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인간은 보다 쾌적한 어패럴을 추구하는데, 어패럴(Apparel,

현대 프랑스에서는 AppareiIler)이란 몸을 채비하거나 장비한

다는 의미의 동사로 더 나아가 장식한다거나 아름답게 한다

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사로는 장식품 절반을 지칭하며

복장, 도구, 모든 장비에 이르는 넓은 의미를 가지는데 치장

된 의복의 외관적 특징은 모자를 포함한 머리장식과 항상

접한 관계를 가진다(Momoe Miyoshi, 1980, Momoe Miyoshi,

1980, Momoe Miyoshi, 1983). 고대의 머리장식은 권위와 존경과

장식의 의미가 강하 으나 오늘날에는 실용성이 크게 강조

되어 생활의 실질적인 요구에 따라 개성을 살려 실용적, 기

능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이정순, 1990). 최근에는 Sports

look의 강세와 함께 스포츠 브랜드들이 단품으로서 모자제품

의 구성비율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생브랜드들의 합

세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재의 개발과 취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신소

재 개발시 섬유업체나 그 밖의 전문기관에서 과거의 연구를

토대로 소재의 특성과 봉제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연구개발

자료를 의류업체나 봉제업체에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에서는 전문연구기관 및 정보제공처 부재와 관련자료의 부

족 등으로 인해 신소재 제품 생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박진 ·손희순, 1997). 향후 어패럴 산업은

아름다운 외관 뿐만 아니라 착용시의 건강, 안전까지 추구하

므로 기능성 및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신소재와 그 이용법의 개발은 우리 업체들이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이다. 모자의 경우 태양 복사열과 한기를 막기 위한

방서·방한의 목적 이외에도 제모, 직위 등의 신분 표시로도

이용되고 있으나 모자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모자 가운데서

현재 신세대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Cap에 대한 생산실태를

조사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 생산업체들이 당면한 과제

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합리적 개선과 질적 향

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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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existing cap makers an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problems by examining the actual state of their production activities, in order to present basic
data for designing more comfortable caps. After a preliminary examination was carried out with college women
in Taegu and Kyongbuk areas, seven cap makers who have launched their own individual brands were chosen,
and a questionnaire was performed with them.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using the SAS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ales of the makers increased each year but they had a little defect rates resulting from
poor raw and sub-materials and were inactive in developing a material or design. 

It was analysed, therefore, that to produce high quality caps, it is urgently required to develop a new material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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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 조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업체는 전국적인 규모의 고유 브

랜드를 런칭하여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모자업체 I社, Y社, C

社와 대구 경북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선호도가 높은 7개 업체를 선정하 다. 조사방법은 설문

지법과 개별면담을 병행하 으며 조사기간은 1999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 다. 

2. 조사내용

본 조사에서는 모자생산업체의 일반적인 실태에 관한 문

항에 대하여 언급하 으며, 구성내용은 일반적 사항 3문항,

직종별 고용현황 9문항, 생산량 3문항, 개발현황 13문항, 치수

표기 상태 4문항, 계절상관성 10문항으로 하 다. 측정항목은

국내 모자업체의 대표자 및 생산관리 본부장의 자문을 받아

내용의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

계 프로그램으로 빈도(Frequency), 백분율(Percentage), 평균

(Average)의 통계방법을 이용하 다.

III.

1. 조사대상업체의 일반적 실태

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업체의 창립연도를 살펴보면, 80년 이전에 창

립한 업체가 20%, 81-85년이 10%, 86-90년이 30%, 91-95

년이 40%로 90년 이전에 창립된 업체가 60%, 91년 이후

는 40%로 나타나 대체로 역사가 길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연간 매출액은 3억 미만이 20%, 5억 이상 40%, 기타

4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내 생산업체는 5억 이

상의 매출규모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생산품목으로는 중복응답한 결과 캐쥬얼 모자류

40%, 스포츠 모자류 35%, 정장용 모자 25%로 나타나 주

로 캐쥬얼 및 스포츠 모자의 생산에 주력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2) 인력부문

(1) 고용인원

조사 대상업체 고용인원의 직무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사무관리직이 3명 10%, 4명 이상 90%로 모자

생산업체의 직무별 사무·관리직이 대부분 4명 이상으로 나

타났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생산업체가 모자만을 전문 생

산하는 업체가 아닌 의류업체의 단품 아이템으로 모자를 생

산하는 곳이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생산직 고용 현

황을 살펴보면 남자 종업원 30%, 여자 종업원 70%로 여자

종업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대는 30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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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업체 일반적 사항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1980년 이전 2 20

