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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기북부 지역 내 섬유패션산업은 23개 제조업종  가장 큰 비 (17.7%, 10인 이상 사업체 수 기 )을 차지하는 

추 기반산업이다. 하지만 소규모 공정별 임가공 업체가 다수이고 최근 이 임가공업체에 오더를 주던 형 벤더의 해

외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오더가 감하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한 정책요인을 분석하고 구체  정책

제언을 해. 각종 산업통계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련 산업규모의 변화추이, 경 환경 변화 등을 악한 결과와 련 

문헌조사 등의 선행연구결과  산‧학‧연‧  문가의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AHP 연구모형(4개 계층, 36개 요소)을 설계하

고. 계층 간   계층 내 요인(요소)들 간 비교를 통해 상  요도  우선순 를 도출하 다. 한 이 연구모형 

 그 도출 결과를  반 한 섬유패션산업의 비 , 략, 핵심과제  세부추진과제를 구체 으로 제안하여 본 연구결과의 

유용성  활용성을 제고하 다.

주제어 :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 정책요인, 계층분석법, 분업화체계, 업․융합생태계

Abstract  Textile‧fashion industry is a core foundation industry, having the majority of companies with 10 or more 
workers,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however the industry is mostly comprised of small unit-stream enterprises, 
orders are greatly reduced due to lately accelerated overseas expansion of medium/large-sized vendors and the 
growth-inhibiting vicious circle has being set in,  as this situation causes the reduction of investment. For resolving 
th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required political factors and concrete policy proposals by designing AHP research 
model(4 layers and 36 elements), based on grasp of the transitional aspect of  industrial scale and business 
environment through analysis of various industrial statistics, preceding research such as related literature search and 
(industrial/academic/R&D/government) specialist opinion investigation, and then calculating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each factor(element) within each layer. And for raising usefulness and avail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 
by concretely suggesting the vision, strategies, core tasks and detailed projects in which the research model and 
deduced result are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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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도권에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섬유산

업 사업체의 59.9%가 집되어 있으며[1], 부분의 섬유

제조  생산 활동이 경기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개발제한,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첩 

규제 용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은 국내 니트 수출

액의 30%를 차지하는 니트 생산 거 으로 자리매김 하

다. 한 과거 ‧ 형 벤더와의 분업화 체계를 통해 

문화·집 화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에 합한 산

업구조를 갖추었다. 

Division
Number of 
Companies

Proportion
(%)

Country 47,408 100

Metropolitan area 28,419 59.9

Gyeonggi province 8,305 29.2

North region 4,232 51.0

South region 4,073 49.0

Seoul city 20,114 70.8

Daegyeong area 7,575 16.0

* Source: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s Korea  

Table 1. Number of companies in domestic textile 

industry in 2014

이에, 경기도는 섬유산업을 육성하고자 2011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섬유패션산업

을 역권 특화산업으로 지정, 2012년부터 제1차 섬유산

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을 통해 경기섬유종합지

원센터(마  지원기능), 경기섬유 제지식산업센터(

제기업 유치‧지원기능), 경기섬유원자재센터(원사 등 공

동구매 지원) 등의 인 라를 경기북부 지역에 집 으

로 구축하 다[2].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렴한 인건비, 거 한 자본

과 내수시장, 개인 소득증가를 내세워 빠르게 추격해오

고 있는 국, 베트남 등 후발 개도국의 향으로 가격경

쟁력이 감하 고 기술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한 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외 수요감소 

 국내 ‧ 형벤더가 후발국에 구축한 자체 해외생산

공장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섬유기업의 경 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실을 돌 하고자 규모 이

상의 섬유제조 소기업은 인건비가 상 으로 렴한 

후발국으로 생산 공장을 빠르게 이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2015년, 무역통계 작성 이

래 최 로 무역수지 자를 기록하기도 하 다[3]. 하지

만, 경기도 섬유제조업체의 85%는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자체 인 해외진출 기반역량(경험, 무역

인력 등)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축에 따른 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Division Amount of export Amount of import

Country 14,304(-10.2%) 14,461(-1.3%)

Metropolitan area 8,255(-12.3%) 11,826(-1.0%)

Gyeonggi province 2,351(1.3%) 3,002(36.4%)

North region 732(-15.8%) 591(15.5%)

South region 1,619(11.5%) 2,411(42.7%)

Seoul city 5,903(-16.8%) 8,824(-9.5%)

Daegyeong area 2,782(-11.1%) 799(-0.1%)

* ( ) : year-on-year rate
* Source: Trade Statistics,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Table 2. Textile & clothes export-import amount in

2015  
(Unit: million dollars)

