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산업의 개요

학습목표 

1.	의류산업의	개요와	의류산업의	생산	과정을	알아본다.

2.	다양한	의류상품의	종류를	알아본다.

3.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직종과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4.	다양한	기성복	회사에	대해	알아본다.

5.	프라이빗	레이블의	역할을	구분해본다.

6.	의류산업의	다양한	트렌드를	알아본다.

주요용어 

Chapter   1

국가	브랜드(national	brand)

그래픽	디자이너(graphic	designer)

기성복(ready－to－wear)

대리인(agent)

라인플랜(line	plan)

랩딥(lab	dip)

렙(rep,	representative)

리드	타임(lead	time)

리쇼어링(reshoring)

머천다이저(merchandiser)

모다	프론토(moda	pronto)

범세계화(globalization)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샘플	메이커(sample	maker)

수직제조방식(vertical	integration)

수평제조방식(horizontal	integration)

스웨트숍(sweat	shop)

소매점	브랜드(retail	store	brand)

스페시피케이션(specification)

아동	노동(child	labor)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

의류실험	분석	연구원(textile	lab	

technician)

이월	스타일(carry－over	style)

이중유통(dual	distribution)

작업지시서(tech	pack)

제품수명주기	관리(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PLM)

컬러리스트(colorist)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테크니컬	디자이너(technical	design－	

er)

텍스타일	디자이너(textile	designer)

특별	주문	생산(specification	buying)

패턴사(pattern	maker)

품질	평가	전문가(quality	assur－

ance	professional)

프라이빗	레이블(private	label)

프레타	포르테(prêt－á－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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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혁명 이후 의류산업은 전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세계 의류산업의 생

산 과정과 기성복 산업을 개괄해 설명한다. 또한 의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인들의 역할과 의류상품의 구분에 따른 

다양한 의류상품 전체를 소개한다.

범세계화 의류산업

면화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부터 의류 회사에서 의복을 디자

인하는 디자이너와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의복을 판매하는 판

매직 직원들까지 의류산업 전체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포

함하면 의류산업이야말로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많은 영향

력을 끼치는 산업 부분이며, 또한 전 세계 많은 노동 고용의 

원천이 되는 중요 산업 중 하나이다(Kunz & Garner, 2009; 

Dickerson, 1999). 

의류산업의 생산공정 전체를 고려해보면 의류산업이야말

로 더 이상 한 국가 내의 국내 산업으로만 규정할 수가 없다. 

아직도 독립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을 하는 소규모

의 생산 회사와 디자이너도 있으나, 대부분의 의류 업체에서

는 국내 디자인을 국외에서 물품으로 생산하는(outsourcing) 

대규모의 글로벌 생산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각 분야의 의류 생산, 마케팅과 유통을 고려할 때 의류산

업은 가장 범세계화된 산업이다. 간단한 예로 현재 우리가 입

고 있는 의복의 상표를 검사해보자. 많은 경우에 이 의복들이 

다양한 국외 생산공장에서 생산·제조된 의복일 것이다. 의

류상품의 매우 독특한 특징들로 인해 의류산업은 가장 범 세

계화된 산업이 되었다. 범세계화(globalization)는 규정된 국가 

경계선이나 범주와 상관없이 국가, 정부, 비즈니스가 상호 연

계되는 근대의 생산과 제조 방법의 트렌드를 의미한다(Daly, 

1999). 범세계화는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화된 단일체

로서 상품과 서비스, 노동력, 그리고 사람들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함께 연결해 일하도록 돕고 있다(Bhagwati, 2004). 범세

계화에 의해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의류제품 생

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류산업의 생산 과정이나 

절차의 변화는 글로벌 복합체(global complex)로서 전 세계 의

류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사용 가능한 노동력

의류산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는 의류

산업이 매우 노동집약적(labor－intensive)이라는 특징일 것이

다. 이런 이유에서 의류상품의 생산·제조는 항상 저임금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역사를 살펴볼 때, 의류산업은 

저개발국가의 경제 능력을 높여주고 개발도상국으로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촉진제로 사용되었다.  