81–85년 1 10

창립년도
86–90년 3 30

91–95년 4 40

96년 이후 0 0

합 계 10 100

1억이상–3억 미만 2 20

3억이상–4억 미만 0 0

매출규모 4억이상–5억 이상 4 40

기 타 4 40

합 계 10 100

캐쥬얼 모자류 8 40

취급품목
스포츠 모자류 7 35

정장용 모 자 5 25

합 계 20 100

주 : 취급품목은 중복응답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표 2>  직무별 고용분포

구 분 업체수(개)백분율(%)

2명 0 0

사무·관리직
3명 1 10

4명 이상 9 90

합 계 10 100

주요
남 자 3 30

성별
여 자 7 70

합 계 10 100

직무별 5명 미만 0 0

인원
6–10명 4 40

생산직 10명 이상 6 60

합 계 10 100

30대 전반 3 30

연령
30대 후반 6 60

40대 이상 1 10

합 계 10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이 60%로 나타나 모자 생산업체는 30대 후반 여자 종업원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경력 및 재직년수

모자 제조업 분야의 생산분야별 경력을 살펴보면 재단분

야 7.6년, 봉제분야 5.5년, 완성분야 7.5년, 프레스분야 7년으로

대부분의 종업원의 평균 경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

직년수는 모든 분야에서 3년 미만으로 고용원들의 이동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타 산업에 비하여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의류산업으로의 신규인력

입직자 수는 감소하고 기존인력의 이직이 늘어가고 있는 추

세 때문으로 보여진다.

(3) 전문분야별 분업화

조사대상업체 고용원의 분야별 고용구분은 분업이 80%로

나타나 각 부서별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 이상적인 작업수행

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3) 생산량

(1) 모자의 생산량 및 증가원인

조사 대상업체의 모자 생산량에 대해 살펴보면, 매년 증가

하는 업체가 90%, 변함 없음이 10%로 나타나 모자의 생산량

이 매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증가폭을 보면, 5-10% 증가한

업체가 40%, 11-15% 증가는 40%, 20% 증가는 20%이다.

생산량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제품의 질적 향상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33.3%, 고용인

력 증가·신규 브랜드증가가 각각 11.1%로 나타나 모자 생

산성 증가의 주된 요인은 질적 향상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밝혀졌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Sports look이 City wear의 하나로 정착되면

서 모자가 패션소품으로 부각되어 모자 생산업체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함께 개성화된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생산업체들의 질적 향상의 노력으로 여겨진다.

4) 개발 실태

(1) 부문별 개발

조사 대상업체의 부문별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디자인 개

발 면에서‘보통’30%, ‘노력’50%, ‘매우 노력’20%로 나타

났으며, 소재개발 면에서‘노력’60%, ‘매우 노력’20%로 나

타나 조사 대상업체의 80%이상이 디자인·소재개발에 주력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생산형태

조사 대상업체의 생산형태는 하청 제작을 하는 업체가

9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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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력 및 재직년수

구 분 경력(년) 평균재직년수(년)

재단분야 7.6 2.81

봉제분야 5.5 2.70

완성분야 7.5 2.58

프레스분야 7 1.03

구 분 경력(년) 평균재직년수(년)

<표 4>  전문 분야별 구분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분업
유 8 80

무 2 20

합 계 10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표 5>  생산량 및 증가원인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매년증가 9 90

변함없음 1 10

합 계 10 100

5–10% 3 33.3

11–15% 4 44.5

증 가 폭 16–20% 0 0

20% 이상 2 22.2

합 계 9 100

Brand 인지도 향상 3 33.3

제품의 질적 향상 4 44.5

증가원인 고용 인력 증가 1 11.1

신규 브랜드 증가 1 11.1

합 계 9 10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표 6>  부문별 개발 현황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보 통 3 30

디자인개발
노 력 5 50

매우 노력 2 20

합 계 10 100

노력하지 않음 2 20

소재개발
노 력 6 60

매우 노력 2 20

합 계 10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표 7>  생산형태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자체생산라인 1 10