특히, 경기북부 산업경제에서 가장 큰 비 (2014년 기

, 23개 제조업종 내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총 사업체 

수  17.7% 비 )을 차지하는 섬유산업은 해외로의 이

탈을 가속화하는 ‧ 형 벤더에 의존한 분업화 체계가 

와해됨에 따라, 오더의 감, 이로 인한 투자여력 축소 등

으로 경쟁력 상실의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

다[1]. 이에 본 연구는 그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성장향 터

닝포인트를 형성할 수 있는 산업정책의 수립․시행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구체  시사 을 제공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본 연구의 2장에서 섬유패션산업의 

황과 경  환경변화를 통계데이터 조사‧분석결과를 근거

로 설명하고 주요 경쟁국의 섬유패션산업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3장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

한 경기도 섬유산업 신을 한 정책요소들을 상으로 

사  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 ‧설계한 

AHP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이 연구모형 내 

계층 간, 계층 내 요인(요소) 간 비교를 통해 정책요

소별 상  요도와 우선순 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도출된 우선순 를 반 한 경기북부 섬유패션

산업 신 비 과 략을 제시하고, 경기북부 섬유패션

산업 내 기업생태계 특성을 고려 시 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3개( 업‧융합생태계, 성장사다리, 양‧포‧동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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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특구)의 정책요소를 구체 으로 제시한다.

2. 섬유패션산업 현황‧변화 및 해외정책

2.1 섬유패션산업 현황 및 경영환경 변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업체기 통계조사 자료를 분

석한 결과인 Table 3을 보면, 2014년 경기도 섬유산업 사

업체수  종사자수는 모두 증가하 고(특히, 국 기  

증가폭보다 큰 증가율을 보임), 이는 북부지역 내 신설

( 는 이주) 업체가 크게 증가(8.4%, 특히 10인 이상 사

업체수 10.5%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연평균 

3.0%, 2.9% 증가를 보이고 있다[1].

Division
Number of 
Companies

Number of 
Employees

Manufacturing industry 68,666(5.0%) 2,919(2.2%)

Country 5,991(3.4%) 175(-1.4%)

Metropolitan area 3,273(8.2%) 86(1.6%)

Gyeonggi province 1,479(3.6%) 37(1.4%)

North region 811(10.5%) 18(6.5%)

South region 668(-3.7%) 19(-2.9%)

Seoul city 1,794(12.3%) 49(1.7%)

Daegyeong area 1,279(-1.9%) 38(-6.2%)

* ( ) : year-on-year rate
* Source: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s Korea 

Table 3. Number of companies with over 10 

employees in Gyeonggi Province textile 

industry in 2014

Table 4를 보면,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업체수가 크

게 증가(이에 따라 종사자, 출하액도 증가)하 으나 수출

은 년 비 15% 감소하 다[1,3]. 이는 북부 업체들이 

임가공(원단생산) 심이라는 을 고려 시, 원단 가격경

쟁력에서 우 를 갖는 국 등 후발국의 해외시장 유율 

확 , 지역 내 벤더, 컨버터로부터의 오더 수주 조, 

은 수의 완제품(의류, 섬유제품) 업체 등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남부는 섬유품목별 반 으로 수출입이 활발하

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업체기 통계 조사자료  한

국무역 회 무역통계 최근 4년간 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경기도 섬유산업 종사 사업체 수  종사자 수의 

연평균증가율은 국 평균 비 각각 2배(연평균 5.2% 

증가), 4배(연평균 2.9% 증가) 빠르게 증가 이고 출하

액  수출액은 국 평균값이 마이 스 추세인데 반해 

경기도는 각각 2.8%, 3.4% 증가 추세이다[1,3].

Division Proportion year-on-year rate(5)

Number of 
Companies

18% 7% (North 8%, South 6%)

Number of 
Employees

21% 4% (North 7%, South  2%)

Value of shipment 18% 6%(North 12%, South 2%)

Amount of export 16% 1%(North –16%, South 2%)

Amount of import 21% 36%(North 16%, South 43%)

* Source: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s Korea  

Table 4. Status of Gyeonggi Province textile industry 

in 2014

경기도 섬유패션산업의 경 환경 변화  정 인 

변하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악되었다.