또한 의류 생산이 이런 저개발국가들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좀처럼 유행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이런 지역에

도 좀 더 많은 트렌드를 소개하는 부수적인 역할도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는 우리 모두가 이런 범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범세계화 유행(global fashion)을 경험하게 되었다(Dickerson, 

1999).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만, 중국, 홍콩, 한국은 ‘아시아

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류 생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의류산업은 이런 과거의 저개발국

가들이 수출 중심 국가로 성장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

가는 데 기반 산업이 되었다. 의류산업은 그 특성상 매우 적

은 초기 창업비용(예：재봉틀 구입 등)이 요구되며 노동집약

적인 산업이므로, 충분한 노동력이 있고 특별한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기술로도 충분

한, 즉 경제적인 자본이 빈약한 저개발국가들에게 가장 좋은 

산업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에는 가장 활발하게 의류 생산을 담당

하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다. 중국

은 최근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며 의류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사용되

는 의류제품(도매상품의 경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이 수입량은 2004년과 2005년 비교 시 2005년에 6.1% 증

가한 205억 달러 수준이었다(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Annual Report, 2005).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직물과 의류제품을 수출하는 국

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직물 생산은 전 세계 직물시장

을 압도하고 있는데, 2005년의 기록으로는 전 세계 생산물의 

1/3을 중국에서 생산했다. 또한 2006년에 중국은 278억 달러 

가치의 직물을 전 세계에 수출했다(Shen, 2008).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의류와 패션상품을 외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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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며 이는 의류의 경우는 95%, 신발류는 99%에 달한다

(Trends, 2009).

사용 가능한 최첨단 과학기술 

의류산업이야말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요구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의류 생산 과정에는 

CAD 프로그램이 사용된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과 더불어 저기술, 즉 봉제와 같은 수작업 등의 단

순 기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아주 특이한 산업이다. 따라서 선

진국의 최첨단 디자인 기술을 가진 의류회사와 풍부한 노동

력을 가진 저개발국가의 의류공장이 함께 어우러져 의류 생

산이 이루어진다. 이때 의류 회사와 의류 공장을 연결하고 의

류 생산 과정을 이끌기 위해 중간자인 대리인(agent)이 고용

된다. 이 대리인은 중간자로서 선진국의 의류 회사에 고용되

고, 저개발국가의 공장들과 공동작업을 하게 된다(Bonacich 

et al., 1994). 이런 대리인들은 각 공장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 

잘 연구해 각 의류회사의 디자인과 제품의 특성에 맞는 공장

을 결정하고, 가격과 생산 스케줄을 결정하며, 제품을 출고해 

각각의 회사로 보내는 것까지 담당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웹사이트, 이메일,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와 같은 IT산업

의 발달은 의류 회사의 생산 과정을 범세계화하는 데 많은 영

향을 주었다. 

범세계화 생산을 위해 전 세계와 함께하는 공동작업

전 세계의 여러 생산자들이 함께 의류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완성된 의류제품은 범세계화 제품이 된다. 예를 들면 

한 회사가 국외의 다양한 생산자들과 함께 의류 생산 과정에 

참여한다. 미국 회사인 리즈 클레이본(Liz Claiborne)은 중국, 

대만, 한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 40여 개국 이상의 전문인들

과 함께 의류 생산에 참여한다(Bonacich et al., 1994). 현재 우

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아마도 지

구 반대편으로부터 이곳까지 수천 마일을 여행했을 것이다.

<그림 1.1>은 의류의 범세계 생산 과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재킷의 경우 디자인은 미국의 의류업체에서 

이루어지고, 홍콩의 에이전트인 리 앤드 펑(Li & Fung)이라

는 회사를 통해 생산 과정이 결정된다. 원단은 태국에서 직조

되고, 샘플은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며, 본 상품의 

생산은 중국의 도시인 주첸에서 이루어지고, 완성 제품은 캐

나다의 공장에 보내져서 화학약품 처리되며, 다시 미국의 샌

프란시스코 창고로 보내져 그곳에서 네바다주에 있는 리노라

는 작은 도시의 물품 유통창고로 보내졌다가 이곳에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판매 상점들로 보내지게 된다. 

