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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ze the apparel vendor work processes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future employees of clothing export units by analyzing the processes of 
vendors’ manufacturing tasks. A survey of 20 apparel vendors servicing mainly U.S. buyers 
was conducted on employees of overseas business departments working for more than five 
years. buyers. Based on the results, vendors mainly manufactured cut-and-sew knit 
products. Regarding the production method, OEM was used more frequently than ODM. 
Fourteen (70%) companies used the ODM method. This suggests that vendors are 
expanding their production method from OEM to ODM. In order to summarize the work of 
each business based on the clothing production process research results, buyers were in 
charge of planning products and the vendors were in charge of sampling. Production of 
materials and the approval of material tests were out sourced. Overseas factories of 
vendors were in charge of bulk (mass) production and garment finishing, as well as 
packaging and shipping the completed products. Even though the vendors' head offices do 
not directly produce clothes, they play a pivotal role in ensuring planning and management  
progress in clothing production. As buyers prefer direct contracts for cost reduction, the 
vendor additionally performs the role of an agent. Also, with the increase in ODM 
production ratio, the work area of the vendor is expanding. If Korean clothing exporters 
improve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by investing in the R&D of materials and design to 
enhance the ODM method, the development of Korea’s clothing and export industry will 
benefit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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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오늘날 의류산업은 세분화 분업화된 전문성을 추  , 

구하며 대부분의 의류구매업체 에서, (apparel buyer)

는 자국 내에서 디자인을 하고 국외에서 제품으로 

생산하는 대규모의 글로벌 생산체제를 사용하여 의

류생산이 국제산업으로 발전되었다(Jaeil Lee & 

이러한 특별 주문 생산 방식은 의Camille, 2010). 

류생산의 표준이 되었으며 대량생산이 일반화 보편, ·

화 되자 생산공장들은 외국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졌다 또한 의류상품은 의류 생산. 

과정에 종사하는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

들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의 글로, 

벌 브랜드 바이어 들은 홍콩 한국 중국 인(buyer) , , , 

도네시아 등에 에이전트 나 브랜치 오피스(agent)

를 두어 바잉 이나 중간관리(branch office) (buying)

를 맡기고 무역회사인 벤더 와 거래하여 의, (vendor)

류제품의 생산 및 관리를 하고 있다(E. Lee et al., 

2013).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의류산업의 특성상 의류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의류 생산 제조 절차와 생산 ·

시간을 단축해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의 손에 상품

을 전달하는 현대의 의류생산 트렌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Jaeil Lee & Camille, 2010).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원자재의 을 해외에서   1/3

수입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그 완제품의 를 , 2/3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 의존형 수출 주도형 산업구, 

조를 띄고 있다(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15).

따라서 의류무역에서 해외 브랜드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의류수출업체인 벤더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의류생산에 관한 선행연. 

구는 국내 의류생산 실태에 대한 연구(Hur, 1995; 

나 국내 의류 S. Lee, 1999; J. Kim & Oh, 2009)

브랜드의 글로벌 소싱에 대한 연구(Hong, 2004; 

국내 의류 브랜드의 아Yong, 2009; Eum, 2012), 

웃소싱에 대한 연구(Kwon, 1999; Kim & Lee, 

봉제업계의 실태 연구2004), (Uh & Sohn, 1997) 

등으로 국내 의류 브랜드의 국내 또는 해외 생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외국 브랜드의 의류생산을 , 

담당하는 의류수출업체의 업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의류수출업체의 업무에 대한 선행연구는 . 

테크니컬 디자인에 대한 특정업무에 한정되어 있으

며(A. Kim, 2010; Jaeil Lee, 2012; E. Lee, 2013), 

의류수출업체의 전반적 업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류수출업체의 전반적인 업  

무과정 현황 분석을 통하여 체계화된 업무과정을 제

공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 

업체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또한 미래의 의류수출업체 종사자에게 의류수출. 

업체의 업무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II.  

조사방법 및 기간  1. 

의류수출업체의 업무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  

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예비설문지를 작성하였

다 본 설문 조사 대상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예비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 

수정 보완된 설문지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심층면접방법은 본 설문지 작성을 위해 사용. 

한 방법이며 본 설문조사의 설문방법은 설문응답자, 

와 협의하여 직접 방문 또는 설문방법으로 e-mail 

하였다 조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 2015 3 4 4 28

까지 약 주간이다8 .

조사 대상  2. 

조사 대상 업체는 미주 바이어를 대상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즉, OEM(Original Equipment 

방식으로 의류제품을 생산 및 수출Manufacturing) 

하는 의류수출업체 곳으로 하였으며 설문 대상자20 , 

는 의류수출업체 해외영업부서 근무 경력 년 이상5

의 재직자로 하였다 예비설문 대상자는 의류수출업. 

체 해외영업부 경력 년 이상의 인으로 하였다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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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3. 

설문지는 의류수출업체에 대한 일반사항과 생산관  

련 일반사항 의류제품 생산과정의 개 영역으로 구, 3

성하였다 특히 방식의 의류제품 생산과정에 . , OEM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세분화하여 설문을 작성하였

다. 

업체 일반사항에서는 해당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바이어와 에이전트의 현황 비율에 대하여 조사하였

고 생산관련 일반사항에서는 주요 생산품목, , 

방식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시행 현황 과 비율에 대해 조사하여 의, OEM ODM 

류수출업체의 생산방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류제품의 생산과정 설문은 상품기획 생산기획  , , 

생산 포장 및 선적의 단계 순서에 따라 과정별로 , 4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및 부서에 대하여 조사하였

다 담당업체는 바이어 에이전트 의류수출업체의 . , , 

본사와 국내공장 해외공장 그리고 국내 외주업체, , 

와 해외 외주업체의 가지로 나누어 의류제품 생산7

과정 단계별로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가 의류수출업체 본사에서 이루어. 

질 경우 담당부서를 기재하도록 하여 해당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의류수출업체, 

의 해외 자사공장 또는 해외 외주업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산 국가 명을 기입하도록 하

였다. 

