년 9월 2일 검색］); available form World Wide Web @http://www.globalwindow.org/
18) 글로벌 윈도우, "미 Liz Claiborne, 1/4분기 실적 폭락이 주는 의미,” ［온라인 게시판］ (2007년 5월 4일 ［2007 

년 9월 2일 검색］); available form World Wide Web @http://www.globalwindow.org/
19) 글로벌 윈도우, ''2006년 의류업계 실적 호조와 부진 이유,” ［온라인 게시판］ (2007년 2월 27일 ［2007년 9월 

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globalwindow.org/
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의류 시장 동향과 진출 확대,” ［온라인 게시판］ (2002년 12월 ［2007년 9월 

2일］);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old.kotra.or.kr/
21) 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s, "US Apparel Imports- 1997 〜2007," ［database online］ (20 June 

2007 ［retrieved 5 September 2007］);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s://apparelandfootwear.org/
22) TradeStats Express™, Global Patterns of U.S. Merchandise Trade ［database online］ (［retrieved 5 September 

2007］);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tse.expor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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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의류 제품 10대 수입국(금액 기준)

No Country 점유율(%)

1 China 27.4

2 Mexico 6.3

3 Wonesia 6.1

4 India 5.5

5 Vietnam 5.3

6 Bangladesh 4.6

7 Cambodia 3.5

8 Haiduras 3.3

9 Thailand 2.6

10 Philippines 2.5

26 South Kor^ 0.9

출처: Angl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s, June
20, 2007.

〈그림 2》미국 의류 제품(HS 61, 62) 수입액 추이. 

출처: TradeStats Express™.

〈그림 3>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HS 61, 62) 추이 

출처: TradeStats Express™.

1,109km2, 약 30만 평)의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LA 

Fashion District는 통칭 Jobber Market(자바 시장)이 

라 불리며, 미국 서부 지역에서 섬유 및 의류 관련 

바이어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2007년 현 

재 총 4,375개 업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2003년 

대비 32%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LA 지역의 패션 

홀세일 업체 중 약 編%가 이 Fashion District에 입점 

해 있으며, 이곳의 제품들은 품질이 높은 편은 아니 

지 만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가격 이 낮은 특성을 가 

지고 있다新.

LA Fashion District의 생산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제조 업 체 (Jobbers)의 디 자이너 가 제 

품을 디자인해 샘플을 제작하고, 생산이 결정된 샘 

플의 패턴을 직접 혹은 패턴 전문 업체에 의뢰해 제 

작한다. 제조 업체가 구입한 원단을 직접 혹은 커팅 

공장에 하청을 주어 커팅하고, 구입한 부자재와 커 

팅한 원단을 봉제 공장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완성

(단위: US$, 백만)〈표 7〉미국 의류 제품(GS 61, 62) 수입액

HS 2002 2003 2004 2005 2W 2007

61 27,823 29,719 31,582 33,292 35,528 37,961

62 30,896 33,189 35,287 37,515 37,湍 6 37,604

합계 58,719 62,908 66,869 70,807 73,393 75,565

출처: TradeStats Express™.

23) LA Fashion District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Economic Contributions of the Los Angeles Fashion 
District - Beyond the Trends 2006,” [online database] (May 2007 [retrieved 2 July 2007]);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lafashion.vepl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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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US$, 백만)〈표 8>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HS 61, 62)

HS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61 1,133 1,016 983 730 654 490

62 919 774 825 442 272 143

합계 2,052 1,790 1,808 1,174 925 633

출처: TradeStats Express™.