첫째는 Table 5,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니트 품목으로

의 특성화 강화이다. 편조업종의 업체수는 ’11년 비 

34.5% 증가하 고 이는 타 업종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

가세를 기록, 한 경기도 섬유 체 수출액 내 30% 이상

의 비 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있다[1]. 특히 경기북부 

수출액 中 편직물 비 은 60%이고 국에 이어 니트 세

계시장 유율 2  지속 유지(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5 참조)하고 있는 은 최근 성장하고 있

는 니트 원단 활용 아웃도어, 애슬  시장의 확 에 비

추어 보았을 때 충분한 성장잠재력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Category of business

Number of Companies

2011 2014
rate of change

(%)

Filature/spinning 368 425 15.5

Weaving 690 780 13.0

Knitting 923 1,241 34.5

Dyeing processing 1,154 1,312 13.7

Other textile product 2,289 2,686 17.3

* Source: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s Korea  

Table 5. Rate of change of number of companies in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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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Amount of export 
(thousand dollar)

Proportion
(%)

Total 732,352 -

textile material 22,348 3

yarn fibers 24,076 3

fabric 160,615 22

knit fabric 437,656 60

textile goods 87,657 12

* Source : Trade Statistics,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Table 6. Amount of export of each category in 

textile industry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둘째는 경기도 섬유패션산업에 한 외  인지도가 

향상된 것이다. Fig. 1과 같이 2013년 경기섬유종합지원

센터 건립 후 경기니트 패션쇼 개최, 경기패션창작스튜

디오 개 , K-디자인빌리지 조성 추진 등으로 튼튼한 섬

유제조 기반의 패션 신흥거 으로의 인식이 차 확산된 

결과이다.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입주 신진디자이  20

여명과 지역 섬유제조기업간 콜라보 로젝트 시작・확

 계획으로, B2C 의류를 통해 일반 과의 기회가 

증가 될 망이며, 최근 지하철, 도로 등 교통인 라 개선 

 신도시 건설 등이 국내 패션, 유통 거 인 서울(동

문)과의 근성, 신진디자이 의 유입 등에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악된다.

Fig. 1. Gyeonggi Fashion Creative Studio
* Source : G-TEXTOPIA hompage (http://www.gtextopia.or.kr/)

마지막으로 셋째는 통기술‧기업문화의 1세 들은 

퇴장하고 2세 경 체제로의 환이 격히 일어나고 있

다는 이다.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섬유업체의 

37.1%가 2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2세 경 체

제로 속히 환 에 있으며 빠른 기술변화, 첨단기술

에 익숙한 2세 경 자의 신문화가 통섬유산업에 변

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섬유제품 

기업의 20년 이상 업력분포 비 은 23개 제조업종  가

장 크며,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무려 58.2%에 달

한다[4]. 

Fig. 2. Period of business of each manufacturing 

industry
* Source: Survey on SME technology & R&D 2015

이러한 정 인 변화도 있었지만, 여 히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 섬유산업 경쟁력 약화요인은 다음과 같이 7

가지로 악되었다.

첫째는 벤더 종속형 산업구조이 지속이다. 장을 최근 

본격 가동하면서 지역 섬유업체로의 오더 감소가 차 

심화되고 있다. 오더 감은 지역기업 간 과잉경쟁을 야

기하여, 단가인하 등으로 인한 제살 깍아먹기식의 악순

환 고리 형성 진행. 한 폐쇄  경 문화를 양산하고 기

업 간 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경기북부 일부 편직, 염색업체 10개사를 인터뷰한 결

과, 년 비 생산물량은 편직 40% 수 , 염색 60% 수

이라 응답을 얻었다. 

둘째는 후발국이 차 유율을 확 하고 있는 

가제품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무역통계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섬유업체의 유류 

수출액, 수입액 中 베트남, 국,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 은 각각 43.4%, 73.6%이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고가 시장 진출은 조한 상황이다. 미국, 랑스로의 수

출액은 각각 9.8%, 34.7% 감소하 다[3].

셋째는 Table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별업체의 규

모가 소형화 되는 추세이다. 2014년도 10인 이상 사업체

수 비 은 17.8%로, 2011년 비 2.2%p 감소하 고 1개

사 당 종사자수도 8.04명에서 7.53명으로 0.51명 감소하

며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변화[1], 즉 샘 공장화가 진

행 이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시장에서의 경

쟁력 상실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만큼 산업계의 경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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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11 ’12 ’13 ’14

Proportion of companies with over 
10 employees (%)

20.0 19.5 18.4 17.8

Number of employees per one 
company

8.04 7.99 7.72 7.53

* Source :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s Korea

Table 7. Proportion change of textile manufacturer 

with over 10 employees within Gyeonggi 

province in the past 4 years

넷째는 여 히 기업 장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이 심

화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의 섬유업체 부분은 비숙

련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생산인력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연구인력의 섬유업체 취업 기피 상  높은 이직률로 

기업경 의 어려움을 가 시키고 있다. 편조원단  편

조제품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18.93%에 달한다[5].