분석방법   4. 

 

본 연구에서는 예비설문의 심층면접 내용을 녹음   

및 정리하여 본 설문지 작성 및 생산업무 진행과정

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 

버전을 사용하여 각 항목의 비율 계산과 SPSS 12.0 

다중응답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Ⅳ

업체 일반사항  1. 

주로 미국 바이어와 거래하는 의류수출업체를 설  

문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 

브랜드와 의류시장의 범세계화 특성상 수출 대SPA 

상국을 미국에 제한하지 않고 유럽과 일본 바이어와

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 

조사 결과는 과 같다Table 1 .

설문조사 결과 와   Forever21, H&M, Mango, Zara

같은 브랜드는 새로운 상품의 회전 속도가 빠SPA 

르고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여러 국가와 해당 국가 

내의 여러 의류수출업체에 생산을 맡기게 되기 때문

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JC Penny, Kmart, 

등의 유통Kohl's, Macy's, Sears, Target, Walmart 

업체 역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생산이 필

요하여 이에 따라 여러 의류수출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문한 의류수출업체의 에이전트 이  

용 현황에 대한 설문 결과 설문업체 개 모두, 20

에이전트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100.0%)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류수출업체의 바이어가 다. 

양하므로 진행하고 있는 바이어 중 개 이상의 바이1

어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의

미한다.

바이어와 업무 진행시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와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벤더와 다이렉트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의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는 

와 같다 에이전트와 다이렉트의 비율 이 Table 2 . 7:3

개 업체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로 7 (35.0%) , 8:2 5

개 업체 이며 과 은 모두 개 (25.0%) , 10:0 9:1, 3:7 2

업체 로 나타났다 개 업체 중 곳(10.0%) . 20 3 (F, I, T)

을 제외한 곳 에서 에이전트와 다이렉트의 17 (85.0%)

비율이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비율적인 면에서도 6:4 

에이전트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설문 응답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이전에 비해 

다이렉트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 

한 결과는 다이렉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A. 

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최근 들어 글Kim(2010) . 

로벌 의류 도소매상 제조업체 중개업체들의 역할, , 

이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소싱 에이전트. 

들이 도매가격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에 

기인하는데 중개 납품을 하는 제조업체들은 직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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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Buyers of Companies Surveyed

Companies Buyers

A
Banana Republic, Belk, Benetton, Fila, Gap, JC Penney, Macy's, Mango, The Limited, 

H&M, Zara, etc. 

B Abercrombie & Fitch, Aeo, GAP, JCPenny, La Senza, Madwell, Pink, Wal-mart, etc. 

C Eva mendes, Forever 21, Kmart, Mango, Sears, etc. 

D Athleta, Belk, Forever 21, Kohl's, Walmart, etc.

E Abercrombie & Fitch, Adidas, Justice, Kmart, Nike, Reebok, Sears, etc.

F American Eagle, Costco, Gap, Pacsun, Target, Walmart, Zara, etc.

G
Ann Taylor, Charles Voegele, Dressbarn, Justice, Loft, Macy's, Michael Kors, Sears, 

Talbots, etc.

H
American Eagle, Ann Taylor, Athleta, Banana Republic, Chico's, Express, Gap, Limited, 

S.Olver, etc.

I American Eagle, Forever21, Target, JC Penny, etc.

J
Alfani, Belk, Kmart, Macy's, Marc By Marc Jacobs, Michael Kors, Nordstrom,  Sears, 

Talbots, White Black, etc.

K
Abecrombie & Fitch, DKNY, Forever 21, Gap, Hollister, JC Penny, Kmart, Kohl's, Mango, 

Sears, Target, Walmart, Zara, etc.

L
Abercrombie & Fitch, Aeo, Forever21, Gap, JC Penny, Kmart, Kohl's, La Senza, M&S, Old 

Navy, Pink, Target, Uniqlo, Walmart, etc.

M Kohl's, Target, NY& CO, Express, Limited, Chico's, Talbots, Forever21, H&M, etc.

N
Target, Kohl's, JCPenny, Kmart, Sears, Gap, Old Navy, H&M, Zara, Guess, J.crew, White 

Black, Athleta, Banana Republic, etc.

O
Anntaylor, Loft, Athleta, Club Monaco, Macy's, Mango, White Black, JC Penney, Forever 

21, Sears, Tommy Hilfiger, etc.

P Target, Kohl's, Forever 21, Ralph Lauren, Walmart, Tommy Hilfiger, BCBG Maxazria, etc.

Q
Abercrombie & Fitch, Banana Republic, Bebe, Belk, Forever21, Kmart, Kohl's, Macy's, 

etc.

R
Target, Wal-mart, Columbia, JCPenny, Hema, Forever 21, H&M, Carhartt, Jan Sports, 

North Face, etc.

S Ann Taylor, Express, Loft, Michael Kors, Talbots, TJmaxx, etc.

T
Abercrombie & Fitch, Banana Republic, BCBG, Gap, H&M, Holister, Old Navy, Sear's, 

Target, The Limited, Victoria Secret, etc.

약을 하는 제조업체들에 비해 마진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규모와 평판을 가진 . 

제조업체들은 직접계약을 선호하고 있으며 바이어 , 

입장에서도 생산지역의 제조업체에 대한 경험을 축

적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한 소싱 오피스를 자체적으

로 설립하고 있다(H. Lee, 2013, January 31).

생산관련 일반사항  2. 

설문업체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 

봉제니트제품 이라고 응답한 업(cut-and-sew knits)

체가 곳 직물제품14 (70.0%), (woven fabric clothes)

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곳 으로 나타났다6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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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주요 생산품목에 대해 질문한 (Table 3). 

것이므로 봉제니트제품과 직물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업체도 포함된 결과이다 봉제니트제품은 영어로 . 