한 뒤 매장에 전시한다. 미국 전 지역과 중남미, 캐나 

다, 중동 등 전 세계의 중간도매상들 또는 소매상들 

이 주문, 구매해 간다") 최근에는 제조 업체 (Jobbers) 

와 구매자 사이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Sales Rep. 
(의류 제조 업체들 판매 및 영업을 대행해 주는 업체) 

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LA Fashion 

District^］ California Market Center에 대부분 위치한 

다. LA Fashion District의 생산 및 유통구조를 도식화 

하면〈그림 4〉와 같다&

California Market Center는 LA Fashion District에 

위치한 패션 제품 및 선물,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최신 도매 상가로, Jobber Mark&t의 제조 업체들을 

포함한 패션 제품 제조 업체들의 Sales Rep.이 입점 

해 있어 연중 쇼룸이 운영된다").

한편, LA 카운티 전체의 의류 및 섬유 업체 3,800 
여 개 중 약 70%가 한인 업체로, 이들의 연 매출은 

약 60억 달러로 추정되며, 오늘날 LA Fashion Dis- 

trict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한인 상권이라 할 수 있다”). 한인의류협회의 웹사이 

트(http://www.kanausa.org/)를 통해 한인 업체들의 리 

스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3. 의류 제품 대미 수출 관련 선행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류 제품의 

대미 수출 확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수출 경쟁력 

이론에 입각한 문헌 조사 연구 및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한 현황 조사 등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미영과 이은영(2001)28)은 한국의 섬유 • 의류 산 

업이 세계화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섬유 • 의류의 주 

요 시장인 유럽과 북미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나아가 그 지역을 위한 새로운 상품 

과 관련된 상표 이미지를 확장시킴으로 시장 기반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틈새 상픔 및 시장을 개발함으로

제조 업체 (Jobbers) Sales Rep.

U〉

구매자

U>

소비자

미국 내 생산 및 

해외 아웃소싱

제조 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중개 역할

Ctein Stor^, Specialty 
Stores 등

미국, 남미, 아프 

리카 등

〈그림 4> LA Fashion District의 생산 및 유통구조.

출처: 구민경(2007), "한미 FTA 시대, 美 의류시장 진출전략(1편: 유통구조)”

24) 한국의류 산업협회, “중국진출 한국 의류 업체가，우군(友軍y으로 작용 기대,” ［온라인 게시판］ (2004년 

8월 26일 ［2007년 8월 1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kaia.or.kr/
25) 글로벌 윈도우, “한미 FTA 시대, 美 의류시장 진출전략。편:유통구조),” ［온라인 게시판］ (2007년 9월 25 

일 ［2007년 9월 2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globalwindow.org/
26) California Market Center, About the CMC (［2007년 9월 11일 검 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 

www.califbmiamarketcenter.com/
27) 글로벌윈도우, “LA 한인 의류-봉제-섬유업 연매출 67억 달러,” ［온라인 게시판］ (2001년 +2월 4일 ［2007년

6월 2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globalwindow.org/
“한인경제 젖줄 다운타운 의류시장，세대교체，바람타고 상권 확장,'' 중앙일보 ［온라인 신문］ (2006년 11 
월 6일 ［2007년 6월 22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www.koreadaily.com/

28) 손미영, 이은영, “한국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세계화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6호 (2001), p. 11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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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도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명애와 한영아(2001)药는 대구 섬유 • 패션 산업 

의 대미주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와의 단절된 현실에서 벗어날 것을 최우선 과 

제로 언급했다. 즉,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를 통해 임가공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훈(2002产)은 섬유 제품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차별화된 고품질의 제품을 생 

산해 틈새 시장 수줄을 강화해야 하고, 최종 소비자 

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 

발 •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 세분화 후 목표시 

장을 선정하여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혜경과 이은영(2002)少은 1990년 이후 세계 총 

의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 

류 수출은 감소하고 있어 한국의 의류 수출 업계, 정 

부, 관련 단체 등이 과거와는 다른 특별한 의류 수출 

정책, 산업 구조 조정,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위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영진(2005)끼은 IMF 

이후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의 

의류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소재 

및 염색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패션 인재를 발굴하여 

고부가 가치 상품을 육성해야 하며, 다품종 소량 생 

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부에 

서는 금융 지원 및 통상 활동 강화 정책 등 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손미영 외(2004)辺는 한국 패션 산업이 국제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 지향 단계에서 벗 

