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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strategies to develop the cashmere industry in Mongolia.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regarding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in different sectors in 
the cashmere industry, and areas of necessary competition for the development of Mongolian 
cashmere industry. In addition,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their companies were 
questioned. Surveys were distributed to people working in cashmere manufacturing companies in 
Ulaanbaator, Mongolia between July 25th, 2012 to September 3rd, 2012, and a total of 79 ques-
tionnair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Duncan test. Results showed that respondents perceived design as the sector that needed the 
most improvement, and product related strategies such as product quality, product differentiation, 
and design were more important than distribution or promotion related strategies. The percep-
tions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differed according to company size and their target markets 
(domestic vs. export). Overall, respondents working in smaller companies showed greater concern 
for most sectors, and also felt technology, product quality and design were more important than 
those in working in larger companies. Companies that targeted the domestic market showed 
greater concern for herding and scouring sector than companies that exported, while the latter 
evaluated government policy, network, distribution/export channels more importantly than the for-
mer in developing the Mongolian cashme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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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앙아시아 내륙 국가인 몽골은 1989년 사회주의

체재를 종결한 이후 1990년 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 그 후 두 국가 사이의 물적 교역과 문화

와 인적 교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몽골의 국토 면

적은 156만 km2 로 한국의 약 16배에 달하며, 구리,

석탄, 금 등의 광물 자원을 많이 보유한 자원 부국이

다. 2004년 400불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 소득은 국

제 광물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2012년에는 3,575불로

급속히 증가하였다.1) 광업과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이 2010년 국내 총 생산의 38.4%를 차지하는 반면에

제조업은 6.6%에 그치고 있어서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2)

몽골의 수출품목 중 광물 광석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며(2010년 기준), 캐시미어는 석탄, 구리, 철광석,

금에 이은 5위의 수출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다.3) 전 세계 캐시미어 생산량은 연

18,000톤 정도로 대부분 몽골과 중국 내몽고 초원에

서 생산되는데, 몽골은 중국에 이은 제2의 캐시미어

생산국으로 연간 7,000∼8,000톤의 캐시미어를 공급

하고 있다.4) 1990년대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캐

시미어에 대한 미국 및 유럽에서의 수요 증가로 인

하여 몽골의 캐시미어염소 사육도 급속히 증가하였

으며, 이는 초원을 황폐시키고 사막화의 주원인이 되

기까지 하였다.5) 그러나 2000년 말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따라 고가의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캐시미어 가격이 폭락하였다가6), 그 후

회복하는 등 몽골 캐시미어 공급자들에게 캐시미어

의 불안정한 가격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가 하

면 2010년에는 자연 재해로 캐시미어 염소들이 폐사

하여 캐시미어 생산량이 3000톤 수준으로 급감하였

다가 2011년에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도 하

였다.7) 이와 같이 시장 수요나 기후와 같은 외부 환

경조건이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몽골 캐시

미어 산업이 주로 유목민들이 캐시미어 염소 사육하

여 원료를 공급하는 1차 산업인 목축업의 비중이 높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Dickerson8)의 섬유의류산업의 발전이론에 따르면

섬유의류산업은 초기에는 농축산업의 일부로 원재료

를 생산하다가 낮은 기술이 요구되는 단순 임가공

단계를 지나 부자재까지 생산하는 본격적인 제조의

단계로 진행한다고 하였다. 현재 몽골 캐시미어 산업

의 상황은 농축산물 생산을 시작으로 단순 가공을

주로 하고 있지만, 1983년 일본의 무상지원으로 설립

된 고비(Gobi Factory)를 비롯하여 알타이 캐시미어

(Altai Cashmere), 고요(Goyo)와 같은 브랜드들이

완제품을 생산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수출도 이루어지는 등 완제품 제조업도 발전하고 있

어서 초기 단계에서 발전시작단계(Beginning stages

of development)로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캐

시미어는 광물자원 이외 몽골의 최대 유망산업으로

몽골정부는 캐시미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계획

하고 있는데, 특히 완제품 생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러한 시점에서 현장 근무자들이 생각하는 개선이 필

요한 캐시미어 산업 분야를 알아보고 중요한 기업전

략 및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몽골 캐시미어 산

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

요하다.