하 청 제 작 9 90

합 계 10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5) 품질수준

(1) 모자제품의 불량유무

모자제품의 불량유무를 살펴보면, 80% 이상의 업체에서

불량품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재를

다루는 기술부족과 종업원의 의식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크

다고 생각되며, 제품의 불량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생산공정별 불량율

각 공정별 불량율을 살펴보면 원·부자재 불량 50%, 연

단·재단 불량 25%, 봉제 불량 25%, 완성 불량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원·부자재 불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

데, 이는 소재특성에 대한 정보부족 및 자재 취급시 종업원

의 주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완성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정

분야의 불량율이 높게 나타나 소재의 취급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3)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항목은 주관식 문항으로 중복응답

을 하 는데, 이를 살펴보면 신소재 개발 22.7%, 디자인 개발

36.3%, 기술지도 13.9%, 기술설비투자 18.1%, 기능인력양성

9.0%인것으로 나타나 품질향상을 위한 모자를 생산하는 각

업체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디자인개발, 소재개발 및 과감한

기술설비투자의 순인것으로 나타났다.

2. 모자제품 생산 작업 실태

1) 사업형태 및 원·부자재 현황

(1) 사업형태

조사 대상업체의 사업 전개 방식은 내수주력 70%, 내수·

수출 병행이 30%로 나타나 주로 국내 수요를 대상으로 한

내수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기능 고감도의

제품으로 수출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2) 원·부자재 사용 현황

조사 대상업체의 수입원단 사용 현황은‘그렇지 않다’

40%, ‘보통이다’10%, ‘그렇다’50%로 절반 가량이 수입원단

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자재 수입현황은‘전

혀 그렇지 않다’20%, ‘그렇지 않다’60%, ‘보통이다’20%로

나타나 조사 대상업체의 80% 이상이 국산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원자재 구입가격과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보면‘상관

없다’30%, ‘상관 있다’60%, ‘매우 상관 있다’10%로 조사

대상업체의 70%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단은 주

로 수입품을, 부자재는 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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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품의 불량유무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유 8 80

무 2 20

합 계 10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표 9>  생산공정별 불량율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원·부자재 불량 4 50

연단·재단 불량 2 25

봉제 불량 2 25

완성 불량 0 0

합 계 8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표 10>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구 분 업체수 백분율(%)

기능인력양성 2 9.0

신소재 개발 5 22.7

디자인 개발 8 36.3

기술지도 3 13.9

기술설비투자 4 18.1

합 계 22 100

주 : 중복응답

구 분 업체수 백분율(%)

<표 11>  사업 전개 방식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내수주력 7 70

내수·수출 3 30

합 계 10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표 12>  원·부자재 사용 현황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사용하지 않는다 4 40

수입 원단 사용
보통이다 1 10

사용한다 5 50

합 계 10 100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 20

수입 부자재 사용
사용하지 않는다 6 60

보통이다 2 20

합 계 10 100

상관없다 3 30

원자재구입가격/
보통이다 0 0

품질과의 상관성
상관있다 6 60

매우 상관있다 1 10

합 계 10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2) 치수 표기방법

조사대상업체의 치수 표기법은 55·56·57이 30%, S·M·

L이 50%, Free size 20%로 나타나 국제적 치수 표기법을 주로

사용하나 치수 표기에 통일성이 없으므로 동일한 치수 표기

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계절 상관관계

(1) 계절의 특성을 고려한 모자생산

장식의 의미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요구되는 모자의 경우

계절은 중요 인자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여름철 모자 생산

시 흡습성을 고려한 경우가‘보통이다’40%, ‘중요하게 여겨

진다’40%, ‘매우 그렇다’20%로 나타나 60%의 업체가 계절

환경을 생산의 중요한 인자로 고려 하고 있다. 겨울의 경우도

보온성에 관한 고려는‘보통이다’40%, ‘중요시 여긴다’60%

로 60% 업체가 역시 계절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 계절별 소재선택

<표 14>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계절별 주요 소재를

주관식 문항으로 조사해 본 결과 중복 응답을 하 는데, 여

름철의 경우 면 60%, 마 40%, 겨울철의 경우 면 20%, 마

6.9%, 모 46%, 혼방 27%로 나타났다. 마섬유는 일정 흡습범위

를 벗어난 경우 오히려 불쾌감을 유발하므로 면과의 혼방시

더 쾌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사 대상업체의 경우 여

름철 혼방소재의 사용이 전무하여 생산업체의 원단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이어야겠으며 모자 전용 소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계절별 심지소재