어나 현지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한 생산이나 수 

출 마케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지 마케팅이나 

서비스 등 영업 활동의 강화를 비롯하여 제품의 현 

지화(현지 적응) 및 개발, 제품 라인의 확장, 유통 및 

광고 비용의 공유를 포함한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하였다. 박혜정과 이영주(2007广)는 외국 바이 

어들이 한국이 여전히 섬유 및 의류 산업에서 높은 

수출 경쟁력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으 

며, 특히 바잉 오피스 및 에이전트들의 경우 구매 목 

적보다는 시 장 조사 차원에 서 한국을 방문하는 경 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구매자로 전환시키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皿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의류 제품의 대미 수출 현황과 특성, 미국 패션 산 

업의 현황과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발표 및 

통계 자료, 인터넷 자료, 선행 연구 등을 고찰했다.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 사례를 분석하 

기 위해 LA 지역의 한인 의류 업체들을 방문하여 각 

업체의 대표이사 등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2. 심층면접 대상 및 절차

LA 소재 한인 의류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 

하기 위해 2007년 7월 9일부터 21일까지 LA를 방문 

하여 각 업체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한인 의류 제조 업체 7업체 

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면접 대상의 상세 

한 사항은〈표 9〉와 같다.

각 업체의 LA 본사에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대 

면 면접을 실시했고, 면접 내용은 보이스 레코더로 

녹취 후 정리하였다. 대면 면접 이후 전화 통화 및 이 

메일 서신 교환을 통해 추가적인 면접을 실시했다.

29) 박명애, 한영아, ''대구 섬유•패션 산업의 대미주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미국유행색협회와의 공동조사를 

통하여,，，복식문화연구 9호 4권 (2001), p. 627.
30) 박훈, Op. cit., pp. 94-103.
31) 지혜경, 이은영, “한국 의류무역의 변화추이 및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2W2년 추계학 

술대회 발표 논문집 (서울, 2002년), p. 380.
32) 이영진, “한국 의류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55-56.
33) 손미영, 이은영, 김하나, “패션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무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9/10호 (2004), pp. 1348-1349.
34) 박혜정, 이영주, “한국에서의 소싱: 서울 국제 섬유/의류 무역전에 참여한 바이어 분석을 대상으로,기 한국 

의류학회지 31권 6호 (2007), p.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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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심층면접 대상

업체 심층면접 대상(직위)

A업체 대표

B업체 대표

C업체 대표

D업체 대표

E업체 대표

F업체 부장

G업체 대표

면접시 질문 내용은〈표 10〉과 같다.

IV. 사례분석 결과

1. 재미 한인 의류 업체의 마케팅 전략 사례분석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재미 한인 의류 업체의 

마케팅 전략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업체는 1987년 설립된 몇 니트 티셔츠 전문 제조 

업체로, 1991년 원단 희사를 설립하면서 원단 생산 

에서 봉제에 이르는 의류 제조의 수직적 통합 구조 

를 확립했다. 10대 후반의 주니어 마켓을 타겟으로 

하며 Local Store%)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LA Fashion 

District에 쇼룸을 운영하며 각 지역의 의류 소매상들 

이 수시로 제품을 구매해 간다. 트렌디한 디자인 컨 

셉을 유지하고 신속한 생산을 위해 모든 제품을 LA 

내에서 생산한다. 디자인팀에서는 수시로 시장 조사 

를 수행해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기획한다. 기본 티셔츠의 경우 도매가 4〜6달러, 소 

매가 9〜11달러 정도의 Budget 마켓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촉진 전략 

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으며,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 

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 의류 업체와의 

제휴에 관한 의견으로는 한국 의류 업체들이 디자인 

력과 품질력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 소비자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을 제안할 경우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과 

의 제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와 같이 경 

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품질에 대 

한 확신이 있다면 생산 원가가 다소 높더라도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한국 의류 업체들은 이미 탁월한 디자인 

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글로벌 소싱을 통해 

생산 원가를 낮춘다면 미국 업체들과의 거래 가능성 

이 높아질 것이라 하였다.