다섯째는 기업의 투자가 감소추세라는 이다. 오더감

소로 경 이 악화되면서 투자여력을 빠르게 상실해가고 

있다. 경기도 섬유산업은 의류소재 심의 편직  염색

가공 업종의 소규모 업체 비 이 높고, 그 간 력해왔던 

형벤더가 2000년 부터 해외 지에 자체 생산공장을 

구축・가동하면서 오더 감으로 인한 설비  연구개발 

투자여력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섬유제조 설비투

자는 2013년 비 11.8% 감소할 것이 망되고 있다[6]. 

여섯째는 더딘 생산공장의 디지털화, 즉 자동화이다. 

특히 섬유제조업은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요하

다. 하지만 경기도 섬유산업  가장 큰 비 은 차지하는 

염색가공, 편직업종 내 생산 장은 오래된 설비에 의존

하고 있다. 염색업체 생산 장은 자동조액(CCM), 자동

평량(CCK), 자동운반시스템 등 자동화가 여 히 미흡한 

것이 실이다.

일곱째는 국내는 물론 해외바이어가 섬유제조업체에 

요구하는 환경경 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 

로벌 환경규제는 정부주도의 법 규제를 넘어 바이어, 

NGO 주도로 넘어가는 추세이며, 2020년 이후에는 섬유, 

의류제품에 한 환경규제가 본격화 될 정이다.

2.2 해외 주요경쟁국 정책

국은 그동안 나일론, 폴리에스터와 같은 범용의 ‧

가 섬유소재 심에서 탈피해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고성능 산업용 섬유 생산을 확 하고 있다. 용도별 산업

용 섬유 생산량을 살펴보면 캔버스용 섬유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토목용, 구조강화용, 필터용, 의류·

생용, 건축용, 공업용 섬유  차폐용 섬유가 높은 증가

세를 기록 하며 산업용 섬유의 높은 생산 증가를 주도하

고 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는 토목

용 섬유로, 고속 철도, 고속도로, 수로 등 인 라 건설 확

에 힘입어 2005∼2010년 과 2010∼2014년 기간 동안 

연평균 각각 32.0%  17.0%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국이 생산의 효율성 향상, 고부가가치 제품 심

의 산업구조조정, 첨단 산업용섬유 산업화 등을 통해 산

업구조 고도화를 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을 

추진한 결과이다[7].

국내 500여 섬유업체가 진출 내지 투자를 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섬유산업은 최 의 제조업이자 제1의 수

출산업으로 체 GDP의 8%, 제조업 생산의 약 10%, 

체 고용의 24%, 총 수출의 18.7%를 각각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부상하 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섬유, 신

발산업의 부품소재 기업에 한 육성방안을 추진 계획 

이다. 한 과도한 주문형 생산체제를 탈피하기 해 

R&D를 늘리고, 국내외 마  강화를 통해 베트남 내에

서 안정  공 체제를 수립해 로벌 시장에 직  부자

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2020년까

지 섬유의류 산업을 베트남 경제의 최우선 기간산업으로 

발 시키기 한 장기 발  계획을 제시하 다[8]. 

미얀마 정부(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소속 공

장을 M&A하는 것을 극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

물 신축이 불필요하고 넓은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이미 

기  하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투자

에 한 정부 부담이 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9]. 

유럽은 제품의 가격 별로 차별화된 정책 략을 구사

하고 있다. 가품은 임 지역인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 생산해 EU내 선진국으로 재수입하는 

역외가공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고가 의류와 

섬유 등은 이탈리아를 심으로 특화하고 있는 것이다

[10].

미국은 제조업체의 유턴을 진하기 해 ‘10년 

Reshoring Initiative가 설립되었고, 국내‧외 사업운  비

용 분석, 미국 유턴기업 성공사례 분석, 미국 유턴기업 도

서  운 , 세미나 개최, 숙련 노동자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고 법인세율 인하(35%→28%), 제조업 실효세율(25%) 

이하 용, 청정에 지 활용  연구개발 기업에 한 세

제 확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융합정보논문지 제8권 제1호258

Made in America 제품 생산 진을 해 뉴욕을 심으

로 Manufacture NY 로그램을 운 하며 디자이 들의 

의류생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지원 이다. 한, 제

품안  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11].

일본은 소 섬유제조업체의 자립화를 해 개별기업

에 한 지원이 아닌 기업 간 업을 진하는 정책을 추

진하 다. 이것이 2005년 제정된 소기업 신사업활동 

진법(신제휴법)이다. 이법의 제정배경은 세계화의 

진 과 기술 신 등에 따른 국제  경쟁 심화, 융합·복합

제품의 수요 증가, 기업의 로벌 소싱 확  등으로 개

별 소기업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

황이 개됨에 따라 업종이 다른 다수의 소기업이 각

자 문 역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하나의 사업

체처럼 경 활동을 하는 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 로 

개척 등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12]. 