그 동안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몇몇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주로 전반적인 산업

의 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섬

유패션산업이 사, 직물, 완제품 생산과 판매라는 다

양한 특징을 지닌 산업분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산업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하고 어

떠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몽골 산업계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1) 개

선이 시급한 캐시미어 산업분야 (2) 산업발전에 필

요한 전략 및 정책 (3) 이러한 인식이 기업 특성(기

업규모, 주력분야, 기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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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배경
1. 몽골 캐시미어 산업
몽골의 캐시미어 관련 산업은 몽골 인구의 1/3에

소득을 제공하고, 노동 인구의 16% 이상에게 일자리

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몽골 빈곤층의 주 소득원

인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다.9) 몽골 캐시미

어 산업을 크게 목축분야와 가공분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는데, 목축분야는 몽골의 경제와 전통문화의

근간이 되는 유목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9년 구소

련 연방과의 결별로 시작된 시장 경제로의 전환기

동안 가축의 사유화가 시행되고 가격 통제가 철폐되

면서 가축의 수, 그중에서도 캐시미어 염소의 사육은

크게 증가하였고 목축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인구들

도 새로이 목축업에 유입되었다.10) 그리하여 캐시미

어 염소의 수는 1990년 백만 마리에서, 2004년 1200

만 마리11), 2012년에는 약 1800만 마리로 증가하였

다.12) 캐시미어 섬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몽

골 목축업자들은 단순히 염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산 염소와의 교

배종을 사육하고 늙은 염소에게서도 캐시미어 섬유

를 채취하면서 몽골산 캐시미어 섬유 중 중급 또는

저급 품질의 캐시미어 섬유 생산이 증가하였다.13) 캐

시미어 염소 사육의 폭발적인 증가로 염소가 방목되

는 초원의 환경이 파괴되며 사막화를 촉발하였다. 특

히 캐시미어 염소는 양이나 다른 가축들과는 달리

발굽이 날카롭고, 목초의 잎뿐 만 아니라 뿌리까지

먹어치우기 때문에 피해가 심하며, 방목지 증가로 인

해 다른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생태계 변화

까지 확인되었다.14) 몽골정부는 목축업자들에게 소득

세 면제, 낮은 세율 등과 같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

는데, 목축업의 증진은 개인 목축업자에게는 소득 증

대를 가져오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생태

파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난관에 봉착

해 있다.

몽골의 캐시미어 산업에는 1차 산업인 축산업인

목축분야 이외에, 캐시미어 섬유를 정련·가공하고, 제

품을 생산하는 가공분야가 있다. 1994년 몽골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캐시미어원

료 수출을 금지하였고, 1997년에는 수출 금지를 수출

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중국으로의 밀

수출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 오히려 몽골 가공업자에

대한 원료 공급은 감소하여 가동률이 저하되는 역효

과를 가져왔으나, 그럼에도 수출세는 캐시미어 원자

재가 과도하게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

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5) 그러나 이와 같은 가

공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캐시미어 원료를 생산

하는 목축업자의 이해와는 상충하고 있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캐시미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

고, MFA가 만료되며 몽골 기업들이 폐업하는 경우

가 증가하였다.16)

몽골에서 캐시미어를 가공하는 산업은 198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발전은 1990년대 해외 자본

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17) 2013년 현

재 몽골 전국에 캐시미어 기업 중 정련(washing)만

하는 기업이 50%, 소모(combing)까지 하는 기업이

40%이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기업은 10%에 그치

고 있다.18) 정련이나 소모와 같은 1차 가공을 한 캐

시미어 원사는 중국,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되는데,

유럽으로 수출되는 고급 캐시미어 원사 시장은 상대

적으로 안정적이다.19)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실

을 구입하여 니트 의류를 생산하거나 방적부터 완제

품 생산까지 수직통합을 한 기업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중저가 캐시미어

제품 생산을 확대하면서 200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

였다. 고비(Gobi)는 대표적인 몽골 캐시미어 기업으

로 1981년 국영 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알

타이 캐시미어 (Altai Cashmere), 고요(Goyo)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20) 캐시미어 공장들의 최대

투자자는 중국이고 (58.6%), 그 외에 미국과 영국

(15.5%), 일본 (6.4%), 그리고 이태리, 한국, 스위스

(8.5%)가 투자하고 있으며, 나머지 11%만이 몽골

국내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21)

캐시미어 시장은 중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으로 나

뉘어 있는데, 중저가 제품은 중국과 몽골에서 생산되

며, 고가의 제품은 Loro Piana와 같이 이태리나 영국

브랜드 제품으로 생산된다.22) 중국은 캐시미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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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생산국이지만 또한 몽골 캐시미어 원료의 50%

이상을 수입하는 수입국으로 몽골 캐시미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캐시미어 시장이 중국

이 주로 생산하는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중국 캐시미어 산업의 변화는 몽골 캐시미어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23) 중국은 캐시미어

원료의 공급과 가격을 통제하고 캐시미어 제품에 관

한한 세계의 공장이 된다는 전략아래 비공식적으로

중국 공장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24) 이로 인해

몽골의 캐시미어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25) 2011년 몽

골 내에서의 캐시미어 원료의 가격 상승이 중국 기

업들이 몽골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목적으로 고가

에 물량을 매수하는 전략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는 등 몽골에서 캐시미어를 가공하고 완제품을 생

산하는 공장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26).