B업체는 1999년 설립된 제조 업체로, Chain Store 
36)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주니어 마켓을 대상으로 한 

면 니트 티셔츠 전문 제조 업체이며, 초기에는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중심의 생산 체 

제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제품을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으로 생산 , 판매하고 있다. LA 
를 비롯한 뉴욕, 유럽으로의 정기적인 트렌드 조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기획하고자 노력 

한다. Chain Store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구매자별로 요구하는 특성을 파악하여 제품을 기획 

해 샘플을 제작하고,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미팅을 

통해 구매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을 수정 • 확 

정한 후 주문을 받아 생산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친 

다. 리드타임 단축을 위해 100% LA 지역 내에서 생 

산하며, 생산 단계별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기본 티셔츠의 중심 가격은 도매가가 4〜5달러, 소

〈표 10〉전문가 인터뷰 질문 내용

질문 내용

회사 개요 설립 시기, 회사 규모, 주요 업무 및 아이템, 주요 거래처 등

마케팅 전략

상품전략 상품 개발 과정, 소싱 방법 및 품질관리 전략 등

가격 전략 주요 생산 아이템 중심 가격 등

촉진전략 거래처 확보 전략 등

제휴 전략 한국 의류 업체와의 제휴에 관한 의견

35) Chain Store가 아닌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Specialty Store를 의미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남 

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소매상들을 포함.

36) 일정 지역 혹은 전국에 걸쳐 수십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체인을 운영하는 소매업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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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9〜10달러 정도이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 

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홍보용 웹사이트를 제작 중이며, 현재 거래하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 •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의류 업체와의 제휴에 관한 의견 

으로는 미국의 의류 업체들과 한국의 의류 업체들을 

중개해 주는 신뢰할만한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 제휴 

가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의류 업체 

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는 이상 상호 간 

의 신뢰를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중소 

의류 업체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문 에이전트가 

존재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의류 업체들이 직접 거래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므로 보다 쉽게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 

다.

C업체는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캐주얼 의류 제조 업체로, 미국 동부 및 남부 지 

역 • 남미 지역의 백화점과 Local Store들이 주요 구 

매자들이 다. 제품의 95%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더】, LA 본사에서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을 제안 

하면 중국 공장에서 컨셉에 맞춘 샘플을 제작한다. 

이 샘플을 검토한 후 수정하여 생산을 지시 하는 과정 

을 거치며, 확정 샘플을 제작하는데 약 2〜3주의 기 

간이 소요되고 주문에서 배송까지의 리드타임은 대 

략 60일 정도가 소요된다. 경쟁력 있는 컨셉과 디자 

인의 제품을 제안하기 위해 수시로 시장 조사를 실시 

하며 유럽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 리서 

치 서비스를 이용한다. 다양한 아이템을 생산하는데, 

티셔츠의 경우 도매가가 Local Store들의 경우 약 24 

달러, 백화점의 경우 약 14달러 정도로 중고가대의 

제품을 생산한다. LA Fashion District에 쇼룸을 운영 

하고 있으며, 미국 내 주요 지역별로 총 5개의 Sales 

Rep.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주요 트레이드 쇼에 꾸 

준히 참가하고 있는데, 트레이드 쇼를 통해 직접 구 

매자와 연결되기보다는 자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Sales Rep.과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 의 

류 업체와의 제휴에 대해서는 패션 트렌드가 신속하 

게 반영되는 한국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한국 의류 

업체가 트렌드 정보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한인 의류 업체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업체는 2005년 설립된 면 니트 티셔츠 전문 제조 

업체로, 전국 규모의 리테일 브랜드들이 주요 고객이 

다. 고객의 특성에 따라 OEM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고객의 컨셉에 적합한 제품을 기획하 