3. AHP 연구모형 설계

AHP는 첫째, 의사결정과정에 한 정보를 정성 인 

기 과 정량 인 기 을 통하여 비율척도로 측정이 가능

하고 둘째, 비정형 이고 다기 의 복잡한 문제를 하

기 으로 세분하고 계층화함으로써 비교하는 방식

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셋째, 정성 인 정보를 정량  수

치로 표 할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다[13].

이러한 AHP 분석기법을 이용하기 하여 앞선 2장의 

선행연구  산업 련 산(CEO 7명)‧학(교수 5명)‧연(연

구원 5명)‧ (공무원 3명) 문가 집단(총 20명)의 경험

과 직  의견을 토 로 우선 경기도 섬유패션산업을 

신시키기 한 72개 정책요소를 도출 후 마 ‧ 랜

드(20개), R&D‧생산(21개), 근로환경‧인력(18개), 인

라‧정책(13개) 분야로 분류하 다. 참고로, 이창효(2000)

는 AHP 기법을 이용한 분석을 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실무 인 지식과 련된 문 인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정 규모는 집단의 특성이 동질 이라 가정한 

경우 10명 이내로도 충분하다고 하 다[14]. 

이후 동일 문가 집단을 상으로 각 분야의 정책요

소별 요도에 한 조사(사  문가 의견조사)를 실시

하여 평균빈도 이상의 응답 요소로 AHP 연구모형을 설

계하 다. 그 모형은 Fig. 3과 같다. 

Fig. 3. AHP research model design    

  

계층1에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발  핵심 정책요인이

라는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계층2는 마 ‧ 랜드 요인, 

R&D‧생산 요인, 근로환경‧인력 요인, 인 라‧정책 요인 

4가지로 구성‧분류하 다. 계층 3은 사  문가 의견조

사를 통해 추출된 요소들로 구성된 계층4의 각 요소별 내

재 인 특성과 계층3의 각 요소와의 련성 정도에 따라 

구성‧분류하 다. 마  요소에는 GTC 해외거  확  

등 6개 요소를, 랜드 요소에는 신진디자이  육성 등 4

개 요소를 배정하여 마 ‧ 랜드 요인은 총 10개의 계

층4 요소들로 구성하 다. 계층 3의 R&D 요소는 기업 간 

업 신소재 개발 등 5개, 생산요소는 동업종 동화 생

산체계 조성 등 5개로 구성되어 R&D‧생산 요인도 체

으로는 총 10개의 요소들로 구성하 다. 근로환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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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는 작업환경 개선지원 등 3개 요소가, 인력요소에는 

핵심인재유입 지원 등 4개 요소가 계층4를 구성하며 근

로환경‧인력 요인은 총 7개 요소로 구성하 다. 인 라 

요소는 벤더/컨버터 유치 기업  건립 등 3개 요소로, 정

책요소는 양‧포‧동 섬유패션산업특구 지정 등 6개 요소

로 구성되어 마지막 인 라‧정책 요인은 총 9개로 구성

하 다. 

4. AHP 분석결과

사  의견 설문조사에 참여한 동일 문가 20명으로 

하여  설계된 AHP 연구모형 내 계층 내 요인(요소) 간 

비교 설문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응답해 주었으며, 응

답결과는 K.D. Goepel이 개발한 ‘AHPcalc version 

07.06.2015’ 엑셀 템 릿을 사용하여 그 추출된 각 요인의 

상  요도(가 치)와 우선순 를 분석하 고,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 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이 0.1(10%)미만으로 비교 결과가 합리  일

성을 보여주었다[13]. 

우선, 계층2의 요인 간 비교 AHP 분석결과를 보

면, 문가들은 근로환경‧인력요인(32.5%) > 인 라‧정

책요인(27.1%) > 마 ‧ 랜드 요인(22.5%) > R&D‧

생산 요인(14.9%)의 순으로 요하다고 평가하 다. 그

리고 계층3의 요인 간 비교는  마 (60.6%) > 

랜드(39.3%), R&D(62.6%) > 생산(37.4%), 근로환경

(56.0%) > 인력(44.0%), 인 라(52.2%) > 정책(47.8%)의 

결과를 보 다.