그림 1.1 범세계화

디자인 아이디어는 

XYZ회사의 본사 

디자인팀에 의해 창조

직물은 

태국산으로 결정

생산용 샘플은 

중국 상하이에서 제작

대량 생산은 

중국 주첸에서 제조

완제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보내짐

완제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럭으로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물류창고로 보내짐

상품을 미주에 위치한 

각각의 리테일 스토어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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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와 정치의 영향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글로벌 경제, 글로벌 정치의 

영향과 관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침체된 경제, 물자 이동에 

사용되는 연료 가격의 급증, 글로벌 생산, 이런 것들이 모두 

의류 생산에 영향을 준다. 급증하는 연료비용을 고려해볼 때, 

미래에는 국외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일 것이란 예상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요소들 역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깊이 

있는 연구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류산업의 특성상, 의류산업에서 성공하

려면 의류 생산·제조 절차와 생산 시간을 단축해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의 손에 상품을 전달하는 현대의 의류 제조 트렌

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성복

과거에는 의류와 신발 등이 모두 맞춤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즉 각각의 제품이 개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제조되었다. 각 

사람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의류가 재단되고 봉제되고 가봉

되어서 한 번에 한 제품씩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 

당시에는 현재 대량생산에서 사용되는 ‘사이즈’라는 개념조

차 없었다. 기성복은 그 역사를 살펴볼 때 19세기 초에 시작

되었고 대량생산은 1850년대에 시작되었다. 맞춤복을 살 수 

없는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기성복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그 

후 기성복은 중류계층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1832년

에 Walter Hunt, 1845년에 Elias Howe, 1846년에 Issac Singer

가 재봉틀을 발명한 후 비로소 기성복의 대중화가 이루어지

게 되었다(Burns, Mullet, & Bryant, 2007). 재봉틀의 개발과 

기성복에 대한 높은 소비자 수요는 당시에 많은 재단사들로 

하여금 기성복 사업에 뛰어들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군복에서의 사이즈 규격화와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개인

적인 체형에 잘 맞도록 하는 핏(fit)이 덜 까다롭다는 이유로 

남성복의 ‘기성복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뒤따라서 여성

복과 아동복이 기성복화되었다. 남성복의 기성복화는 19세

기 중반에 이루어졌고, 여성복의 기성복화와 산업화의 확대

는 19세기 말에 이루어졌다. 20세기 초에는 미국 의류시장에

서 기성복 스커트와 셔츠(shirtwaist)가 대중에게 판매되었다

(Burns, Mullet, & Bryant, 2007). 

오늘날 의류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성복(ready－to－wear)으로, 이는 프랑스어로 프레타 포르테

(prêt－á－porter), 이탈리아어로 모다 프론토(moda pronto)인데 

‘소비자에게 입히기 위해 준비된’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는 소비자들의 규격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진 의류상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성복은 맞춤복이란 뜻의 프랑스어인 오

트 쿠튀르(haute couture), 즉 고가의 재봉(high sewing)과는 다

르다(Burns, Mullet, & Bryant, 2011). 오트 쿠튀르는 맞춤복 

전문 컬렉션으로 대부분의 경우 하이패션 디자이너, 즉 크리

스찬 디올, 샤넬, 지방시 등과 같이 고가 상품을 소량으로 제

작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들

이다. 이들은 패션쇼 등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시장에 발표

한다.

많은 사람들이 쿠튀르 디자인(couture design)이란 용어를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트 쿠튀르란 매우 소

수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창조된 의복(collection)을 부르는 용

어다. 프랑스의 정부산업청인 샴브레 신디카 드 라 오트 쿠튀

르(Chambre Syndicale de la Haute Couture)에서 최고급의 원

단과 가장 숙련된 기술자들을 고용해 이런 의복들을 만들고 

있는 곳에만 오트 쿠튀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1950년대에

는 100여 개의 회사들과 디자인 하우스들만이 이 오트 쿠튀

르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다. 오트 쿠튀르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쿠튀르 하우

스가 반드시 프랑스에 있어야 하고, 최소한 20여 명의 정직

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1년에 두 번씩은 최소 50

여 개씩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

년에는 9개의 회사가 정회원으로 있었고, 19개 정도의 회사

들이 쿠튀르 쇼에 참석했으나 정회원이 아닌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에 위치해 정회원으

로 인정은 받지 못한 회사들이었다. 예를 들면 발렌티노는 이

탈리아에 위치하고 있어 정회원의 인증은 받지 못하고 있다

(Thames and Hudson, 1998).  

요즘에는 ‘쿠튀르’란 용어가 별다른 뜻 없이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다. 또한 고가의 의류에도 사이즈 태그를 붙여서 기성

복처럼 판매하기도 한다. 