로 편물로 짠 천을 재단한 경우‘cut-and-sew knit’

로 소재는 니트이나 일반 의류제품과 같이 재단과 , 

봉제의 공정을 거쳐 의류제품으로 제작한 것을 일컫

는다 직물제품이란 경사와 (“cut and sewn”, 1997). 

위사가 서로 아래위로 교차하여 직조되는 원단

을 사용하여 만들(“woven fabric”, 2015, April 27)

어진 의류를 말한다.

설문업체 중 과 방식의 생산을 하는 업  OEM ODM 

체가 개 방식의 생산만 하는 업체14 (70.0%), OEM 

가 개 로 나타났다 방식의 6 (30.0%) (Table 4). OEM 

수출에 한정되어 있던 과거와는 달리 개 업체 중 20

곳 을 제외한 개 업체에서는 6 (C, D, E, H, I, R) 14

바이어로부터 디자인을 받아 단순히 생산만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상품을 직접 개발하여 바이OEM 

어에게 제시하는 방식의 생산도 병행하는 것ODM 

으로 나타났다. 

의류수출업체들이 단순 임가공 형태의 방식  OEM 

Table 2. Agent and Direct Ratio

Items

Statistics

Agent : Direct
Total

10:0 9:1 8:2 7:3 6:4 4:6 3:7

Numbers of 

Companies
2 2 5 7 1 1 2 20

Percentage (%) 10.0 10.0 25.0 35.0 5.0 5.0 10.0 100.0

Table 3. Companies' major Manufacturing Items

 Items

Statistics
Cut-and-sew knits

Woven fabric 

clothes
Etc. Total

Numbers of 

Companies
14 6 0 20

Percentage (%) 70.0 30.0 0.0 100.0

Table 4. OEM and ODM Manufacturing Status

 Items

Statistics
OEM + ODM OEM Total

Number of Companies 14 6 20

Percentage (%) 70.0 30.0 100.0

에서 벗어나 방식으로 생산체제를 속속 전환ODM 

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체제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후발국 기OEM 

업들의 거센 추격을 받았지만 디자인 역량이 뒷받, 

침되어야 하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입지를 다ODM 

시 강화하고 있다(Jeongho Lee, 2010, January 

의류수출업체 중 방식 생산을 하는 경우24). ODM 

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식 생산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개   ODM 14

업체를 대상으로 과 수출의 비율에 대해 OEM ODM 

조사한 결과는 와 같다 응답방법은 과 Table 5 . OEM

의 비율을 직접 기입하게 한 결과 이 개 ODM , 9:1 12

업체 가 개 업체 로 나타났다(85.7%), 8:2 2 (14.3%) . 

과 수출 비율은 비중이 확연히 높OEM ODM OEM 

았지만 고정 투자비를 줄이려는 세계 유명의류 브, 

랜드 업체들과 영업마진을 높이려는 아웃소싱 업체

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방식이 빠른 ODM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Jeongho Lee, 2010, 

이기 때문에 전망 또한 밝을 것으January 24) ODM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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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EM and ODM Ratio

 Items

Statistics

OEM : ODM
Total

9:1 8:2

Number of Companies 12 2 14

Percentage (%) 85.7 14.3 100.0

의류수출업체의 의류제품 생산과정  3. 

   

의류수출업체에서 생산하는 의류제품의 생산과정   

순서에 따라 과정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및 부

서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의류수출업, 

체의 생산과정별 업무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담당 업체는 바이어 에이전트 의류(buyer), (agent), 

수출업체 의 본사 와 국내 공장(vendor) (head office)

해외 공장(domestic factory), (overseas factory), 

국내 외주업체 와 해외 외주(domestic outsourcing)

업체 의 개로 나누어 응답하(overseas outsourcing) 7

도록 하였다.

상품기획  1) 

의류제품 생산과정에서 상품기획 업무에 대한 담  

당업체의 역할 구분을 조사한 결과 개의 (Table 6), 9

상품기획과정 중 상품기획 및 디자인 전개(product 

작업지시서 작성planning & design development), 

샘플 품평회(making technical package), (sample 

와 생산 결정 및 주문convention) (production 

은 바이어업체에서 이루어decision & order) 100% 

지고 있었다 이는 설문 시 을 기준으로 했기 . OEM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의 경우에는 기획 및 디ODM

자인 전개 작업지시서 작성 등의 과정이 의류수출, 

업체 본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기획된 상품의 개발을 위한 제작과   first pattern 

제작 완성된 development sample , development 

발송 업무는 의류수출업체 본사에서 진행한sample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개 업체 개 12 (65.0%), 14

업체 개 업체 로 나타났다 개발(70.0%), 18 (90.0%) . 

과정에서 처음 제작하는 패턴인 의 제작first pattern

을 바이어나 의류수출업체 공장 외주업체에서 제작, 

  

하는 경우도 있고 제작을 의, development sample 

류수출업체 공장이나 외주업체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의류수출업체 본사의 주요 업무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완성된 . development sample 

발송을 에이전트가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의

류수출업체 본사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란 바이어로부터 작업지시서development sample

를 받은 후 최초로 만들어지는 초기 샘플로 주문을 

받기 위해 제작되며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보통 차1

에서 차 샘플 제작까지 진행된다고 하였다2 .

제작을 하는 곳은 국내 외주업체 개   Lab dip 10

업체 해외 외주업체 개 로 나타나 (45.4%), 6 (27.3%)

제작은 주로 외주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lab dip 

나타났다 복수응답을 한 업체의 경우 조건에 맞는 . 

업체 중 최대한 빨리 생산 가능한 곳을 선택해야 하

므로 그 당시 상황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의 외주업

체에서 제작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란 대. lab dip

량생산 전 색상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만들

어지는 작은 견본 이다 대부(swatch) (Janet,  2012). 

분 바이어가 메인 으로 생각하는 색상에 대한 (main)

샘플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색상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은 을 요청하게 된다 의류수출lab dip . 