Evaluation big level 
(layer 2)

Evaluation middle level 
(layer 3)

elements
(layer 4)

CR : 
2%

marketing⦁
brand factor

CR : 
0.1%

marketing CR : 2.6%

brand CR : 4.6%

R&D⦁
manufacturing 
factor

CR : 
0.1%

R&D CR : 2.2%

manufacturing CR : 2.1%

working 
environment⦁
human 
resource factor

CR : 
0.0%

working 
environme

CR : 9.8%

human resource CR : 7.4%

infra⦁
policy factor

CR : 
0.0%

infra CR : 0.2%

policy CR : 2.3%

Table 8. CR in pairwise comparison between 

factors or elements

계층4의 요소 간 우선순 분석은 각 계층에서의 요인, 

요소들의 가 치인 Local 값을 기 로 하여 계층 간의 

Local 값을 종합한 Global 값으로 최종 인 우선순 를 

산정하 다. 계층 4의 36개 요소들을 우선순 가 높은 순

으로 나열한 우선순  분석결과는 Fig. 4와 같으며, 노후

산업단지 복지시설 확충  첨단화(0.06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핵심인재 유입지원(0.065), 작업환경 개선지

원(0.062), 벤더/컨버터 유치 기업  건립(0.060), 기오

염방지시설 구축지원(0.054), 섬유 용 산업단지 조성

(0.043), 양주/포천/동두천시 섬유패션특구 지정‧육성

(0.040) 등의 순이며 가장 낮은 우선순 를 갖는 요소는 

염색 리표 화시스템 확산(0.010)이다.

Fig. 4. Priority of each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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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ategy for innovating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경기도 섬유패션산업의 신을 한 정책수립 시, 상

기의 우선순 를 고려하는 것을 바람직할 수 있다. 정책

수립은 한정된 산 내에서 그 산투입 비 효과를 어

떻게 극 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

선순 가 낮은 요소들을 무조건 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

지 않다. 우선순  분석 상인 36개의 요소들은 이미 사

 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72개 항목들  문가들이 

요하다고 단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5.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 비전과 

전략 제언

앞선 2장에서는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의 장 (성장

잠재력)과 극복해야 할 단 에 해 언 하 다. 이러한 

장‧단 들을 고려하고 AHP 분석한 결과인 정책요인(요

소)들과 각 요소별 우선순 를 반 한 섬유패션산업 발

 비 , 략, 분야별 추진 책을 Fig 5와 같이 제시하고 

각각을 제시한 이유도 밝히고자 한다. 

경기북부는 고 니트(골 웨어, 스포츠/ 져웨어 등) 

세계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니트생산의 

약 90%정도가 집되어 있다[15]. 그리고 최근 니트시장

은 아웃도어와 애슬  등의 의류 수요층 확 로 성

장 추세이다. 이러한 을 고려하고 원단 생산지에서 니

트의류 완제품 생산 심, 다시 말해 고부가가치 패션의

류 랜드 창출에 을 둔 산업구조의 환을 통해 경

기도는 세계 최고 니트패션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

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비 으로 설정할 필요

가 있다. 한, 이러한 비 달성을 해서는 부가가치

의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임가공업체가 다수인 산업생

태계 구조를 고부가가치 구조로 신할 필요가 있다. 경

기도 섬유제조기업들, 특히 소규모 임가공업체들은 벤더 

는 컨버터가 오더를 주는 제품사양에 맞추어 제조를 

해오며 그 분야에서 나름의 세계  기술력을 축 해왔다. 

이것은 경기도 섬유패션산업의 성장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벤더가 해외로 이탈함에 따라 소형 벤더

나 컨버터로부터 작은 오더를 받는 등 과거만큼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임가공만을 해오던 세

업체가 원단, 의류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

까지 도달하기에는 자체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

면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해본 경험이 거의 없고 벤더처

럼 국내‧외 바이어와의 직 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

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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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thod of constructing growth ladder for 

textile & fashion enterprises  in Gyeonggi 

(possible agenda)

이러한 산업구조  특성 때문에 개별기업에 한 연

구개발, 마 , 설비자  등의 지원은 일부 기업에 편

되거나 지원효과도 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Fig 6과 

같이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섬유기업의 규모에 맞춤화

된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소규모 기업의 성장경로를 제시

하고 각각의 성장단계별 합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16]. 이 정책제언은 Fig 5에서 우선순 가 30 로 

상  요도는 다소 낮지만, 산업 체  장기  

에서 문가집단이 그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 다. 이

상과 같이 경기도 섬유업체  80% 이상을 차지하는 임

가공기업의 성장단계와 단계별 지원 정책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은 정책을 수립 시 고

민해야 하는 재의 시 성  단일기업 성장의 측면과 

미래의 구조  변화  산업생태계 측면이 충돌‧ 립하

는 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의 고민에 

비 을 두다보면 실 인 문제에 한 단기  해결책에 

심을 갖게 되고 후자의 고민에 비 을 두게 되면 장

기 인 해결책을 도출하게 되어 실성이 부족한 정책이 

되기 쉽다. 이는 본 연구가 시행한 AHP 분석이 갖는 한

계일 수도 있다.