요즘은 많은 쿠튀르 디자이너들이 고가의 쿠튀르 상품들과  

저가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기도 한다. 즉 디자이너들이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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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맞춤복형 오트 쿠튀르는 특별한 고객 그룹에게 맞춤제작

해 자신의 쿠튀르 하우스에서 판매하고, 또한 이보다는 약간 

가격대가 낮으나 그래도 다른 기성복들보다는 매우 고가인 

기성복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기성복들은 백화점

을 통해 다른 기성복들과 함께 판매되는데, 예를 들면 생 로

랑의 기성복 라인인 리브 고슈(Rive Gauche)가 그중 하나다. 

기성복 범주

기성복 상품은 의류상품의 제작 생산자와 판매자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범주로 구분될 수가 있다. 리테일에 따른 기성

복 범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도매판매만을 고집하는 브랜드

많은 브랜드들이 생산한 상품은 도매용 판매를 위해서다.

해인스(Hanes)와 여러 다른 속옷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매업자들에게

는 익숙한 브랜드로 좋은 예가 된다. 현재 잘 알려진 몇몇 회

사들도 이런 식으로 도매판매를 하다가 그 명성이 알려지고 

브랜드 이름이 소비자에게 잘 알려져, 도매에서 일반 소매와 

소비자 판매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 

7 For All Mankind가 좋은 예로서, 이 브랜드는 최근까지

도 도매 전문으로 백화점과 다양한 소매점에서 판매가 되었

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자사 브랜드만을 판매하는 자사 

소매점도 열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컬럼비아 스포츠(Columbia Sports)를 들 수 있다. 

도매상으로 잘 알려진 이 회사는 최근에 자신의 회사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즉 자회사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가게를 열어 자

신들이 미국 서부의 자연환경과 기후에 맞게 직접 디자인한 

상품들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다.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많은 소매

업자들은 다양한 마켓전략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성공을 얻

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해가고 있다. 

소매판매와 도매판매를 동시에 하는 브랜드

자신의 소매판매 상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상점이

나 브랜드에 도매판매를 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은 흔히 국가 

브랜드(national brand,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 

기업들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 상품의 품질, 가격이 잘 

알려진 브랜드란 뜻이다. 예를 들면 나이키, 폴로 랄프 로렌, 

리즈 클레이본 등과 같은 브랜드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주로 

이중유통(dual distribution)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

들의 상품을 자신들의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또한 백화점 등 

그들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판매하는 다른 소매점에서도 동시

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소매판매의 장점은 그들이 

다른 소매 통로를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브랜드들은 백화점에 자신들의 독점적인 판매 계약

을 맺어서 자신의 상품을 판매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토

미 힐피거(그림 1.2)는 2008년 가을에 미국 백화점 중 하나인 

메이시스(Macy’s)와 독점 판매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메이시

스에서만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해 더 이상 다른 경쟁 백

화점[예를 들어 딜라즈(Dillard’s)]에서 그의 상품을 판매할 수 

그림 1.2 디자이너 토미 힐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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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했다. 

자신의 소매점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프라이빗 레이블 

많은 프라이빗 레이블(private label)의 경우 자신의 소매점에

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표를 다이렉

트 마켓 브랜드(direct market brand) 또는 소매점 브랜드(retail 

store brand)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상표는 디자

인의 독점성, 브랜드 이미지의 독특성, 스토어의 특별한 디

자인과 레이아웃, 광고의 특이성 등 자신만의 매우 유일하고 

특이한 장점을 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애버크롬비 & 피치

(Abercrombie and Fitch), 갭(Gap),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s 

secret) 등이 있다. 

갭의 경우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라인들을 자신의 모회사

인 더 갭 스토어(The Gap Stores, Inc.)에 포함하고 있는데, 저

가의 캐주얼인 올드네이비(Old Navy)를 비롯하여 갭, 바나

나리퍼블릭(Banana Republic)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포함하고  

있다. 

프라이빗 레이블을 개발하는 소매점

몇몇 소매판매기업들이 프라이빗 레이블(private label)들을 개

발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스토어 브랜드(store brand)라고도 한

다. 메이시스는 ‘I.N.C’라는 프라이빗 레이블을 개발해서 독

점적으로 매이시스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메이시스는 여러 

다른 상표들을 I.N.C. 상품과 함께 자사의 백화점인 메이시

스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노드스트롬(Nordstrom)은 자사에서 개발한 

상품을 자신의 백화점에서 독점 판매하는 프라이빗 레이블

을 가지고 있는데, 클라시크 앙티어(Classiques Entier), 비피

(B.P.), 캐슬론(Caslon)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노드스트롬 백

화점의 한 소속 부서인 노드스트롬 프로덕트 그룹(Nordstrom 

Product Group)은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레이블 상품을 개발

한다. 흥미롭게도 노드스트롬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프라이

빗 레이블 회사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인하우스 바이어(in－

house buyer)가 있다. 같은 회사 소속인 구매 부서에서는 디

자인 부서와는 독립적으로(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경쟁하면

서) 일하는데, 구매 부서에서는 디자인 부서에서 디자인한 상

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백

화점의 예로 중저가 의류상품을 판매하는 JC페니(JCPenney)

