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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contract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ors 
and wholesalers of apparel products. Influence of such variables on wholesalers’ satisfaction was also assessed. 
Location, reputation and service were factors of contractor characteristics. Dependence, cooperation and power were 
three factors that were considered for contractor-wholesaler relationship variable. Survey data from 109 wholesalers 
located in Dongdaemun Fashion Town in Korea was used for analysis. Empirical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ervice factor of contractor characteristics. Service and location of the contractor had positive influence on 
cooperation. Location had negative influence on power. Reputation had positive direct influence on wholesaler 
satisfaction. Cooperation between contractors and wholesaler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wholesaler satisfaction. 

Key words: contractor characteristic(위탁생산업체 특성), contractor-wholesaler relationship(위탁생산업체-도
매업체 관계), satisfaction(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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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비재 시장의 유통경로는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소비자로 구성된다. 국내 패션 시장의 유
통경로는 내셔널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가 제조업
체로서 중간 유통 없이 직영점이나 백화점 등의 소

매업체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이지만, 재래시장 제
품의 유통경로는 도매업체가 제조업체로서 제품을 
생산 후 다른 형태의 도매업체 또는 소매업체, 소
비자에게 판매되는 구조이다1).

국내에서 재래시장 유통경로에서 도매업체의 역
할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동대문 패션타운으
로 약 39개 상가와 2만 개 이상의 배후공장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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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패션타운 내에 약 4만 여 개 이상의 매
장이 입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계속
적인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그 수는 점차 증가될 것
으로 예상되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의류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2). 

재래시장의 유통경로의 중심에 있는 도매업체는 
제품공급방식에 따라 크게 도매업체가 직접 기획
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형 도매업체와 
다른 업체나 공장 등이 제작한 완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입형 도매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패션
제품의 기획-생산-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모두 완비
한 동대문 패션타운에는 주로 제조형 도매업체들
이 오전에 제품을 기획하고, 오후에 배후공장에서 
생산하여 그날 밤 매장에서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
을 정도로 초고속생산이 가능한 곳이다. 이는 최신 
유행 스타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 동대문 패션타운
의 최대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패션시장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3). 그러나 
국내생산비용 증가와 저가 중국산 제품의 급증으
로 동대문 패션타운의 도매업체들은 국내생산으로
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으로 
생산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생산을 하는 
도매업체는 신속한 생산을 위한 공장 확보의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해외생산은 국내생산에 비하여 더
욱 긴 리드타임이 소요되고 불량률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통관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생산에 비해 생산비가 낮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국제
화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의류산업 공급사슬 환경
에서 국내 도매업체가 해외생산 및 국내생산 업체
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재래시장 유통경로

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동대문 패션타운의 제조형 도매업체가 패션 소비
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위탁생산업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것
이다. 이와 같은 연구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동대
문 패션타운의 제조형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들
이 거래하는 위탁생산업체, 즉 봉제공장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와 같은 특성이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도매
업체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배경 
1. 위탁생산업체 특성
위탁생산업체는 도매업체로부터 생산위탁을 받

아 실제 봉제공정 등을 진행하는 업체로 제조업에 
있어서의 협력업체(contractor)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업체의 선정은 협력업체와 기업의 성공을 이
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극심한 경쟁에서 거래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5).

동대문 패션타운에 위치해 있는 도매업체뿐 아
니라 대부분의 기성복 제조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
항은 위탁생산업체가 어디에 위치하여 있냐는 것
이다. 즉, 위탁생산업체의 위치(location)가 중요한 
요소이며, 단순히 기업과 협력업체의 수치적 거리
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적 측면을 포함
한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지리적 위치
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새로운 협력업체의 지리
적 위치를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6). 최근 세계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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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자국의 생산원가 증가로 생산지를 임금
이 저렴한 해외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먼 
지역에서 트렌디한 제품을 조달하는 것은 운송비
용, 리드타임 등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외생
산이더라도 실제로 주요 패션시장에서 가까운 지
역으로 생산지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의 일부 제조형 도매업체들은 높은 국내생산비용
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생산지를 이동하고 있으나, 
생산업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지욱 외7)의 연구에서도 동대문 패션타운의 매장
들은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와의 가까운 거리를 선
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디자인의 다양성이
나 생산단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의 측
면을 감수하더라도 국내생산을 선호하는 업체도 있
다. 이와 같이 위탁생산업체의 위치는 동대문 패션
타운의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성요인과 도매업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 할 것이다.