문가별로 자와 후자사이의 고민  어느 지 에 

을 두느냐에 따라 각 요인별 요도와 우선순 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Fig. 6에서 제시

한 성장사다리는 미래의 방향(산업생태계 내 선도기업의 

비 이 높은)을 추구하면서 실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경기도 섬유패션기업들은 일본의 업비즈니스 모델

을 벤치마킹하고 소기업벤처부의 소기업간 업지

원사업을 이용하는 략도 유용할 것이라 단된다. 경

기도 섬유패션산업 구조를 보면, 방 , 편직, 염색가공, 

후가공, 제 등에 이르는 단 스트림별로 문화된 임

가공기업이 부분이다. 그래서 단 스트림 간 업을 

통해 임가공보다는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원단, 의류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세계 으로 3D 린 , IoT(사물인터

넷), 인공지능, 가상 실, 스마트팩토리 등의 기술발 으

로 4차 산업 명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섬유패션산

업에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향으로 로벌 랜드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소섬유패션기업, 심지어 ICT 등 타 산업

의 기업들도 섬유패션산업 내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

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경기도 섬유패션기

업은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의 임가공기업이 다수 이

다. 거기에다 벤더의 해외이탈로 오더 수주량이 감함

에 따른 경 난도 심각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한 

자 , 시간 투자가 더욱 힘든 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시, Fig 7을 통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섬유패션기업은 재 사업 역에서의 성장

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그 성장을 기반삼아 타 산업과

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역에서 지속성장을 가능  

하는 동력을 찾는 것이 가장 합한 략이라 단된다. 

이 정책제언은 Fig 5에서 우선순 가 28 로 상  

요도는 다소 낮지만, 산업 체  장기  에서 

문가집단이 그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 다.

Fig. 7. Collaboration-based fusion and convergence 

develop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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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Yangjuu‧Pocheon‧Dongducheon alliance 

textile‧leather fashion industrial zone

한,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연합 섬유패션산업특

구 지정  육성은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에 요한 과

제이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과 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과도한 첩 규제로 산업

입지시설 설치의 한계, 경기남부에 비해 지역경제 낙후

정도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지역특화발 특구제도는 규

제특례를 용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진할 수 있는 유효

한 제도이다. 이 제도와 함께 이태리의 소규모 섬유패션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산업주체 간 업문화 정착, 랜

드 마  활발, 생산설비 자동화, 산업클러스터별 서비

스센터 설립을 통한 랫폼(원스톱) 방식의 기업지원  

지방정부/연구센터/ ‧단체들과 력해 교육훈련,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17-19]. 

양주시와 포천시는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 사업체 수

의 60.1%, 종사자수의 64.5%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두천시는 경기도 체 가죽업체수의 21.3%, 종사자수의 

16.1%를 차지하며 가죽 조직이 치 하여 이태리 등 고

가 제품시장에서 선호되는 한우피 국내물량의 60%를 취

하고 있다. 하지만 3개시 모두 임가공, 간재 생산 

심으로 완제품 생산‧ 매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다는 단

이 있다. 섬유분야는 앞서 제시한 정책요인을 활용하

여 극복하고 가죽분야는 피 제조업체와 가죽제품 공방

(동두천시 두드림아트빌리지 내 다수 집 )간 업을  통

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 양주시는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심으로 IT, 

의료 등 타 산업과의 첨단 융‧복합 원단생산과 컨버터 입

주를 한 기업  건립을 통해 무역 심지로 특화하고 

동두천시는 DMZ 자원과 연계한 가죽패션제품 심

지로, 포천시는 고모리에 조성을 통한 신진디자이  육

성과 로벌 패션의류 랜드 창출을 목표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략 제언을 Fig 8과 같이 

도식화해 보았다. 

REFERENCES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

[2] H. H. Choi. (2016). Reinforcement of Marketing-R&D 

Capability Proposal Vision of Gyeonggi Textile 

Industry. International Textile–Fashion News.

[3]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6). Textile 

import and export statistics. Trade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http://stat.kita.net

[4]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2015). 