가 있는데 애리조나 진(Arizona Jeans)은 그들이 독점적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다. REI(Recreational Equipment 

Incorporated)의 경우는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를 다른 회사의 많은 브랜드와 함께 자신의 직영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테일 회사이다. 이런 경우의 장점은 가격 자

유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소비자의 충

성도(customer loyalty)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프라이빗 레이블 회사들은 자신만의 디자인팀과 상품 

개발팀이 있고 특별 주문 생산(specification buying)을 통해 의

류상품을 개발한다. 프라이빗 레이블 회사들은 비록 자신들

이 고용한 제조업체들에 의해 재단과 봉재 등의 실제적 생산 

과정이 이루어져도 이 전체 과정을 자신들이 직접 감독하며 

총괄한다. 기성복은 이런 대량 생산 과정에 의해 생산되고 도

매되어 소매상점이나 백화점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손에 도

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회사들은 실제적으로 1차적 생

산자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들을 생산자 또는 제

조자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라이빗 레이블

어떤 회사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도 다른 회사

들이 개발한 상품을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해서 자신의 상품

명을 붙여 판매한다. 포에버 21(Forever 21)의 경우, 자신들이 

직접 상품을 개발하지는 않아도 다양한 소매상과 제조자로부

터 의복을 구입해서 자신들이 소유한 상점 체인, 즉 포에버21

에서만 판매한다.  

몇몇 회사들을 주로 카탈로그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

매하기도 하고 직영대리점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콜드워터 크릭(Coldwater Creek)이나 랜즈 엔드(Land’s 

End), L.L. 빈(L.L. Bean)은 우편 주문 카탈로그 회사인데 이

들은 주로 다른 제조자들이 만든 의복을 구입해서 자신의 브

랜드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럴 경우는 타깃 마켓(target 

market)의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체형에 잘 맞는 스타

일임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소비자가 사이즈 10인 옷을 구

입하려고 한다면, 카탈로그로 구입한 의복은 구입 전에 입어 

볼 수 없으므로 변함없이 잘 맞는 사이즈 10을 계속 제공해야 

반품의 양을 줄이고 소비자의 충성도와 만족도를 늘릴 수 있

게 된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정확한 생산 과정의 지도를 위

한 테크니컬 디자인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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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없는 상품

프라이빗 레이블과는 달리 상표가 없이 도매판매와 소매판매

를 위해 제조되는 상품들은 제네릭 브랜드(generic brand)라고 

부르는데 이는 구매한 도매상과 소매상이 상표를 부착해 그

들의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상품 개발 정보들은 매우 명확하게 의

류 생산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의류산업에서 여러 기

업들이 사용하는 디자인과 의류 생산 과정이 매우 유사하기

에  다양한 의류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의류상품 구분

의류상품은 주로 상품의 가격대, 타깃 소비자의 성별과 나이

에 따라서 구분된다. 

가격대에 따른 구분

기성복은 다양한 가격대가 있다. 

 ≊  고가 또는 디자이너 브랜드 가격대(high or designer price 

zone)：이는 도매가격으로는 가장 비싼 가격대를 의

미한다. 캘빈클라인(Calvin Klein), 도나 카란(Donna 

Karan), 생 로랑(Saint Laurent), 샤넬(Chanel) 등과 같

은 디자이너 컬렉션들이 포함된다. 이런 디자이너 컬렉

션에서 새로운 상품 라인이 새 가격대에서 소개되는 것

이 새로운 트렌드이다. 랄프 로렌은 퍼플 레이블(Purple 

Label)이라는 새로운 고가의 가격대 라인을 소개했는데 

이는 좀 더 독점적인 디자인 라인으로 특정 소비자들에

게 다가가려는 시도다.  