이와 같이 몽골 캐시미어 산업이 시장의 수요, 세

계 경제, 자연 재해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캐시미어 산업은 자원

개발 이외에 몽골의 최대 유망산업으로 몽골정부는

관심을 갖고 육성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1억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여러 가지 지원책을 수립하였

다.27) 그리하여, 2012년에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몽

골 캐시미어 제품의 생산과 수출은 30%가량 증가하

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있으면 2017년에는 모든 캐

시미어 원료를 1차 가공할 수 있으며 20,000개의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8)

2. 섬유·의류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기업 차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은 전반적인

경영전략을 비롯하여, 인사, 시장 확대, 브랜드 관리

등의 특정한 영역이나 목표를 위한 수많은 전략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실행되며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

도 진행된다. 그에 비하여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은 거시적인 차원의 산업 발전과정을 단

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시도가 많다.

섬유·의류산업에 초점을 둔 발전 단계 이론을 살

펴보자면, Dickerson29)은 섬유의류산업의 발전을 국

가의 경제 발전 단계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한 국

가의 산업화 정도가 낮을 때 대부분의 경우 섬유패

션산업은 농축산업에 집중되어 양모, 면화 등의 천연

섬유재료를 생산하는 수준이며, 다음 단계는 주로 이

런 자체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섬유의류제품을

생산하거나 낮은 기술이 요구되는 단순 임가공 단계

이다. 그 이후 원자재는 물론이고 부자재까지 생산하

는 본격적인 제조의 단계로 발전하고, 섬유의류산업

이 완숙단계에 이르면 국가 경제 수준도 높아져서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자국의 섬유의류산업의

경쟁력은 쇠퇴하며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수입 증가

와 경쟁력 감소라는 위기에 대응하여, 선진국의 섬유

의류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자동화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실행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섬유의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규제,

각종 세제 혜택, 연구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이론은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에

서 경제 발전을 위해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의

류 임가공산업이 경제발전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으

며,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와 섬유의류산업의 발전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각 단계별로 효율적인 전

략과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Toyne et al.30)은 섬유·의류산업의 발전 과정을 태동

기(embryonic), 초기 의류수출단계(early export of

apparel), 직물 및 의류 고급 생산 단계(more ad-

vanced production of fabric and apparel), 황금기

(golden age), 완숙기(full maturity), 쇠퇴기

(significant decline)의 6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단계

별로 나타나는 특징과 각 단계에서 취하는 정책과

전략을 설명하였다.

동구유럽과 구소련연방국가 23개국의 섬유의류산

업의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상대적 경쟁력의 변화

를 분석한 결과31), 위에 설명한 발전 이론의 전반전

인 흐름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슷

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수출 경쟁력

과 산업 변화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경제발전 단

계만으로 섬유의류산업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적

절한 전략을 세울 수는 없다고 하였다.

Jin, Kandagal and Jung32)은 이런 발전 단계 이

론에 의거하여 한국과 인도 의류산업의 발전 과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의류산업은 쇠퇴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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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있으며, 인도의 의류산업은 황금기에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두 국가의 사례에 근거하여, 의

류제품의 해외브랜드, 국내 브랜드, Private Brand의

도입 시기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호정33)은 1965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패션산업 발전 과정을 실용의류,

매스시장, 고감도시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실용

의류 시기에는 한국의 패션산업이 일본에 비해 10년

정도, 고감도 시장 시기에는 3-5년 정도 줄어들었으

며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동시적인 발전 양

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패

션산업은 모두 공통적으로 코스트합리화 전략과 상

품차별화 전략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류산업 전체의 발전 단계, 경쟁력, 전략을