위탁생산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
용할 수 있는 측면은 해당업체가 얼마나 잘 알려져 
있으며, 신뢰할 만한 업체인가 하는 것이다. 명성
(reputation)은 기업간 거래를 통하여 평가되는 기업
의 특성이며, 미래거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
성한다8). 위탁생산업체는 도매업체에 대한 배려와 
지속적 관심을 보임으로써 명성을 얻게 된다. 한편, 
한 번 실추된 명성은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명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9). 기업
간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은 거래대상의 기업
의 산업 내 명성의 정도를 확인하며, 명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믿음이 높을 뿐만 아니라 쉽게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며,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낮은 명성을 가
지고 있는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만
족도가 더 높고 거래의 지속은 어렵다. 

과거에 기업은 위탁생산업체가 제공하는 합리적
인 가격과 안정적 공급으로 인해 경쟁업체에 비해 
산업 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경쟁이 치열
해지면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위탁생산업체
의 선정이나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0). 서비스(service)는 기업이 거래대
상자에게 제공하는 무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활
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주는 여러 가
지 활동을 포함한다11). 과거에는 서비스는 금융, 의
료, 관광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주요한 관심의 대
상이었지만, 현재는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
보를 위해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위탁생산업체가 제품을 높은 
가격에 제공할지라도 기업은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고자 하며12), 이를 
이용하여 각각의 거래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
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생산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2.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의 관계 형성 요인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기업들은 협력업체와 일시

적 거래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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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시장의 트렌드를 반영
한 제품을 즉시 공급해야 하는 동대문 패션타운의 
제조형 도매업체는 협력업체와의 더 긴밀하고 장
기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수시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의 관계형성 요인으로 협력, 
의존, 파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
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협력(cooperation)은 기업
의 목표 및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능력과 
노력을 합하는 것으로, 어느 한 쪽 기업의 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서
로의 관계에 협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품을 정확
한 시간에 공급할 수 없으며, 원활한 업무진행의 어
려움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14). 협력
은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경쟁적 우위를 제
공하는 토대를 마련한다15). 또한 단발적인 협력관계
보다 지속적인 협력이 기업의 만족도를 높인다16). 따
라서 협력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탁생산업체
와 도매업체의 관계와 성과 및 도매업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관계 형성의 하부요인으로 상호 의존(depen-
dence)은 한정된 자원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목표달
성을 위하여 상호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어나

는 현상이다17). 거래 당사자가 서로가 제공하는 서
비스나 상품이 동등한 가치가 있다면 대칭적 의존
구조가 형성되지만, 더 높거나 낮은 가치를 제공하
게 되면 비대칭적 의존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따라
서 거래관계에서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거
래관계를 주도하게 된다18). 급격한 환경변화로 예측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의
존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기업이 협력업체와 관계
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는 협력업체
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기도 한다19). 거래 초기 단
계에서 형성되는 의존은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적 태도와 지속적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다20). 

특정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위탁생산을 의
뢰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힘의 불균형을 내포하
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통경로상의 파워
(power)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는 어떤 경로구성
원이 다른 경로구성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거나 변경하게 하는 능력이다21). 파워는 협력업체
와 기업의 협력적 태도를 줄이고 갈등과 긴장을 증
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파워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22). 한국의 산업특성이 반영
되어 있는 동대문 패션타운을 대상으로 한 정지욱 
외23)의 연구에서 도매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에 파
워가 장기거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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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atrik Jonsson and Mosad Zineldin, “Achieving High Satisfaction in Supplier Dealer Working Relationships,”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8 No. 3 (2003), pp. 224-240.
25) 박진용, 오세조,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의 신뢰 및 결속에 관한 연구,” 유통연구 4권 1호 (1999), pp. 93-122.
26) James C. Anderson and James C. Narus, “A Model of the Distributor’s Perspective of Distributor: Manufacturer 

Working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Vol. 48 No. 4 (1984), pp. 62-75.
27) Constantine S. Katsikeas, Nicholas G. Paparoidami and Eva Katsikea, op. cit., pp. 755-764.
28) 정지욱, 추호정, 정인희, op. cit., pp. 51-72.