 ≊  고가와 중고가의 중간 가격대(bridge price zone)：이는 고

가 또는 디자이너 브랜드 가격대와 중고가 가격대의 중

간을 차지하는 가격대의 상품을 의미한다. 이는 디자이

너 라인이며 약간 가격이 낮은 라인들, 즉 캘빈 클라인

의 CK 라인과 도나 카란의 DKNY 등을 예로 들 수 있

다. 이 밖에도 엘렌 트레이시(Ellen Tracy)와 엠포리오 아

르마니(Emporio Armani) 등의 브랜드가 있다. 이는 소비

자층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대다수에 의해 구매되는 브

랜드 등을 포함한다.  

 ≊  중고가 가격대(better price zone)：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가 브랜드인 토미 힐피거, 리즈 클레이본, 존스 뉴욕

(Jones New York), 나이키, 노티카 등의 브랜드들을 포함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프라이빗 레이블 상표인 앤테일러

(Ann Taylor), 탈보트(Talbot), 바나나리퍼블릭과 같은 브

랜드도 있다.  

 ≊  중간 가격대(moderate price zone)：이는 대다수가 프라

이빗 레이블 상표들도 게스, 리바이스, 갭 등의 상표가 

있다.1

 ≊  저가 가격대(mass or budget)：미국 내의 대형 할인 소

매상 백화점인 타깃(Target)과 케이 마트(Kmart) 등에

서 판매되는 의류상품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며 대

부분의 경우 저가의 상품 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대형

1  역자 주：한국에서 판매되는 이런 중간 가격대의 상품은 수입 관

계 비용이 포함되어 한국 소비자에게는 국외의 소비자들이 인식하

는 중간 가격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 내와 유럽시장에서 다른 의류상품과 비교했을 때 중간 

가격대임을 알려두고 싶다.

그림 1.3 고가 가격대 브랜드의 트레이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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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브랜드인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Kirkland), 스웨덴의 H&M이나 포에버21 등을 한 예로 

들 수가 있다. 

요즘은 많은 의류회사들이 다른 가격대의 브랜드를 새롭

게 첨가하며 성장하고 있다. 상류층이나 연예인들의 결혼식

용 드레스를 디자인하는 톱 디자이너인 베라 왕은 기성복 라

인인 심플리 베라(Simply Vera)라는 브랜드를 백화점 체인 콜

스(Kohl’s)에 독점 디자인 라인으로 소개해서 많은 이들로부

터 주목받고 있다(Crawford, 2007). 1960년대와 1970년대 미

국의 인기 디자이너 브랜드였던 할스톤(Halston)이 같은 부류

의 백화점인 JC페니에 자신의 디자인 라인을 독점적으로 판

매했다가 그의 디자인이 가지고 있던 고가의 하이패션 이미

지를 잃고 큰 실패를 본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베라 

왕의 대담한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포에버 21은 ‘Fast fashion, Cheap chic(저렴하고 세련된 패

션)’을 이끄는 선두주자다. 지난 10년간 이 회사의 성장은 과

히 놀랄 만하다. 포에버 21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의 트렌

드를 따라잡는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며 소비자층을 여성부

터 남성까지,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넓혀가

고 있다. 10대들과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들 위주로 판매

되는 상표라는 이미지를 깨고 계속적으로 성별과 나이에 상

관없는 온 가족을 위한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또한 

다양한 상품군들인 여성용 신발, 란제리, 플러스 사이즈, 화

장품 등을 포함한다(La Ferla, 2007). 2006년에는 남성복 그리

고 2010년에는 아동복 생산도 추가되었다. 특히나 여성복에 

몇 개의 라인을 더 첨부하였는데, 페이스 21(Faith 21)은 플

러스 사이즈 여성복 라인이며, 트웰브 바이 트웰브(Twelve by 

Twelve)는 좀 더 도전적인 패션 브랜드인 하이패션 라인이다

(Holmes, 2010).   

개인 의류기업의 하나인 포에버 21(Forever 21)은 꾸준히 

기업을 확장해 포에버 21, XXI 포에버, 러브 21, 21 맨, 헤리

티지 1981, 페이스 21, 포에버 21 걸스, 러브 앤드 뷰티 등의 

다양한 자회사 브랜드로 북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 유

그림 1.4 중반 가격대 상품의 한 예인 게스

그림 1.5 트레이시 페이스(Tracy Feith)는 타겟 고 인터내셔널 

브랜드의 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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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멕시코시티,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몰(http://www.forever21.co.kr)을 통해서 다양

한 소비자에게 찾아가고 있다. 포에버 21은 저가 패션 상품을 

빠른 패션의 사이클로 만드는 브랜드이다. 예를 들면 마크 제

이콥스(Marc Jacobs)가 6개월의 의류상품 사이클을 가지고 있

다면 이들은 6주의 사이클로 상품을 개발한다. 