Survey on SME technology & R&D 2015.   Korea 

Federation of SMEs. 

https://www.kbiz.or.kr/user/nd47458.do?View&board 

No=00033291 

[5] Textile & Apparel Industry Skills Council. (2015). Actual 

survey and analysis on demand and supply of manpower 

in textile & apparel industry. Textile & Apparel 

Industry Skills Council. 

http://www.hrdkorea.or.kr/cms/download/download 

File.hrd?attachSeq=2035167

[6] S. J. Jeong & J. H. Choi. (2015). Status of facility 

investment in 2016. Sejong-si : Korea Development 

Bank.

[7] K. S. Yang. (2015).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omparison analysi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nd policy proposal.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olicy Research, (19), 4-6. 

[8] Korea Textile Inspection & Testing Institute. (2014). 

2014 Textile Industrial Condition in Vietnam.. KOTITI. 

http://user.kotiti.re.kr/technic/kotra–65. pdf

[9] E. M. Lee. (2016). Inauguration of New Government in 

Myanmar and Promising Field for Advancing on This 

Country.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TRADE FOCUS 2016, (12), 14-18. 

[10]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13). EU 

Textile Industry Trend. KOFOTI. 

http://www.kofoti.or.kr /OpBoard/View.asp?Code=globalreport 

&Uid=5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 혁신을 위한 필요 정책요인 분석연구 263

[11]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15). Textile 

Industry Trend in the United States. KOFOTI.

http://www.kofoti.or.kr/OpBoard/View.asp?Code= 

globalreport&Uid=15

[12]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12). Textile 

Industry Trend in Japan. KOFOTI. 

http://www.kofoti.or.kr/OpBoard/View.asp?Code= 

globalreport&Uid=8

[13] Sat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New York : McGraw-Hill,Inc.

[14] C. H. Lee. (2000). Grouping Decision Making. Busan : 

Sejong.

[15] S. R. Kim & K. T. Kim. (2009). Method for Developing 

Textile Industry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CEO 

Report, (1), 1-46.

[16] C. J. Yoon & J. J. (2017). Policy on Sophistic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Interior and Exterior 

Circumstantial Change Analysis of the Textile & 

Fashion Industry in Gyeonggi Province.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9(2), 109-120.

DOI : 10.5805/sfti.2017.19.2.109 

[17] Y. I. Kim. (2015). Fashion Empire=Impero della moda, 

Italia. Seoul : Sigmapress. 

[18]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Korea Knit Fashion 

Industry-Academic Association & Korea Color & 

Fashion Trend Center. (2009). inno Cluster Infra-Structuring 

Business for developing Knit Industry. Gyeonggi-do :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19] Doz. Y. L & Hamel. G. (1998). Alliance Advantage : The 

art of Creating Value Through Partnering, Boston. MA 

: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윤 창 주(Yoon, Chang Ju)    [정회원]

▪2003년 8월 : 서울과학기술 학교 

자정보공학과 학사

▪2010년 2월 : 한양 학교 교육 학

원 자교육학과 석사

▪2015년 8월 ∼ 재 : 서울벤처

학원 학교 융합산업학과 박사과정

▪2014년 4월 ～ 재 : 한국기업교육학회 이사

▪2016년 1월 ～ 재 :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장

▪ 심분야 : 산업생태계, 소기업, 융합기술

▪E-Mail : ycjtop@naver.com

황 찬 규(Hwang, Chan Gyu)    [정회원]

▪1988년 2월 : 서울 학교 공과 학 

학사

▪1990년 2월 : 서울 학교 공과 학 

석사

▪1999년 5월 : Cornell University 공

학박사

▪1999년 5월 ～ 2002년 9월 : University of Illinois 박사 

후 과정

▪2004년 1월 ～ 재 : 서울벤처 학원 학교 교수

▪ 심분야 : 소기업, 융합기술, 융합정보서비스

▪E-Mail : hwang12_uiuc@naver.com

권 헌 공(Kwon, Heon Gong)    [정회원]

▪2012년 11월 ∼ 2015년 11월 : 한

국 견기업연합회 리

▪2016년 1월 ∼ 2017년 1월 : 한국

3D 린 회 리

▪2017년 1월 ∼ 재 : 경기섬유산

업연합회 리 

▪ 심분야 : 소기업, 융합기술

▪E-Mail : puchonfc12@gtia.or.kr

원 문 예(Won, Moon Ye)    [정회원]

▪2012년 2월 : 건국 학교 행정학사

▪2015년 3월 ～ 2016년 12월 : 신한 

학교 총무인사  행정조교

▪2017년 1월 ～ 재 : 경기섬유산

업연합회 주임 

▪ 심분야 : 소기업, 융합정보

▪E-Mail : wmy0118@gt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