3. 도매업체 만족도
기업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흔히 양

적 성과를 결과변인으로 다룬다. 객관적이고 문서 
의존적인 경영방식을 추구하는 대기업과 달리 동
대문 패션타운은 비공식적인 거래관계가 주를 이
룰 뿐 아니라 성과의 계량적인 측정은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측면도 실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접근방법보다는 경로의 주체
가 되는 도매업체의 지각된 만족도를 종속변인으
로 연구에 포함하였다. 

만족도(satisfaction)는 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의 
핵심적인 결과물로서, 기업이 협력업체에 기대하는 
수준과 협력업체가 실행한 성과에 대한 차이에 대
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24). 도매업체의 입장에서 만
족도는 서로의 목표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의 지속적 관계를 확신하는 것이지
만, 불만족은 거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하여 불신과 
의심을 야기시키고 새로운 거래대상을 탐색하게 
하며, 서로의 관계를 해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
다25). 유통경로상에서 높은 만족도는 경로 구성원
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협력업체
가 제공하는 높은 품질, 낮은 가격, 다양한 제품들
은 기업의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거래가 계속 유
지될 수 있게 한다. 협력업체와 기업의 지속적 관
계는 만족도를 통해서 가능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
과 오해의 과정을 극복하면서 만족도는 더 높아지
는 과정을 거친다26).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위탁생산업체의 특성,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의 관계 형성요인, 도매업
체 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위탁생산업체 특성요인(서비스, 지

리적 위치, 명성),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의 관계 
형성요인(협력, 의존, 파워), 도매업체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위탁생산업체의 특성(서비스, 지리
적 위치, 명성)이 위탁생산업체-도매업체의 관계 형
성요인(협력, 의존, 파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위탁생산업체-도매업체의 관계 형
성요인(협력, 의존, 파워)이 도매업체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위탁생산업체의 특성(서비스, 지리
적 위치, 명성)이 도매업체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2. 측정도구
위탁생산업체의 특성인 서비스, 위치, 명성은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총 8문항의 질문이 선택되었
다27,28). 서비스는 위탁생산업체가 도매업체와의 지
속적 거래를 위해 제품 공급 후 제공하는 사후관리
를 측정을 위하여 “위탁생산업체는 문제 발생시 책
임지고 해결한다”, “우리가 불만을 제기한 부분은 
개선한다” 등의 네 문항이 포함되었다. 위치는 도
매업체와 위탁생산업체가 용이한 지리적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우리와 왕래하기 편한 
곳에 위치한다” 등의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명
성은 도매업체와 경쟁위탁생산업체들이 인식하는 
위탁생산업체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묻는 문항으
로 “도매상가에서 알려져 있다” 등의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의 관계 형성요인으로 
총 9문항이 구성되었다. 먼저 협력은 “위탁생산업
체는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많다”, “우리는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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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Jakki Mohr and Rober Spekman, op. cit., pp. 135-152.
30) Patrik Jonsson and Mosad Zineldin, op. cit., pp. 224-240.
31) Sandy Jap and Shankar Ganesan, op. cit., pp. 227-245.
32) Civilai Terawatanavong, Gregory J. Whitwell and Robert E. Widing, op. cit., pp. 915-938.
33) 정지욱, 추호정, 정인희, op. cit., pp. 51-72.
34) Patrik Jonsson and Mosad Zineldin, op. cit., pp. 