여 제 안하는 0DM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사의 디자 

인 팀에서는 LA와 뉴욕, 유럽, 한국, 일본 등의 최신 

패션 트렌드 수시로 조사하며, 이를 반영한 디자인의 

제품을 기획한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고용해 지속 

적으로 신선한 디자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 

다. 미국 내 생산과 해외 생산을 병행하는데 해외 생 

산지는 주로 과테말라 등 남미 지역이다. 기본 티셔 

츠의 경우 소매가가 19〜24달러 정도이다. 거래 고객 

의 확보를 위해 뉴욕 등의 Sales Rep.을 고용하고 있 

으며, 매직쇼 등의 트레이드 쇼에도 참가한다.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보다 경쟁 

력 있는 디자인력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리드타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한국 의류 업 

체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는 패션 트렌드 및 정보 

분석, 디자인 리서치 등과 관련된 서비스로 비즈니스 

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패션 시장은 세계 어 

느 도시보다 빠르게 패션 트렌드가 전파되는 시장이 

고,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오리엔탈 컨셉에 대한 관 

심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한국 및 일본 등의 패션 트 

렌드를 중점적으로 조사 • 분석해 주는 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신 패션 트 

렌드를 기반으로 디자인 컨셉의 기획에서 원부자재, 

소싱처 정보까지 패키지로 판매한다면, 재미 한인 의 

류 업체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패션 소비 

자들이 선호하는 트렌드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 

의류 업체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면 

미국 패션 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업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타겟 

으로 하는 패션 데님 전문 제조 업체로, 미국의 대형 

Chain Store들이 주요 고객 이다. 거래 고객의 특성에 

따라 OEM과 0DM을 병행하는데, 기획 생산의 경우 

본사의 디자이너들이 직접 시장조사를 통해 트렌드 

에 맞는 디자인을 기획한 후 거래처와의 샘플 미팅 

을 통해 생산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95% 이상 

의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며, 주문에서 배송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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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타임은 약 70일이 소요된다. 데님 팬츠의 리테 

일 가격이 약 50달러인 중가 시장을 목표로 한다. LA 

Fashion District에 쇼룸을 운영하며, 뉴욕의 Sales 

Rep.을 고용하고 있다. 매직쇼 등의 트레이드 쇼에도 

꾸준히 참가해 거래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인지 

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한국 의류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줄하고자 하는 경우, 재미 한인 의류 업체 

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F업체는 중고가(Better Zone)의 여성 캐릭터 의류 

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 업체로, 2005년 주요 트레이 

드 쇼에 참가하면서 미국의 고급 Chain Store들에 

자사 브랜드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LA 본사의 디자 

인팀에서 시장 조사 및 트렌드 조사를 통해 거래 고 

객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을 기획한다. 구매자로 

부터 주문이 확정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서 글로벌 소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비교적 가 

격대가 높은 여성 캐릭터 브랜드이기 때문에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50% 이상을 한국에서 생산 

하고 있다.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거래 고객과 

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주요 트레 이드 쇼에 지 

속적으로 참가한다. 한국 의류 업체와의 제휴에 관 

해서는, 한국 의류 업체의 가장 큰 경쟁력은 빠른 

트렌드 수용과 독특한 디자인력, 그리고 탁월한 품 

질력에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더욱 강화해야 한 

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 소비자의 취향과 체형에 

맞는 디자인 및 패턴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며, 재미 한인 의류 업체와의 파트너쉽 또는 합작 

투자를 통해 시장 진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 

다고 하였다.