업체 본사 해외영업부에서는 원단업체에게 바이어가 

원하는 조건의 원단에 제작을 요청하고 원lab dip , 

단업체에서는 염료가 담긴 비커에 원단조각을 넣어 

색상을 입혀낸다 염색된 원단은 조명에 따라 색상. 

이 다르게 보이므로 바이어들이 원하는 조건에 일치

시키기 위해 같은 색상이지만 염료의 비율을 약간씩 

다르게 조절하여 여러 단계의 색상을 뽑아낸다 완. 

성된 샘플은 색을 평가하기 위해 이상적인 온도와 

습도 빛을 설정해 놓은 에 분 동안 배, light bo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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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nies' Product Plans                                                            (N=20)  

  Companies

Process

Buyer Agent

Vendor Outsourcing

Total
Head office

Domestic

factory

Overseas 

factory
Domestic Overseas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Product planning & 

design development
20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 100.0

Making technical 

package
20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 100.0

Making first pattern 2 10.0  0 0.0 13 65.0 2 10.0  1 5.0  2 10.0  0 0.0 20 100.0

Making development 

sample
0 0.0  0 0.0 14 70.0  2 10.0  2 10.0  2

10.

0
 0 0.0 20 100.0

Sending development 

sample
0 0.0  2 10.0 18 90.0  0  0.0  0 0.0  0 0.0  0 0.0 20 100.0

Lab dip* 0 0.0  0 0.0  0 0.0  2 9.1  4 18.2 10 45.4  6 27.3 22 100.0

Strike off* 0 0.0  0 0.0  0 0.0  2 9.1  3 13.6 11 50.0  6 27.3 22 100.0

Sample convention 20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 100.0

Production decision & 

order
20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0 100.0

* plural response, : Number of companies, : Percentage (%)① ②

치하여 색상을 확인 한 후 에이전트와 (Janet, 2012)

바이어에게 발송한다. 

제작을 하는 곳은 국내 외주업체 개  Strike off 11

해외 외주업체 개 업체 의류수출(50.0%), 6 (27.3%), 

업체 해외공장 개 의류수출업체 국내공장 3 (13.6%), 

개 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의 경우 국내 또는 2 (9.1%) . 

해외의 외주업체공장에서 제작된다고 응답하였다. 

는 제품에 구현될 프린트 자수 등의 디자Strike off , 

인을 직물에 찍어 낸 샘플이다(Jackson & Shaw, 

바이어가 원하는 프린트 디자인을 요구하면 2000). 

의류수출업체 본사 해외영업부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조건의 프린트를 생산업체에 주문하여 제작된 샘플

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바이어에게 보낸다 업체에 . 

따라 등으로 다르게 쓰이며 에쓰s/off, s.off, s.o ‘

오 라고 말한다’ . 

과 의 경우   Lab dip strike off development 

과 동시에 진행되며 제작될 원단에 대한 품sample

질 승인이 되면 바로 을 진행한다 그러나개lab dip . 

발과정이 끝난 후 진행한다는 업체도 있는 것을 보

아 이 역시 바이어에 따라 진행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기획  2) 

생산기획 단계별 업무 담당업체는 과 같  Table 7

다 개의 업체가 작업지시서 확인. 1 (checking 

을 에이전트에서 한다고 응답한 technical package)

것을 제외하면 생산 스케줄(production schedule) 

작성 작업지시서 확인 원가 계산 요척산, , (costing), 

출 원단 발주 부(estimating yield), (fabr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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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발주 와 생산공장 선정(trim order) (selecting 

등의 업무를 모두 의류수출업체 본사에서 factory)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마다 해외영업부. , 

영업관리부 본부 등 부서, FA(factory automation) 

명이 다르지만 바이어 상담 주문 및 생산관리 샘, , 

Table 7. Companies' Production Plans                            (N=20)

Companies

Process

Buyer Agent

Vendor Outsourcing

TotalHead 

office

Domestic

factory

Overseas 

factory
Domestic Overseas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Production schedule  0 0.0  0 0.0 20 100.0  0  0.0  0  0.0  0  0.0  0  0.0 20 100.0

Checking Technical 

Package*  0 0.0  1 4.8 20  95.2  0  0.0  0  0.0  0  0.0  0  0.0 21 100.0

Estimating yield  0 0.0  0 0.0 20 100.0  0  0.0  0  0.0  0  0.0  0  0.0 20 100.0

Costing  0 0.0  0 0.0 20 100.0  0  0.0  0  0.0  0  0.0  0  0.0 20 100.0

Fabric Order  0 0.0  0 0.0 20 100.0  0  0.0  0  0.0  0  0.0  0  0.0 20 100.0

trim Order  0 0.0  0 0.0 20 100.0  0  0.0  0  0.0  0  0.0  0  0.0 20 100.0

Selecting Factory  0 0.0  0 0.0 20 100.0  0  0.0  0  0.0  0  0.0  0  0.0 20 100.0

 

* plural response, : Number of companies, : Percentage (%)① ②

원부자재 생산  3) 

취급방법 및 기타 라벨 승인 은 의  (label approval)

류수출업체 본사에서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개18

로 가장 많았고 복수 응답한 경우에는 개 (81.8%) , 4

업체 가 바이어에서 한다고 하였다(18.2%) (Table 8).

취급방법 및 기타 라벨은 제품의 적절한 취급방법  

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에 붙

이는 작은 라벨로 짧고 의미 있는 단어나 기호가 , 

표시되어 있다. 

원단 생산 을 해외 외주업체에  (fabric production)

서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개 로 가장 많았11 (42.9%)

고 국내 외주업체와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에서 한, 

다고 한 업체가 개 로 나타났다 해외 외주8 (28.6%) . 

업체의 경우 중국 곳 베트남 곳으로 중국이 가장 9 , 4

플진행 협력업체 관리 등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 

있어 생산기획에 관한 부분은 위의 부서들에서 전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구매팀이. 

나 원부자재팀이 있는 업체에서는 원단 및 부자재 

발주를 이들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많았으며 의류수출업체 자체공장은 베트남 곳 중, 4 , 

국 곳 멕시코 곳으로 베트남이 더 많았다 의류3 , 1 . 