분석한 선행연구들 외에도, 기업을 단위로 기업의 경

쟁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Ha-Brookshire, Lee

는 한국 의류기업 홈페이지를 내용 분석하고 그 결

과를 브랜드, 품질, 고객 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범주

화하여 각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쟁력을 분석하

였다.34) 그런데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규모, 생산

하는 제품 등과 같이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르다. 특히 기업이 수

출 기업인지 내수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그 기업에 필요한 전략과 경쟁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주력분야(수출 또는 내수)에 따라 다른 전

략이 필요하다는 가정은 무리가 없으나, 실제 주력분

야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이

태리 롬바르디아 지역과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 섬

유의류기업을 비교 조사한 연구에서35)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이미지 경쟁

력, 기술적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국제

적인 물류시스템을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이태리 기업들은 해외시장

에 적합한 상품수정(product adaptation)이 주요한

전략이라고 하였다. Lu & Karpova36)는 중국 남서

부 지역에 위치한 768개의 섬유기업들의 R&D 투자

를 분석한 결과, 외국 자본의 소유 여부, 기업의 재

정능력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해외공장 운영하

는 기업은 R&D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R&D 투자와 R&D에 따른 효과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경쟁력
몽골 캐시미어 산업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각

분야나 분야 안에서의 업종에 따라서도 경쟁력을 결

정하는 요소들이 매우 다르고, 또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몽골 캐시미어 산업을 분석하

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질적

방법을 사용한 통합적인 연구였다.

이태열은37) 시장경제 도입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몽골 경제의 변화 속에서 캐시미어 산업이 직면한

상황을 고찰하면서, 캐시미어 생산 분야의 발전을 위

해서는 목초지 등급 저하를 방지하고, 캐시미어 품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캐시

미어 품질 향상에 대해 캐시미어 품질 향상에 따른

목축업자의 소득 증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38) 중저

가의 캐시미어 생산이 오히려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중저가 캐시미어 시장

이 성장하고 있어서 고품질 생산 증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은 이미 충분한 양의 고

품질, 고가격대의 캐시미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적인 명품 회사에서는 몽골의 생산업자와 직거래를

통하여 고품질의 캐시미어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9)

훌랑은40) 몽골 캐시미언 산업의 경쟁력을 Porter

의41) 국가 경쟁력을 분석하는 다이아몬드 이론에 근

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요소요인에서는 축산물

로서 넓은 초원과 정부의 지원에 의한 값싼 용수 등

이 경쟁력 있는 원료 요인이나 될 수 있으나 인적

자원의 질과 신기술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

요조건에서는 현재 몽골 국내 시장은 크지 않으나

잠재성이 인정되고 자국 내 수요가 향후 국제적 수

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관련 및 지원 산업의 경

우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전략,

구조 및 경쟁 요소에서는 비용 집중전략에 집중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요인이외에 정부의 역할과 기후 변화,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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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경제 불황 등의 우발적 요인이 몽골 캐시미

어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문헌 고찰을 통한 담론적인 연구 이

외에, 산업체 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한 연구자

도 있었다. Deleg는42) lean manufacturing의 도입 현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4개 캐시미어 관련 업체 27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 대상

자중 17명이 1차 가공공장에, 5명이 니트의류 생산공

장에 그리고 5명이 수직 통합된 공장에 근무하고 있

었다. 이들은 캐시미어 제조업 발전에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품질

과 신기술(장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에 비하여 유통, 아웃소싱의 중요도는 낮게 인식되

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차 생산 공장에 근무

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고, 19명이 매니저 직위에 있

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같이

산업체 종사자에게 자신들이 속해있는 산업의 경쟁

력이나 발전 방안에 대해 설문을 하는 경우 업종이

나 기업규모 등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

이다.

이상과 같이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국내외적인 중

요성으로 인하여 캐시미어 산업에 대한 관심은 학계

나 기업, 연구소 등에서 높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 형

식의 연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실

증적인 자료,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구

체적인 발전 방안이나 경쟁력에 대한 결과를 얻기에

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몽골 캐시미어

산업 중 가공분야에서 근무하는 산업체 인사들을 조

사하여, 몽골의 캐시미어 산업이 축산업 중심의 1차

산업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연구에 필요한 설문지는 개선이 필요한 캐시미어

산업분야를 묻는 문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전략을 묻는 문항, 그리고 소속 회사 특성과 응답자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몽골 캐시미어 산

업체 근무자들이 생각하는 몽골 캐시미어 산업 발전

에 필요한 기업전략 및 정부정책을 묻는 문항은

Ha-Brookshire, Lee43)의 연구에서 사용된 8문항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 ‘정부정책’, ‘제품 디자인’, ‘광

고 및 홍보’, ‘우수한 판매원’, ‘유통/수출 창구’의 문

항을 연구자가 추가하였다. 또한 위의 연구에서 ‘정

직하고 신뢰할만하며 투명하고 평판이 좋은’ 기업을

의미하는 ‘integrity’는 ‘기업이미지’로 수정하여 구성

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캐시미어 산업 분야를 파악하

기 위한 캐시미어 산업분야의 분류와 소속 회사의

특성에 관한 문항은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경쟁력을

연구한 홀랑44)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응답

자 특성과 기업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5점 척

도 측정되었다.