G업체는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의 주니어 마켓 

을 목표로 하는 중가와 중고가 사이의 트렌디 한 여 

성 캐주얼 의류 제조 업체로, 2006년 매직쇼, 인터 

메조 등의 트레이드 쇼에 참가하면서 미국의 전국 

규모 Chain Store들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미국 소 

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스타일을 선호하지 

만, 최근에는 보다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미국 시장 진출 초기에 

긍정적인 판매 반응을 보였다. 2007년에는 리테일 

매장을 오픈함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 

을 시도하고 있다. 디자인 팀에서는 최신 패션 트렌 

드에 대한 시장 조사를 통해 독특하고 트렌디한 제 

품 라인을 개발 • 제안하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소싱을 통해 생산한다. G업체 역시 한국 의류 업체 

와 재미 한인 의류 업체 사이의 합작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인 패션 제조 업체뿐만 아니 

라 유통 전문 회사 또는 투자 회사 등과의 파트너 

쉽을 통해 미국 패션 제조 및 리테일 분야에도 직 

접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의류 제품 대미 수출은 OEM 중심의 

수출 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의류 업체들이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가격경쟁력이 아닌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경 

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편, 미국 

의 패션 산업, 특히 LA 지역의 의류 제조업 분야에서 

재미 한인 의류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 

며, 이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 의류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경쟁 

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이 증가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은 제조 및 도매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상품 개발 측면에서는 일부 

OEM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디자인을 

기획하여 제안하고 구매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 

정하는 0DM 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며 많은 업체들 

이 미국, 특히 LA 지역 내에서 제품을 소싱하고 있 

었다.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주니어 마켓을 대상으 

로 한 캐주얼 의류의 경우 빠른 트렌드 반영과 신속 

한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니트 제품의 경우 비 

교적 높은 봉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 LA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LA 지역의 생 

산 기술이 한국보다는 떨어지지만 남미나 중국, 인 

도 등의 수준보다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었다.

둘째,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중저가와 중가 전략 

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중가 이상 중고가 시장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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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재미 한인 의류 업체 사례조사 결과