수출업체의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봉

제공장이 있는 베트남에 의류수출업체의 원단공장도 

현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 업체 중 중20

복 응답을 한 곳은 개 업체로 그 중 곳은 국내 또7 5

는 해외 외주업체에서 생산한다고 하였고 곳은 의, 2

류수출업체의 해외공장 또는 해외 외주업체에서 생

산한다고 응답하였다. 

부자재 생산 은 외주업체에서 주  (trim production)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주업체라고 . 

응답한 업체가 개 해외 외주업체라고 응12 (44.4%), 

답한 업체가 개 였다 중복응답을 한 곳11 (40.8%)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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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생산업체로 국내 또는 해외 외주업체를 선택하

였다 부자재 공장이 있는 국가는 해외 외주업체의 . 

경우 중국 곳 베트남 곳 홍콩 인도네시아가 각9 , 2 , , 

각 곳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의 경우 중국 곳1 , 2 , 

멕시코 베트남 타이완 터키가 각각 곳으로 나타, , , 1

났다 그러므로 원단과 부자재 생산은 중국에 있는 . 

외주업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원단 및 부자재 실험 승인  (fabric / trim test 

또한 외주업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approval) 

Table 8. Fabric and Trim Production Companies                                               (N=20)

   Companies

Process

Buyer Agent

Vendor Outsourcing

TotalHead 

office

Domestic

factory

Overseas 

factory
Domestic Overseas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Label approval*  4 18.2  0 0.0 18 81.8  0 0.0  0 0.0  0 0.0  0 0.0 22 100.0

Fabric production*  0 0.0  0 0.0  0  0.0  0 0.0  8 28.6  8 28.6 11 42.9 27 100.0

trim production*  0 0.0  0 0.0  0  0.0  0 0.0  4 14.8 12 44.4 11 40.8 27 100.0

Fabric / trim test 

approval*
 1 2.8  0 0.0  7 19.4  1 2.8  5 13.9 11 30.6 11 30.6 36 100.0

 

* plural response, : Number of companies, : Percentage (%)① ②

의류생산  4) 

대량생산을 위한 샘플링 담당업체는 와 같  Table 9

다 제작은 개 업체 가 의류수. Fit sample 14 (70.0%)

출업체 본사에 있는 샘플실에서 제작한다고 응답하

였으며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에서 이 제, fit sample

작된다고 응답한 곳 곳 은 제작3 (15.0%) fit sample 

부터는 의류수출업체 본사 샘플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업체의 해외공장에서 제작된다고 하였다. 

이란 주문이 이루어진 후 최적의 핏을 맞Fit sample

추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샘플로 원단 색상에 대한 

부분과 디테일의 수정이 이루어진다(Fasanella, 

보통 차 샘플에서 통과되지만 제품의 상2011). 1·2

태가 안 좋거나 스펙이 잘 맞지 않을 경우 차 혹은 3

그 이상 진행될 경우도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주업체와 해외 외주업체에. 

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업체가 각각 개11 (30.6%)

였다 해외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중국 베트남. , , 

인도네시아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시험연구원FITI

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주업체에서 원단과 . 

부자재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업체도 있었다 생산된 원단은 의. 

류수출업체 본사 품질관리팀 해외영업부 등에서도 ,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업체에서 

복수응답을 하였다.

제작된 에 대한 핏과 스펙 확인  fit sample

은 의류수출업체 본사에서 이(checking fit & spec)

루어진다고 응답한 업체가 개 로 가장 많18 (75.0%)

았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류수출업체 본사의 , 

해외영업부에서 확인하고 팀이 TD(technical design)

있는 업체의 경우 팀과 해외영업부가 함께 진행TD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착 진행은 의류수출업체   Sample tag (tagging) 

본사에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업체가 개18 (81.8%)

로 가장 많았다 은 해당 샘플의 날짜. Sample tag , 

샘플번호 스타일 번호 상품 개발 단계 복, , (status), 

종, 부서 이름과 상품 카테고리 중간업자 혹은 공, 

장 이름 판매 계절 색상과 코드 직물과 성분 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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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 대체된 부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 

의류에 부착하는 것으로(Jaeil Lee & Camille, 

주로 의류수출업체의 해외영업부에서 바이어2010) 

에게 보내기 전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송 도 fit sample (sending fit sample)

대부분 의류수출업체 해외영업부에서 발송하고 있는 

것 개 업체 으로 나타났으나 에이전트나 (17 , 77.3%)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에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

다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에서 발송하는 경우 비용 . 

절감을 위해 현지 직원이 제작된 샘플의 스펙과 핏

을 확인하고 직접 바이어업체에 발송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샘플은 해외공

장에서 제작 후 현지 직원들에 의해서 핏 스펙 디, , 

테일 등이 체크되어 와 함께 의류수comment sheet

출업체 본사로 전달되면 본사에서는 comment 

를 참고하여 샘플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추가 sheet

사항을 확인한 후 바이어 양식 에 맞는  (format)

를 제작하여 샘플과 함께 발송한다comment sheet

고 하였다 즉 추가적인 샘플 리뷰와 코멘트를 확. , 

Table 9. Mass Production Sampling                                                           (N=20)

   Companies

Process

Buyer Agent

Vendor Outsourcing

TotalHead 

office

Domestic 

factory

Overseas 

factory
Domestic Overseas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Making fit sample  0 0.0  0  0.0 14 70.0  3 15.0  3 15.0  0  0.0  0  0.0 20 100.0

Checking fit sample 

fit·spec*  0 0.0  1  4.2 18 75.0  2  8.3  3 12.5  0  0.0  0  0.0 24 100.0

Tagging*  0 0.0  0  0.0 18 81.8  2  9.1  2  9.1  0  0.0  0  0.0 22 100.0

Sending fit sample*  0 0.0  3 13.6 17 77.3  1  4.5  1  4.5  0  0.0  0  0.0 22 100.0

Making production 

pattern
 0 0.0  0  0.0  8 40.0  1  5.0 12 60.0  0  0.0  0  0.0 20 100.0

Making pre-production 

sample
 0 0.0  0  0.0  7 35.0  0  0.0 13 65.0  0  0.0  0  0.0 20 100.0

Checking 

pre-production sample

fit·spec*

 0 0.0  0  0.0 17 60.7  0  0.0 11 39.3  0  0.0  0  0.0 28 100.0

* plural response, : Number of companies, : Percentage (%)① ②

 

인하기 위해 생산공장에서 본사로 샘플이 전달된 후 

바이어에게 발송되는 것이다.