설문지는 먼저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그 후 한국

어와 몽골어에 능통한 전문가에 의해 몽골어로 번역

되었다. 그 후, 한국어와 몽골어, 2개 국어에 능통한

제3 전문가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여 1차 번역본과 대

조하고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2012년 6월에 몽골 현지 산업체 인사 5명

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최종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지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캐

시미언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업체에 종사하는 사

람들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9월 3

일까지 90부가 배포되었고 그 중 유효 설문지 79부

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는 SPSS 18.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일원분산분석, 던컨

테스트로 분석되었다.

3. 응답자 특성
<표 1>에서 보면 응답자는 남자 32%, 여자 68%로

여자가 많았고,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47.4%로 가

장 많았고 30대, 4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직위는 CEO 9.1%, 매니저 18.2%,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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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빈도 %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 24 32

기업업종

원료가공업체 6 12.2

여 57 68
니트의류

제조업체
28 57.1

연령

20대 36 47.4 수직적 통합업체 15 30.6

30대 23 30.3

주력분야

내수 21 26.9

40대

이상
17 22.4

수출 14 17.9

내수 및 수출 43 55.1

직위

CEO 7 9.1
회사의

소유구조

100% 몽골인 소유 33 44

매니저 14 18.2 100% 외국회사 및 합작

투자 회사
43 56

엔지니어 12 15.6

사무/영업직원 14 18.2
캐시미어

산업체

근무기간

2년 미만 18 23.1

기타 30 39.0 2년-5년 미만 28 35.9

회사의 직원 수
300명 미만 43 56.6 5년-10년 미만 25 32.1

300명 이상 33 33.4 10년 이상 7 9.0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소속 기업 특성

15.6%, 사무영업직원 18.2%, 기타 39%로 기타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캐시미어 산

업 근무기간은 2년 - 5년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

고, 5년-10년 미만이 32.1%, 2년 미만이 23.1%로 10

년 이하 종사자가 전체의 91%를 차지하였고 10년 이

상 근무한 종사자는 9.0%에 불과하였다. 회사규모는

종업원 300명 미만 업체가 56.6%, 300명 이상 업체가

33.4%로 나타났다. 회사 유형으로는 원료가공업체가

12.2%, 니트의류 제조업체가 57.1%, 원료생산에서 제

조, 유통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이 30.6%를 차

지하여, 니트의류 제조업체의 비중이 높았다. 그 외

100% 몽골인 소유기업이 44%, 외국회사 및 합작 투

자 회사가 56%였다. 마지막으로 주력분야가 내수라

고 응답이 26.9%, 수출이라는 응답이 17.9%, 내수 및

수출을 모두 하는 기업이라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몽골 캐시미어 산업에

서 수출이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Ⅳ. 연구 결과
1. 개선이 필요한 캐시미어 산업 분야
몽골 캐시미어 산업체 근무자들은 개선이 필요한

산업 분야로 전 분야에 대해 5점 척도에 평균 3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캐시미어 산업 전 분야에서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2>. 특히 ‘디

자인’이 평균 3.69로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평

가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원모정련’, ‘원모추출’, ‘염

색’, 순으로 평가되었다. 몽골 캐시미어 산업을 목축

분야와 가공분야로 나누었을 때 캐시미어 산업체 근

무자들은 목축분야보다 가공분야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의 캐시미

어 산업이 몽골의 전통유목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

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원재료를 생산하는 목축단계

가 먼저 발달하였고 그 이후 가공분야의 발달로 진

행되었기 때문에45), 가공분야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늦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가공분

야 가운데서도 ‘디자인’ 분야의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몽골의 캐시미어 산

업이 낮은 기술이 요구되는 저부가가치 상품 생산

단계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단계로 진입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가 하면, 목축

(herding) 분야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목축 분야는 어느

정도 발전되어 경쟁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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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평균 표준편차