\
희사 개요

마케팅 전략
제휴 의견

상품 가격 촉진

A
업

체

-1987년 설립

-면 니트 티셔츠

-주니어 마켓 목표

-Local Store 대상

-트렌디한 디자인 컨셉

-모든 제품 본사의

디자인실에서 직접 기획,

100% LA 생산

-중저가

-LA Fashion District에 

쇼룸

-기존 거래관계

유지하기 위해 노력

-디자인/패턴/봉제 

등에서 차별화된 제품 

제안해야

-디자인 차별화와 

글로벌 소싱 결합으로 

가격경쟁력 확보해야

B
업 

체

-1999년 설립

-면 니트 티셔츠

-주니어 마켓 목표

-Chain Store 대상

-대부분 0DM, 일부 OEM
-LA, 뉴욕, 유럽 등 트렌드 

조사하여 디자인 기획

-100% LA 생산

-중저가

-본사에 쇼룸

-기존 거래 업체와의 

관계 유지 • 강화 

위해 노력

-홍보 웹사이트 제작 중

-미국 의류 업체와 

한국 의류 업체 

중개하는 신뢰할만한 

에이전트 통해 제휴 

가능할 것

C 
업 

체

-10세 이하 아동 

캐주얼 의류

-백화점 및 Local 
Store 대상

-LA 본사에서 디자인 컨셉 

기획

-중국 공장에서 샘플 제작

-95% 이상 중국 생산

-리드타임 약 60일

-중고가

-LA Fa아Hon District에 

쇼룸

-미국 내 주요 지역에

5개의 웄ales Rep. 고용

.주요 트레이드 쇼 

참가

-패션 트렌드 정보분석 

서비스

D
업 

체

-면 니트 티셔츠

-주니어 마켓 목표

-Local Store 대상

-대부분 0DM, 일부 OEM
-LA 생산과 남미 생산 병행

-중가

-뉴욕 Sales Rep. 고용

-주요 트레이드 쇼 

참가

-기존 거래 업체와의 

관계 유지 노력

■•패션 트렌드 정보분석 

및 디자인 리서치 

서비스

-디자인 컨셉, 

원부자재/소싱처 정보 

등 패키지 서비스

E 
업 

체

-패션 데님 팬츠

-주니어 마켓 목표

-Lacal Store 및 Chain
Store 대상

-OEM과 0DM 병행

-95% 이상 중국 생산

-리드타임 약 70일
-중가

-LA Fashion District 에 

쇼룸

-주요 트레이드 쇼 

참가

-한인 의류 업체와의

인적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략적 제휴 

가능할 것

F 
업 

체

-여성 캐릭터 의류

-25세 이상 여성 

소비자 목표

-고급 Chain Store에 

자사 브랜드로 납품

-LA 본사에서 디자인 기획

-한국 및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소싱

-50% 이상 한국 생산

- 중고가
-주요 트레이드 쇼 

참가

.빠르게 트렌드 반영한 

디자인력, 품질력 

더욱 강화해야

-한인 의류 업체와의 

파트너쉽 및 합작 

투자 통해 위험성 

최소화 해야

G 
업 

체

-트렌디 여성 캐주얼

-주니어 마켓 목표

-Chain Store 대상

-리테일 매장 운영

-독특하고 트렌디한 제품 

라인 기획

-한국 및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소싱

-중가

~ 중고가

-주요 트레이드 쇼 

참가
-합작 투자 노력 필요

표로 하는 경우, OEM이나 ODM이 아닌 자사의 브랜 

드로 홀세일을 하고 있었다. 즉, 중고가 이상의 시장 

에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은 한국 의류 업체들 

의 빠른 패션 트렌드 수용과 디자인력, 품질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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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했다. 디자인 및 품질 면에서 확실한 차별화 

를 제안할 수 있다면 한국의 의류 업체와 전략적 제 

휴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 기획시 미 

국의 패션 트렌드와 미국 패션 소비자들의 욕구를 정 

확히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 

소비자들의 체형에 맞는 패턴을 개발하는 것 또한 선 

결 과제라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휴 전 

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차별화된 디자인 기획을 통해 재미 한인 의 

류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은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경쟁력 

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시에 한국 의류 업체들의 디자 

인력과 품질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LA의 한인 

의류 업체들은 생산 원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다고 하 

더라도 차별화된 디자인과 높은 품질 수준을 보유하 

고 있는 한국 의류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자 한다. 따 

라서 한국 의류 업체들이 미국 패션 시장의 트렌드와 

미국 소비자의 체형에 적합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기 

획해 제안할 수 있다면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디자인 기획뿐만 아니라 트렌드 정보 서비 

스 등으로 비즈니스 분야를 다각화해야 한다. 급변하 

는 최근의 패션 시장 환경에서 트렌드가 신속하게 전 

파되고 그에 따른 디자인 기획 및 생산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 패션 시장의 특성이다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은 차별화된 상품 기획을 위해 한국 

의류 업체들로부터 빠른 정보를 제공받을 의도가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 의류 업체들은 한 

국 패션 시장의 최신 트렌드 정보 중 재미 한인 의류 

업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 • 수집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중소 의류 업체들을 총체적으로 관 

리하고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과의 거래 관계를 중개 

해 주는 전문 에이전트를 설립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 

다. 재미 한인 의류 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출 거래를 

해 오지 않은 한국의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며, 정보를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직접 거래를 성사시키기 

는 어렵다. 또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의 중소 의류 업체들도 재미 한인 업체들과의 개인적 

인 인맥이나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어 미국 시 

장 진출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미 많은 대 

규모 패션 브랜드 및 리테일러들이 *Li & Fung，과 같 

은 소싱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글로벌 소싱을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과 한국 의류 

업체들 사이에 이러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적용한다 

면 상호간의 신뢰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업무의 전 

문화로 인한 거래 관계의 효율성도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LA 지역의 한인 의류 업체들만을 대상 

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휴 

전략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을 모든 

경우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특히 재미 한인 

의류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기대하는 한국 의류 업 

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서 그 의 

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미국 시장에 진출하 

고자 하는 한국 의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병행되고, 재미 한인 의류 업체들 뿐만 아니라 미국 

의 의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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