은 생산용 공업용 패턴으로  Production pattern ( ) , 

제작은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업체가 개 로 가장 많았고 의류수출업체 12 (60.0%) , 

본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업체도 개 로 나8 (40.0%)

타났다 은 생산 전 샘플로. Pre-production sample , 

제작은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응

답한 업체가 개 로 가장 많았다 의류수출13 (65.0%) . 

업체 본사라고 응답한 개 업체 는 공장에서 7 (35.0%)

제작되어야 하나 본사에서 진행한다고 하였다. 

은 제품의 메인 대량생산 전Pre-production sample ·

에 핏 원단 색상 디테일 등이 모두 승인된 상태에, , , 

서 본 작업에 맞게 모든 조건을 일치시킨 후 대량생

산이 될 것인지 보기 위한 최종샘플로 이PP sample

라 불린다 에 대한 핏 스. Pre-production sample , 

펙 확인은 수정 보완사항 및 작성과 정· sample tag 

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대부분 의류수출업체 본사 해

외영업부에서 진행되며 제작된 샘플 확인을 위해 , 

공장에서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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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대량생산 공정 업무별 담당업체는   Table 

과 같다 그레이딩 및 마커 제작10 . (grading) (marker 

은 주로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이나 의류수making)

출업체 본사의 팀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CAD

다 그레이딩에서 개 업체 와 마커 제작에. 15 (57.7%)

서 개 업체 가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에서 13 (61.9%)

제작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그레이딩과 마커 제작. 

은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장뿐만 아니라 의류수

출업체 본사의 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CAD

것을 알 수 있다.

연단 및 재단 봉제  (spreading & cutting), (sewing)

는 개 업체 모두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20 (100.0%) 

에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여 모든 설문업체가 해외

에 자사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장. 

은 주로 인도네시아 개 베트남 개 필리핀(18 ), (15 ), (4

개 과테말라 개 니카라과 및 캄보디아 개 타), (3 ), (2 ), 

이완 개 미얀마 개 아이티 개 에 있었다 이는 (1 ), (1 ), (1 ) . 

원단 및 부자재를 생산하는 의류수출업체의 해외공

장 국가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원단과 부자재. 

의 해외 생산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베

트남에서 일부 이루어지나 의류를 제작하는 연단 및 

재단 봉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중국에서도 의. 

류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국의 위안화 절상 

및 인건비 상승 문제로 인하여 중국을 경유하는 해

외수출 가공무역 의 감소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 )

제조기업의 상당부분이 상쇄됨에 따라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의류제작 공정은 동남아시아로 이전된 

것을 알 수 있다(B. Lee & Je, 2010; Eum, 2012). 

또한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에 공장이 , 

있는 업체는 년 발효된 2009 CAFTA-DR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미 중미 자유무역협정 로 중남미지역에Agrement, - )

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무

관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남미의 수출단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의 지리적 근접성 이점이 존재하고 수입단가가 

기준에 따라 운송비가 낮게 FOB(Free On Board) 

책정되어 높은 수출 단가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산국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중

국보다는 동남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로 주요 생산지

를 이전하였다 아직까지는 소수업체(H. Lee, 2013). 

만 니카라과와 과테말라 같은 중남미 지역에 생산공

장을 설립하였지만 생산 국가의 무역조건에 따라 의

류수출업체가 공장의 소재지를 선택한다면 수출에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워싱 및 후처리 공정은 의  (washing & finishing) 

류수출업체 해외공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업체

가 개 해외 외주업체에서 이루어진다고 12 (60.0%), 

응답한 업체가 개 로 나타났다 의류수출업8 (40.0%) . 

체 해외공장의 경우 베트남 개 인도네시아 개 에(6 ), (5 )

서 진행되고 해외 외주업체의 경우 중국 개 베트, (4 ), 

남 개 인도네시아 개 에서 진행된다고 응답하여 (3 ), (2 )

의류수출업체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의 는 으로 생  TOP sample TOP top of production

산샘플을 의미한다 확인은 본 작업 . TOP sample 

생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을 확인하는 곳은 의류수출업체 . TOP sample

해외공장 의류수출업체 본사 에이전54.1%, 27.0%, 

트 바이어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10.8%, 8.1% , 

많은 중복응답이 나온 항목이다 본 제품인 만큼 여. 

러 업체들이 함께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바이어의 경우 생산공장 현지에 바이어 측 직원. 

을 파견하고 의류수출업체 본사에서는 해외영업부 , 

직원을 파견하여 을 확인하는 것으로 TOP sample

나타났으며 생산공장에서는 공장 현지직원이 , TOP 

확인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sample . TOP 

은 생산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수정이 sample

어렵고 모든 사이즈와 색상으로 제작된다고 하였다.

완제품 테스트 즉 검품 은 개 업체  , (inspection) 18

가 해외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85.7%)

났다 완제품 테스트는 생산공장 실험실 내에서 이. 

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 자 검사소에 의뢰하여 3

직원이 공장으로 파견 나오거나 검사할 제품을 제3

자 검사소에 보내어 완제품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완제품 테스트는 수출될 국가의 . 