디자인(design) 3.69 .91

원모정련(scouring) 3.47 .82

원모추출(dehairing) 3.40 .91

염색(dyeing) 3.31 .89

방직(weaving or knitting) 3.29 .90

재봉(sewing) 3.29 1.03

방적(spinning) 3.26 .93

목축(herding) 3.23 1.07

<표 2> 몽골 캐시미어 산업체 근무자들이 인식하는 개선이 시급한 산업분야

항목 평균 표준편차

제품 품질 4.62 .59

제품 차별화 4.53 .58

제품 디자인 4.52 .67

마케팅 전략 4.52 .57

고객 서비스 4.49 .60

브랜드 명성 4.39 .74

정부 정책 4.35 .87

기업 기술력 4.32 .58

가격 4.31 .80

유통/수출창구 4.30 .74

광고 및 홍보 4.30 .71

우수한 판매원 4.27 .77

기업 이미지 4.19 .67

기업 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 4.14 .75

<표 3> 몽골 캐시미어 산업 근무자들이 인식하는 기업전략 및 정책 중요도

석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가 모두 가공 분야에 근무

하고 있는 특징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도 있을 것이다.

2. 캐시미어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업전략 및
정책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몽골 캐시미어 산업체

근무자들은 모든 항목에서 5점 척도에 4점 이상으로

평가해 모든 기업 전략 및 정책의 중요성을 높이 평

가하였다. 특히 ‘제품품질’, ‘제품 차별화’, ‘제품 디자

인’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여 몽골 캐시미어 산업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경쟁력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마케

팅 전략’, ‘고객서비스’, ‘브랜드 명성’, 을 높게 평가하

였고 ‘기업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 ‘기업 이미지’등

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품질에 대한 투자는 중요하게 그리고 유통,

아웃소싱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한 Deleg4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몽골 캐시미어 가공 및 완제품 생산

기업들의 대부분이 OEM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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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종업원 300명 미만 기업(n=43)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n=33) t 값

목축(herding) 3.29 3.13 .69

원모정련(scouring) 3.69 3.12 3.25**

원모추출(dehairing) 3.60 3.10 2.49*

방적(spinning) 3.45 2.96 2.29*

염색(dyeing) 3.59 2.88 3.37***

방직(weaving or knitting) 3.46 3.04 1.96

재봉(sewing) 3.52 2.93 2.58*

디자인(design) 4.05 3.28 4.14***

*p<.05, **p<.01, ***p<.001

<표 4> 기업규모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캐시미어 산업분야 평가의 차이

변수 종업원 300명 미만인 기업(n=43)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n=33) t 값

기업의 기술력 4.44 4.12 2.26*

기업 이미지 4.28 4.06 1.45

마케팅 전략 4.50 4.54 -.33

정부 정책 4.34 4.36 -.08

기업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 4.21 4.02 1.07

브랜드 명성 4.52 4.22 1.79

제품 품질 4.74 4.45 2.05*

제품 차별화 4.60 4.43 1.24

가격 4.37 4.20 .86

제품 디자인 4.69 4.29 2.47*

광고 및 홍보 4.32 4.26 .35

우수한 판매원 4.16 4.43 -1.49

유통/수출 창구 4.34 4.24 .57

고객 서비스 4.42 4.58 -1.11

*p<.05

<표 5>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전략 및 정책 중요성 평가 차이

에 중요한 요소이나, 유통이나 기업 이미지는 이들

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Deleg47)의 연구에서는 비용절감이 캐시미어

제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캐시미어 제품 가격의 중요성은 다른 항목

에 비해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Deleg

연구 대상의 50% 이상이 1차 가공 공장에서 근무하

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가공에서의 비용의 중요성이

나타났는데 비하여,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제

품 생산 기업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많기 때문인 것

으로 추론된다.

3. 기업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
1) 기업 규모에 따른 인식의 차이

기업 규모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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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수 주력 기업

(n=21)

내수-수출 주력 기업

(n=43)

수출 주력 기업

(n=14)
F

목축(herding) 3.88(A) 3.00(B) 2.83(B) 5.69**

원모정련(scouring) 3.89(A) 3.32(B) 3.33(B) 3.29*

원모추출(dehairing) 3.78 3.23 3.41 2.54

방적(spinning) 3.62 3.14 3.17 1.62

염색(dyeing) 3.56 3.19 3.38 1.01

방직(weaving or knitting) 3.31 3.13 3.71 2.16

재봉(sewing) 3.41 3.11 3.61 1.73

디자인(design) 3.75 3.70 3.64 .06

*p<.05, **p<.01

<표 6> 내수-수출 주력분야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평가의 차이

업원 300명 이하 규모의 기업과 종업원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간에 개선이 필요한 산업 분야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전략과 정책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선이 필요한 캐시미어 산업