관계이다”와 같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
력과 노력을 합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4문
항29,30)이 포함되었다. 도매업체가 위탁생산업체와
의 거래 중단 시 운영에 제약이 따르는 의존을 측
정하기 위하여는 “거래 중단 시 우리는 운영에 어
려움이 있다” 등과 같은 2문항이 포함되었다31,32). 
목적 달성에 방해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도매
업체에 대한 위탁생산업체의 강압적 파워를 측정
하기 위해 역시 선행 연구33,34)를 바탕으로 “위탁생
산업체는 우리가 다른 업체와 거래하려고 하면 방
해한다”과 같은 2문항이 포함되었다.

3.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도매업체가 밀집

되어 있는 동대문 패션타운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
하여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하
기로 한 매장에 대하여서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250여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지를 수거하
고 불성실한 설문지와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설문
지를 제외한 총 109부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
었다. 설문에 참여한 업체 중에는 여성캐주얼을 다
루는 업체가 57개(52.3%)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복, 
유/아동복, 속옷류, 잡화류 등을 다루는 업체가 다양

<표 1> 위탁생산업체의 특성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위탁생산업체는…….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서비스
문제발생시 책임지고 해결한다. 0.75

2.91
36.43

(36.43)
0.71

우리가 불만을 제기한 부분은 개선한다. 0.72

우리의 클레임을 받아들인다. 0.72

완벽하게 수선한다. 0.62

위치 우리와 왕래하기 편한 곳에 위치한다. 0.87
1.39

17.34
(53.77)

0.73우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0.83

명성 도매상가에서 알려져 있다. 0.80
1.04

13.05
(66.83)

0.56위탁생산업체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0.79

하게 조사되었다. 하루 매출액은 300만 원 이상 매
장이 23개(33.3%), 영업기간은 2년 이상～5년 미만
이 42개(41.6%)였다. 한편 국내위탁생산 도매업체는 
92개 업체가, 그리고 해외위탁생산 도매업체로는 17
개 업체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해외위탁생산업체의 
지역은 모두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중 
여성이 65명(60.2%)이였으며, 학력은 고졸이 43명
(40.2%)으로 가장 높았고, 직책은 사장 41명(38%), 
정규직 판매원 41명(38%)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탕도 
위탁생산업체 특성과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

의 관계 형성요인의 측정도구의 타당성(validity)를 
알아보기 위해 Varimax 직각회전을 통한 주성분 분
석을 실시하였다(표 1, 2). 고유값 1을 기준으로 요
인 부하량 0.5 이하로 제거된 문항 ‘위탁생산업체와 
거래를 중단 시 다른 대안 없다’를 제외하면 전체
적으로 설계된 하부 요인들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위탁생산업체의 특성은 서비스, 위치, 명성 
3가지 요인으로 설명력은 66.83%이고, 위탁생산업
체와 도매업체의 관계특성은 협력, 의존, 파워로 총 
분산의 61.46%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을 구성하
는 항목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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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위탁생산업체-도매업체 관계 형성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위탁생산업체는/와…….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협력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많다. 0.84

2.19
27.31

(27.31) 
0.67

우리는 위탁생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0.70

우리는 협력적 관계이다. 0.66

우리의 요구사항을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0.61

의존 거래 중단 시 우리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0.87
1.46

18.29
(45.60)

0.68우리는 위탁생산업체에 상당히 의존한다. 0.86

파워 우리가 다른 업체와 거래하려고 하면 방해한다. 0.83
1.27

15.86
(61.46)

0.52우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킨다. 0.80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를 본 결과 전반
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만족도 측정문항의 경우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다른 매장에 위탁생산업체를 소개하고 싶다’ 문항 
을 제거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문항들의 신뢰도는 
0.78이었다. 