품질 기준에 준하여 랜덤으로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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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roduction Processes                                                               (N=20)

   Companies

Process

Buyer Agent

Vendor Outsourcing

TotalHead 

office

Domestic 

factory

Overseas 

factory
Domestic Overseas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Grading*  0  0.0  0 0.0 11 42.3  0 0.0 15  57.7  0  0.0  0  0.0 26 100.0

Marker making*  0  0.0  0 0.0  7 38.1  0 0.0 13  61.9  0  0.0  0  0.0 21 100.0

Spreading & cutting  0 0.0  0 0.0  0 0.0  0 0.0 20 100.0  0 0.0  0 0.0 20 100.0

Sewing  0 0.0  0 0.0  0 0.0  0 0.0 20 100.0  0 0.0  0 0.0 20 100.0

Washing & finishing  0 0.0  0 0.0  0 0.0  0 0.0 12  60.0  0 0.0  8 40.0 20 100.0

Checking TOP 

sample*  3 8.1  4 10.8 10 27.0  0 0.0 20  54.1  0 0.0  0 0.0 37 100.0

Inspection*  0 0.0  0 0.0  0  0.0  0 0.0  3  14.3  0 0.0 18 85.7 21 100.0

 

* plural response, : Number of companies, : Percentage (%)① ②

Table 11. Packing and Shipping Processes                                                    (N=20)

   Companies

Process

Buyer Agent

Vendor Outsourcing

TotalHead 

office

Domestic 

factory

Overseas 

factory
Domestic Overseas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Packing  0 0.0  0 0.0  0 0.0  0 0.0 20 100.0  0 0.0  0 0.0 20 100.0

Checking shipping 

sample*  3  9.1  3  9.1 10 30.3  0 0.0 17  51.5  0 0.0  0 0.0 33 100.0

Shipping  0 0.0  0 0.0  0 0.0  0 0.0 20 100.0  0 0.0  0 0.0 20 100.0

 * plural response, : Number of companies, : Percentage (%)① ②

포장 및 선적  5) 

최종제품의 포장 및 선적을 담당하는 업체는   

과 같다 포장 과 선적Table 11 . (packing) (shipping)

은 제품이 생산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개 업체 포장은 크기부터 방법까(20 , 100.0%). 

지 매뉴얼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 를 다. Hang tag

는 위치나 접는 방법 포장도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 

미치기 때문에 작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박스 포장 또한 여(Jaeil Lee & Camille, 2010). 

러 스타일을 각 국가 각 업체에서 받아보는 바이어, 

의 입장에서는 포장이 통일되어있지 않다면 구별하

기 힘들기 때문에 바이어별로 매뉴얼을 정해놓고 있

다 확인은 선적 전 배송이 가능. Shipping sample 

한 품질인가를 점검 받기 위한 것으로 현지공장에 

있는 바이어 측 직원이나 생산공장 의류수출업체 , 

본사의 담당자 및 품질관리자가 검사한다 이들은 . 

최종 작업지시서를 가지고 모든 색상 원단 부자재 , , 

등에 대해 꼼꼼하게 비교 평가하고 의류의 치수와 · , 

스펙에 대해서는 오차허용치수 안에 든다면 승인을 

한다 최종제품 선적은 (Jaeil Lee & Camille, 2010). 

이 승인된 후 제품을 생산한 공장shipping sample , 

에서 선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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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출업체의 의류제품 생산과정에 대한 설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

계별 업무 특성을 정리하면 과 같다Figure 1 .

바이어업체는 상품 기획 및 디자인 전개  (product 

와 작업지시서 작planning & design development)

성 을 하여 의류수출업(making technical package)

체인 벤더에 샘플을 요청한다 방식의 생산이 . ODM 

진행될 경우 상품 기획 및 디자인 전개는 의류수출

업체의 부서에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이루어진다 기획된 상품 개발을 위한 . first pattern 

및 제작 완성된 샘플 발송은 development sample , 

의류수출업체 본사에서 진행한다 샘플의 스펙 및 . 

주요사항은 해외영업부에서 확인하며 샘플에 대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경우 코멘트 작성을 하여 · sample 

와 함께 샘플에 부착하여 바이어에게 샘플을 발tag

송한다 샘플 제작과정마다 에이전트에서 샘플을 확. 

인하는 경우도 있다 진행과 . Development sample 

동시에 과 는 바이어의 요구를 반영lab dip strike off

하여 주로 외주업체에서 제작한다 완성된 . lab dip

과 샘플은 바이어와 에이전트에게 보내 strike off 

승인을 받는다 이 바이어에게 . Development sample

보내지면 현지에서 바이어 디자이너 머천다이저 , , 

등이 참여하는 품평회 를 개최하여 생산(convention)

할 의류수출업체인 벤더를 선정(selecting vendor)

한다 바이어업체는 선정된 벤더와 함께 생산수량을 . 

결정한다.

주문을 받은 의류수출업체 본사의 해외영업부에서  

는 생산 스케줄 작성 작업지(production schedule) , 

시서 확인 요척 산출(checking T/P), (estimating 

원가 계산 원단 및 부자재 발주yield), (costing), 

와 생산공장 선정(fabric/trim order) (selecting 

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한다factory) . 

취급방법 및 기타 라벨 승인은 의류수출업체 본사  

에서 하고 원단 생산 은  해외 , (fabric production)

외주업체에서 하며 부자재 생산 은 , (trim production)

국내 외주업체에서 한다 생산된 원단 및 부자재 실. 

험승인 은 해외 외주업체(fabric/trim test approval)

에서 한다.

대량생산을 위한 샘플링 중 은 의류수  fit sample

출업체 본사에 있는 샘플실에서 제작하고 해외영업, 

부에서 핏과 스펙을 확인 하며(checking fit & spec) , 

팀이 있는 경우 함께 진행한다TD . Development 

제작과 제작은 대pattern pre-production sample 

량생산이 이루어질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에서 이루

어진다.

그레이딩 마커 제작  (grading), (marker making), 

연단 및 재단 봉제(spreading & cutting), (sewing), 

워싱 및 후처리 공정 과 (washing & finishing) TOP 

확인 검품sample (checking TOP sample), 

은 해외 외주업체를 이용한다(inspection) .