분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원모정련(t=3.25,

p<.01)’, ‘원모추출(t=2.49, p<.05)’, ‘방적(t=2.29, p<

.05)’, ‘염색(t=3.37, p<.001)’ ‘재봉(t=2.58, p<.05)’,

‘디자인(t=4.14, p<.001)’ 분야에서 모두 종업원 300

명 미만 기업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4>. 기업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분야는 목축과 방

직 분야였다. 이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부분의 분

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이는

소규모 기업들의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목축

분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응답자 모두 가공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목축분야는 정부 지원 등으로 충분히 발전되

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에 비하

여 방직(weaving)은 캐시미어 제품이 대부분 편직제

품으로 상대적인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업전략 및 정책의 중요

성 평가에 있어서도 종업원 300명 미만 기업에서 ‘기

업의 기술력(t=2.26, p<.05)’, ‘제품품질(t=2.05, p<

.05)’, ‘제품 디자인(t=2.47, p<.05)’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표 5>. 산업화 단계가 성숙하게 되면 품

질경쟁이 시작되는데48) 몽골 캐시미어 산업분야도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과업이고 제

품 품질을 핵심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기

업 생존을 위해 이러한 제품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기업의 주력분야에 따른 인식의 차이

기업이 내수 또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지에 따라

개선분야 및 기업전략과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통

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목축과 원모정련 분야에 대

한 인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내수에 주력

하는 기업에서 ‘목축(F=5.69, p<.01)', '원모정련(F=

3.29, p<.05)' 분야에 대한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표 6>. 이러한 결과는 몽골정부가 캐시미

어 원료 수출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오히려

몽골 기업들이 적절한 품질의 원료를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는 하지 못하는 역효과를 미쳤는데49) 특히 내

수를 주력하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부정책(F=

3.32, p<.05)', '기업 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F=5.88,

p<.01)', '유통/수출창구(F=3.44, p<.05)'에서만 유의

한 차이가 있었는데,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그 중

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표 7>. 수출 위주의 기업

에서 ‘정부정책’과 ‘기업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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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수 주력 기업

(n=21)

내수-수출 주력 기업

(n=43)

수출 주력 기업

(n=14)
F

기업의 기술력 4.28 4.34 4.29 .09

기업 이미지 4.15 4.15 4.36 .53

마케팅 전략 4.35 4.51 4.75 2.05

정부 정책 3.88(B) 4.46(AB) 4.58(A) 3.32*

기업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 3.39(B) 4.07(B) 4.75(A) 5.88**

브랜드 명성 4.19 4.45 4.58 1.31

제품 품질 4.63 4.53 4.86 1.67

제품 차별화 4.57 4.49 4.58 .21

가격 4.63 4.29 4.16 .86

제품 디자인 4.63 4.49 4.43 .43

광고 및 홍보 4.30 4.23 4.50 .74

우수한 판매원 4.00 4.28 4.64 2.94

유통/수출 창구 4.06(B) 4.27(AB) 4.71(A) 3.44*

고객 서비스 4.32 4.51 4.64 1.27

*p<.05, **p<.01, ***p<.001

<표 7> 내수-수출 주력분야에 따른 기업전략과 정책 중요성 평가의 차이

통/수출 창구’ 항목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된 것은 이

항목들이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3) 기업 업종에 따른 인식의 차이

기업업종(원료 가공업체, 니트의류제조업체, 수직

적 통합업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

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어느 분야에 대해서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 업종에 따른 기

업 전략과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제품품질

(F=6.84, p<.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원료

가공업체(평균=3.83)에 비해 니트의류제조업체(평균

=4.76)와 수직적 통합업체(평균=4.53)에서 그 중요

성을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료가공업체

의 생산품에서는 품질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니트의류같은 완제품에서는 제품 품질의 차

이가 크고 그 중요성도 또한 높기 때문에 제품 품질

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 이외에, 몽골 캐시미어 산

업체 근무자들에게 몽골 캐시미어 제품의 경쟁력에

대해 설문한 결과, ‘현재 경쟁력’을 5점 척도에 4.20,

5년 후 경쟁력을 4.56로 평가해 5년 후 경쟁력을 유

의하게 더 높게 평가하였다(t=4.68, p<0.001). 이는

몽골 산업체 근무자들이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발전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몽골 캐시미어 산업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선이