Ⅳ. 결과 및 논의
1. 위탁생산업체 특성,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성요

인, 만족도의 상관관계
위탁생산업체 특성(서비스, 지리적 위치, 명성), 

위탁생산업체- 도매업체의 관계 형성요인(협력, 의
존, 파워), 도매업체의 만족도 요인간 관계를 알아

<표 3> 위탁생산업체 특성요인,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성요인, 만족도간 상관관계

요인 위탁생산업체 특성 위탁생산업체-
도매업체 관계 형성요인

도매업체 
만족도

서비스 위치 명성 협력 의존 파워 만족도

위탁생산업체 특성
서비스   1.00

위치 －0.01   1.00

명성 －0.07 －0.06   1.00

위탁생산업체-도매업체 
관계 형성요인

협력   0.63***   0.15   0.05   1.00

의존 －0.02   0.18   0.08   0.00   1.00

파워 －0.05 －0.22*   0.18* －0.09 －0.03   1.00

도매업체 만족도 만족도   0.28**   0.06   0.17   0.45***   0.19* －0.20* 1.00

*p<0.05, **p<0.01.

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표 3). 결과에 따
르면 서비스, 지리적 위치, 명성의 위탁생산업체의 
특성은 상호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치의 관계 형성요
인 간에도 상호 유의한 관련성은 도출되지 않았다. 
한편, 위탁생산업체의 서비스 특성은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성 요인 중 협력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위탁생산업체의 위치는 파워와 부적인 유의한 
관계를 보였지만 명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
었다. 

도매업체의 만족도는 위탁생산업체의 특성 요인 
중 협력, 의존 요인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특히 
협력과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파워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 위탁생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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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워가 강할수록 도매업체의 만족도는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2. 위탁생산업체의 특성이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
성요인에 미치는 영향

위탁생산업체의 특성(서비스, 지리적 위치, 명성)
이 위탁생산업체-도매업체의 관계 형성요인(협력, 
의존, 파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
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유
의한 결과만을 표로 정리하였으며, 이는〈표 4〉에 
나타내었다. 

위탁생산업체의 특성 중 서비스 요인은 유의하
게 도매업체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3, p<0.001). 또한 도매
업체로부터의 위탁생산업체의 위치(β=0.16, p<0.05)
는 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위탁생산업체가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을수록 도매업체와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리적으
로 멀리 위치할 경우,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
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여러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해외에 위치한 위
탁생산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에 위치한 것으
로 보아, 여기에는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문화적 
혹은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거리감도 작용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치는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성 요인 중 
파워에는 유의하게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β=－0.22, p<0.05), 이는 지리적으로 가
까운 업체들이 국내생산업체일 가능성이 많으므
로 오히려 이와 같은 협력관계 유지에 부적인 관 

<표 4> 위탁생산업체특성이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성
에 미치는 영향: Stepwise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R2

협력 서비스   0.64***
40.47*** 0.43위치   0.16*

파워 위치 －0.22*  5.52* 0.05

*p<0.05, **p<0.01, ***p<0.001.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탁생산업
체의 좋은 위치는 협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만, 
위탁생산업체가 행사하는 파워는 약해진다는 것이
다. 이는 도매업체로부터 가깝고 편리한 곳에 위
치한 위탁생산업체가 약한 파워와 관련이 있는 것
은 패션타운 내에 위탁생산업체들이 밀집되어 경
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도매업체가 쉽게 다른 위탁
생산업체와 새로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탁생산업체의 파워는 약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위탁생산업체의 특성 중 명성은 도매업체
와의 관계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실질
적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여야 
하는 도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마켓에서의 
좋은 명성을 가진 업체보다는 실제적으로 유리한 
제품조달 위치에 있거나 서비스측면에서 신속반응
을 보일 수 있는 위탁생산업체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성요인
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위탁생산업체-도매업체의 관계 형성요인(협력, 의
존, 파워)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결과만을 표로 정리하였으며, 이는〈표 5〉
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도매업체의 만족은 위탁생산업체와의 
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45, p<0.001). 또한 관계 형성요인 중 의존에 의해
서도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9, 
p<0.05). 즉,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의 협력이 좋
을수록, 상호 의존적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표 5>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성요인이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Stepwise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R2

만족도 협력 0.45***
17.23*** 0.25의존 0.19*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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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Jakki Mohr and Rober Spekman, op. cit., pp. 135-152.
36) Civilai Terawatanavong, Gregory J. Whitwell and Robert E. Widing, op. cit., pp. 915-938.