포장 및 선적 단계에서는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  

에서 바이어의 패킹 매뉴얼에 따라 최종제품을 포장

하고 을 검사하여 오차가 (packing) shipping sample

없거나 오차허용치수 안에 든다면 제품을 선적

하여 바이어에게 보낸다(shipping) .

이러한 의류수출업체의 의류제품 생산과정에 대한   

설문 결과 상품기획 생산기획 원부자재 생산 대, , , , 

량생산을 위한 샘플링 의류생산 포장 및 선적의 , , 

각 단계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이어업체는 주로 상품기획을 . 

담당하고 의류수출업체 본사는 생산기획과 대량생, 

산을 위한 샘플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내와 해외 외주업체에서는 원부자재 생산 및 실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으며 후처, 

리 공정은 해외 외주업체와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

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의류수출업체 해외공장. 

에서는 의류의 대량생산과 완제품을 포장하고 선적

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Ⅴ

본 연구는 의류수출업체의 전반적인 업무과정 현  

황 분석을 통하여 체계화된 업무과정을 제공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업체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 

한 미래의 의류수출업체 종사자에게 의류수출업체의 

업무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주로 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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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yer

        : Head office of vendor

        : Overseas factory of vendor

        : Domestic outsourcing

        : Overseas outsourcing

Trim production
* Domestic/overseas 

outsourcing

- Lab dip

 - Strike off

Product planning & design development

Making technical package

Requesting sample

Making first pattern

Fabric production

Fabric/trim
test approval

Fit sample

- Making sample

- Checking fit & spec

- Tagging

- Sending sample

Production planning

- Production schedule

- Checking T/P

- Estimating yield

- Costing

- Fabric/trim order

- Selecting factory

Selecting vendor & convention

Development sample

- Making sample

- Checking fit & spec

- Tagging

- Sending sample 

Checking shipping sample

Shipping

Grading

Washing & finishing

Maker making

Spreading & cutting

Sewing

Packing

Checking TOP sample

Making production pattern

PP sample

Inspection

Label approval

   

Figure 1. Apparel Vendor Work Proces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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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출업체 곳의 해외영업부 직원 중 경력 년 20 5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 의류수출업체

의 업체 일반사항 생산관련 일반사항 의류제품 생, , 

산과정의 가지 영역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3 .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사항으로 의류수출업체의 바이어 현황을 조사  

한 결과 설문업체 간에 바이어가 중복되는 경우가 , 

다수 있었다 이는 규모가 큰 유통업체 바이어와 . 

브랜드 바이어의 생산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SPA 

나타났다 또한 바이어와 의류수출업체의 업무 진행 . 

시 에이전트를 중간에 두고 진행하는 비율이 다이렉

트로 진행하는 비율보다 확연히 높았다 그러나 인. 

터뷰 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 에이전트와 업무 진행

을 하지만 최근에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지 않고 의류

수출업체에 다이렉트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 

한 의류수출업체의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직물제품보

다 봉제니트제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방식은 과 의 비율이 또는 로 OEM ODM 9:1 8:2

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개 업체 에OEM , 14 (70%)

서 생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ODM 

의류수출업체들이 에서 으로 생산방식을 OEM ODM

확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류수출업체의 의류제품 생산과정에 대한 설문   

결과 의류수출업체들은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한 후 , 

원부자재를 국내외 외부업체에서 조달하거나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동남아시아 등지에 해외생, 

산법인을 설립해 생산공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해외 생산공장에서는 단순 생산업무인 재단. , 

봉제 후처리 포장 선적 등을 담당하고 의류수출, , , , 

업체 본사에서는 직접적인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생

산 스케줄 작성 원부자재 발주 생산공장 선정 등, , 

의 생산 준비를 기획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조율한

다 또한 제작된 샘플과 원부자재 완제품을 재확인. , 

하여 바이어에게 발송한다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 

그에 대한 내용을 생산업체에 전달하는 등 생산과정

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높은 품질의 제

품을 생산하기 위해 바이어와 생산공장 사이에서 업

무를 원만히 조율하고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등 

의류수출업체 본사는 의류생산 업무진행에 있어서 

주축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사의 해외영업부. 

가 교두보가 되어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

로 해외영업부는 의류수출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

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류수출업체의 규모에 . 

따라 해외영업부의 역할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규모가 작은 의류수출업체의 경우 해외영업부에서 

원부자재 발주부터 거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반면 규모가 큰 의류수출업체의 경우에는 다양한 , 

업무 세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의류수출업체의 업무과정 분석에 관한 본 연구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의류수출업체 본사는 직접적으로 

의류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으나 바이어에게 주문을 

받아 샘플을 진행하고 원부자재 및 의류제품의 생산

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생산업무 진행의 중심축이 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바이어들이 비용. 

을 절감하기 위하여 직접 계약을 선호하게 되면서 

의류수출업체가 에이전트의 업무까지 병행하고, 

생산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기획 업무까지 ODM 

담당하게 되면서 의류수출업체의 업무 영역이 확장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의류수출업체는 생산 기획 . 

및 관리뿐만 아니라 원단 및 부자재 디자인 연구 , 

개발에 물적 인적 투자를 하여 방식의 생산을 · ODM 

늘려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앞으로 국내 의

류수출업체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또한 중. 

국의 위안화 절상 및 인건비 상승문제로 인하여 노

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가진 봉제공장이 인도

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

였던 점과 와 같은 중남미 지역에서 미CAFTA-DR

국으로 수출하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유리한 무역조건과 주요 생산국의 

인건비 동향 등의 외부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

찰을 통해 공장 소재지를 선택한다면 국제 경제력에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의류수출업체 중 일부 업체  

의 해외영업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의류수출업체의 전반적인 방OEM 

식 업무과정에 중점을 두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의

류수출업체의 원단 및 부자재 생산 부문과 방ODM 

식의 생산 업무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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