조사 대상업체의 계절별 심지소재를 조사해 본 결과 여름

철에 T/C사용이 70%, 면과 부직포가 각각 10%로 나타났으

며, 겨울철에는 T/C가 60%, 면 20%, 부직포와 라이렉스가 각

각 10%로 나타나 여름, 겨울철 모두 T/C 심지가 60%이상 점

유하고 있어 심지사용에 있어서는 계절을 고려치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심지 접착시 성질을 적절히 파악하지 않고 봉

제를 할 경우 겉감의 태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심지의 선택은 중요시되고 있으나, 조사 대상업

체의 경우 겉감소재에 비해 심지를 포함한 봉제 부자재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소재성능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전문화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심지의 선택을 위해서는 접착 후의 물

리적 특성과 겉감과 심지의 조합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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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치수표기법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56 56 57 3 30

S M L 5 50

Free size 2 20

합 계 10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표 14>  계절을 고려한 모자 생산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보통이다 4 40

여 름 흡습성
중요시 여긴다 4 40

매우 중요시 여긴다 2 20

합 계 10 100

보통이다 4 40

겨 울 보온성
중요시 여긴다 6 60

매우 중요시 여긴다 0 0

합 계 10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표 15>  계절별 소재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면 9 60

마 6 40

여 름 모 0 0

혼방 0 0

합 계 15 100

면 3 20

마 1 6.9

겨 울 모 7 46

혼방 4 27

합 계 15 100

주 : 중복 응답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표 16>  계절별 심지 소재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T/C 7 70

면 1 10

여 름 부직포 1 10

사용하지 않음 1 10

합 계 10 100

T/C 6 60

면 2 20

겨 울
부직포 1 10

라이렉스 1 10

사용하지 않음 0 0

합 계 10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5) 계절별 Sweat band 소재

계절별 Sweat band 소재를 살펴보면 여름, 겨울철 각각 면

이 60, 70%로 나타나 조사 대상업체들은 주로 흡습성이 우수

한 면섬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의 경우

Sweat band 전용소재를 개발하여 땀의 흡수도 높이면서 봉

제도 간단하고 외관도 더욱 품위 있게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부분마다 전문성을 발

휘하여 고품격의 제품 개발에 힘써야겠다.

IV.

최근 패션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자에 대해서 관

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국내 주요 cap 생산업체의 생

산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최근 Cap의 매출규모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조사 대상업체의 90% 이상이 생산량의 증가경향을 나타

내었는데, 그 이유로는 Sports  look의 강세와 더불어 제품의

질적 향상과 브랜드 입지도 증가가 77.8%로 대다수를 차지

하 는데, 이는 패션소재의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고감성화

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생산업체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개발실태 조사결과는 생산업체의 80%이상이 제품의

불량율을 가지며, 원인중의 50% 이상이 원·부자재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에서도 디자인

개발이 36.3%이상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진전

과 함께 새로이 개발되는 신소재들의 새로운 후처리가공, 섬

유집합체를 제어하는 특별한 기술에 있어서도 여전히 숙련

공의 경험과 직감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재와

디자인의 부적합성으로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제품을 공

급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어 소재특성과 봉제기술에 대한

사전연구 및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3) 수입원단 사용 현황 조사결과에서는‘그렇다’가 50%

이상, 부자재 수입 현황에서는 80%이상이 국산 자재를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단사용에서 국산화비율을 더욱 늘려

야겠으며 따라서 새로운 소재개발에 힘써야겠다. 

(4) 계절별 주요 소재조사 결과 여름철의 경우 면 60%, 마

40%, 겨울철의 면 20%, 모 46%로 나타나 신소재보다는 종래

의 천연·인조섬유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

별 심지 사용 조사 결과 여름, 겨울 모두 T/C 심지가 60%

이상, 면, 부직포가 각각 10%로 나타나 심지사용에 있어서는

계절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계절별 Sweat

band 소재사용 조사 결과에서는 여름, 겨울 모두 면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고품질의 모자제품 생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소재 및 디자인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여야 하고

둘째, 효율적 생산관리를 위한 QR(Quick Response) system

체제를 도입해야 하며

셋째, 고품질 제품을 위한 성능설계의 기초연구가 필요하고

넷째,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의 협동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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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계절별 Sweat band 소재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T/C 2 20

여 름
면 7 70

PET 1 10

합 계 10 100

T/C 2 20

겨 울
면 6 60

PET 2 20

합 계 10 100

구 분 업체수(개) 백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