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35,36). 의존의 경우, 연구에 포함된 위탁생산
업체의 특성요인들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
았으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와의 관계 요인 
중 파워는 도매업체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생산업체의 파워행
동은 위탁생산업체특성과 도매업체의 만족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4. 위탁생산업체의 특성이 도매업체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위탁생산업체의 특성(서비스, 지리적 위치, 명성)
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유의
한 결과만을 표로 정리하였으며, 이는〈표 6〉에 나
타내었다.

분석결과, 도매업체의 만족은 위탁생산업체 특
성 중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β=0.29, p<0.01). 서비스가 좋은 업체의 경우 
물론 도매업체와의 협력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긍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간접적인 영향
력 이외에도 또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도 함
께 행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명성의 
경우, 협력, 의존, 파워 등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성
요인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만족도에
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19, p<0.05).  

위탁생산업체의 특성 중 지리적 위치 요인은 만
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표 6> 위탁생산업체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Stepwise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R2

만족도 서비스 0.29**
7.12** 0.12명성 0.19*

*p<0.05, ***p<0.001.

다. 즉, 위치적 특성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하
여 도매업체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줄 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국내․외 패션기업의 저가제품의 공략으로 국내

생산으로만 제품을 공급했던 동대문 패션타운의 
제조형 도매업체들은 매출의 감소로 경쟁력 확보
를 위해 다양한 공급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동대문 
패션타운의 위탁생산업체의 부흥과 도매업체의 증
진을 위하여 도매업체와 위탁생산업체의 장기적 
관계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본 연구에서는 동대문 패션타운의 제조형 도
매업체만을 대상으로 국내․외 위탁생산업체의 특
성,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 관계 형성요인, 도매
업체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위탁생산업체의 특성(서비스, 위치, 명성), 위탁
생산업체와 도매업체 관계 형성요인(협력, 의존, 파
워), 도매업체 만족도 요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도매업체의 높은 만족도는 위탁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위탁생산-도매업체의 높은 협
력적 태도, 의존도와 관련이 있지만 위탁생산업체
의 파워가 강하면 도매업체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위치의 위탁생산업체는 파
워가 약하지만 인지도가 높은 위탁생산업체의 파
워는 강하다. 위탁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차별화 된 
서비스는 위탁생산-도매업체의 협력적 태도와 매
우 높은 관련이 있으며, 도매업체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위탁생산업체의 특성이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
체의 관계 형성요인, 도매업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의 관계 형성요인
이 도매업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알
아 본 결과, 위탁생산업체의 서비스가 위탁생산업
체와 도매업체의 협력적 관계와 도매업체의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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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도매업체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무관
하게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탁생산업체의 위치는 도매업체와의 
관계 형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었으나, 만족도에 
직접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탁
생산업체와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두 업체 사이의 
협력적 태도 또한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도매업체
의 최종 성과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특히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와
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존도는 특별히 위탁생산업
체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경쟁이 치열한 동
대문 패션타운에서 거래하는 위탁생산업체들은 품
질과 가격이 우수한 제품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시장 내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도매업체의 높은 만족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예측
된다. 

위탁생산업체는 제품공급 후에도 도매업체가 원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며, 동대문 패션타운 상가들과 왕래가 편리한 곳
에 입점하고, 업체를 알리는 것이 많은 도매업체와
의 지속적 거래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일 것이다. 
도매업체는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시행하는 위탁생
산업체 중 평판이 좋고 왕래가 편리한 위치에 있는 
위탁생산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도매
업체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높은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므로, 위탁생산업체의 안정적 수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위탁생산업체
와 도매업체의 지속적인 협력적 관계 형성은 동대
문 패션타운을 방문하는 구매업체와 해외 바이어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동대문 패션타운
을 찾는 소매업체들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동대문 패션타운 도매업체가 성과를 
위하여 위탁생산업체 선정과 거래 시 고려할 기준
과 관계 형성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양적 연구
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
는 도매업체의 입장에서 위탁생산업체와 도매업체
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위탁생산업체의 입장에서 
도매업체와의 관계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대표성 
있는 응답자 군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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