시급한 산업분야를 파악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

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 캐시미어 산업체 근무자들은 캐시미어

산업 전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디자인’ 분야가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목축, 방적 등의 분야의 개선

에 대한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몽골 캐시미어 산업체 근무자들은 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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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해 ‘제품품질’, ‘제품 차별화’, ‘제품 디자인’,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였고 ‘기업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 ‘기업 이미지’등의 중요성은 상

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셋째, 기업 규모, 주력 분야에 따라서는 개선분야,

전략 및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거의 전 분야에서 개선에 대한 인식이 규모가 큰 기

업보다 높았으며, 기술력, 제품 품질,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기

업 규모에 따라 목축분야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내수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목축, 원모정련 분

야에 대한 개선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보다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출 위주의 기업

에서는 정부정책, 기업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 유통

/수출창구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기업

업종에 따라서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제

품 품질에 대해서만 니트의류제조업체와 수직적 통

합업체가 원료가공업체보다 매우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캐시미어 산업

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할 수 있다. 우선 연구의

응답자가 모두 가공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고,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는 1차 산업인 목축업의 개선과 발전보다는 가공분야

의 발전이 더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섬유의

류산업 발전단계에서 단순한 농·축산업을 통한 원료

의 생산에서 제조 과정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연스러

운 현상을 생각된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인구에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캐시미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적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임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몽골 캐시미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는 가공 및 제조분야

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3년 2월에는 1000여명의 몽골 캐시미어 산업체 인

사들이 캐시미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

부가 저금리의 지원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50).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공분야의

발전이 필수적인데 그 중에서 디자인분야는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의 개선은 제품

을 차별화하고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 품질과 디자인의 중요성은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

는데, 이는 영세한 규모의 기업일수록 품질을 개선하

고 유지하며 디자인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품질 개선이나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

원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리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특히 기술력이 낮은 작은 기업에 대해

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운용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정책은 특히 내수기업보다는 수출 주력 기

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몽골 캐시미

어 산업의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출 주력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원료의 원활

한 공급,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지원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의 다변화를 위한

유통경로와 수출 창구의 개척을 위해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몽골의 캐시미어 기업들은 대부분 외국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만이 몽골 자본이 소유하고 있

어서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가 하면, 현재는 캐시미어 원모가 원재료 그

대로 수출되기도 하는데, 정련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가공만이라도 몽골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수출된

다면 몽골 캐시미어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련(scouring), 추출(dehai-

ring)과 같은 기초 가공이 내수 주력 기업에서 더 중

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수 기업이 원료

를 적절한 가격에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몽골 산업체

인사들이 인식하는 개선분야, 전략과 정책을 종합해

보면, 마케팅이나 기업 이미지, 홍보, 유통보다는 제

품과 관련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케팅 철학 중 우수한 제품 생산에 초점을 두는 제

품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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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은 수요가 생산을 초과하는 환경에서 값싼 제품

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인 생산 개념(pro-

duction concept)에서,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는 제품

개념(product concept), 적극적 판매를 강조하는 판

매개념(selling concept)을 지나 고객을 중심으로 하

는 마케팅 개념(marketing concept), 그리고 고객을

거시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마케팅 개념(societal mar-

keting concept)로 진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몽골 산업체 인사들의 인식은 제품

개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몽골 캐시

미어 기업들이 생산에 치우쳐 있으며 독자적인 브랜

드를 운영하거나 시장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의

경제는 광석 및 캐시미어 원료 수출에 크게 의존하

는 단계로 내수 시장이 미약하고 몽골 자국 기업들

의 자본력, 기술력 및 인력의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

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중저가 캐시미어 시장을 장

악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외국 투자 기

업들에 뒤지지 않는 몽골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궁

극적으로 몽골 캐시미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

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캐시미어 산업 관

련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몽골의 다양한 지역의 샘플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

계를 지니고 있다. 선행연구에 비해서 샘플 수가 커

졌지만 79부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응답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체 인사

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 문항을 최소화하

였기 때문에, 각 항목과 관련되어 깊이 있는 내용을

질문하지 못하였다. 몽골 기업체 인사들을 접촉하여

설문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대

표성이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

여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효율적이라

고 생각된다. 또한 산업체 인사뿐만 아니라, 몽골 캐

시미어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소비자, 중간상인,

정부 인사들을 다양하게 포함하여 조사하는 종합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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