성별과 나이에 따른 구분

의류상품의 구분은 타깃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프로파일,  

즉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소비자 계층을 겨냥해 여러 가지 브랜드를 동시에 소

유하고 있는데,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갭은 바나나리퍼블

릭, 갭, 올드네이비 등을 가지고 있다. 각 브랜드는 독특한 디

자인과 상품 특색으로 각각의 소비자 계층을 겨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올드네이비는 남성, 여성, 소년, 소녀, 어린이, 임

산부, 플러스 사이즈 등 다양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소비자 

그룹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상품 구분에 따르면, 의류상품은 크게 남성, 여성, 아

동용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다. 과거에는 여성복이 의류업계

의 가장 중요 초점이었다. 그러나 남성들이 스타일에 더욱 신

경을 쓰고 중요시함에 따라서 남성복도 매우 다양하게 개발

되었다. 남성복도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 구분

과 다양한 브랜드들이 소개되기 시작되었다. 여성복에서 시

작한 회사들이 남성복, 아동복으로 자신들의 기업을 확장하

고 새로운 의복 라인을 추가해 사업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은 

회사로서는 어려운 결정이다. 이는 각 상품 분야에 따른 전문

인을 따로 양성하고 고용해서 다른 특징을 가진 상품을 개발

해야 하므로 성공적인 기업 운영과 상품 창출을 위해서는 많

은 도전과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의류 회사들은 새로운 브랜드들을 창출하면서 회사

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의류 회사가 이런 도전들을 나름대로 

해볼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첫

째, 각 기업에서는 자신들만이 쌓아온 의류 생산, 개발과 판

매에 대한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애버크롬비 & 피치는 2년마다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

해 자신의 기업을 확장하려고 계획한다. 10대 후반과 20대 소

비자층을 겨냥한 브랜드인 애버크롬비 & 피치에서 시작된 이 

회사는 아동복을 위해 애버크롬비 키즈를 만들었고 그 후에 

조금 싼 가격대이면서 애버크롬비 & 피치 성인복보다는 조금 

더 어린 소비자를 겨냥한 홀리스터, 그리고 애버크롬비 & 피

치보다는 조금 더 나이대가 높은 30대 소비자를 겨냥한 루엘 

No. 925(Ruehl No.925)를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주된 목표는 

다양한 소비자 계층을 모두 다 겨냥해 판매를 늘리는 것이다.

<표 1.1>은 나이 등의 여러 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라서 남성복, 여성복과 아동복의 상품군들에 따른 시장 분류

(market segment)를 보여준다. 

그림 1.6 포에버 21은 저가 가격대 브랜드의 한 예다. 그림 1.7 과거의 디자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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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상품 구분

<표 1.1>에서 보듯이 의류상품은 상품의 최종 사용목적에 따

라 세부상품으로 구분된다. 아래는 여성복의 세부상품 구분

이며 이들은 완전히 독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동시에 여러 부분에 속할 수 있다. 

 ≊ 아우터웨어：코트, 재킷, 조끼

 ≊ 드레스

 ≊ 블라우스, 셔츠

 ≊ 스웨터

 ≊ 스커트

 ≊ 슈트

 ≊ 니트, 티

 ≊ 수영복

 ≊  스포츠웨어：골프복, 테니스복, 스키복, 스노보드복,  

요가복

 ≊ 이브닝웨어

 ≊ 웨딩드레스

 ≊ 임부복

 ≊ 유니폼

 ≊ 속옷：브라, 거들, 보정속옷

 ≊ 잠옷, 실내복

 ≊ 액세서리, 가방

 ≊ 신발

 ≊ 모자, 스카프, 장갑

 ≊ 양말

 ≊ 모피

 ≊ 가죽

일반적으로 의류업체들은 하나의 상품에 주력한다. 현대 

의류산업의 경향 중 하나는 하나의 상품에 주력해 성공을 이

루는 것인데, 오리건주에 자리 잡고 있는 수영복 전문회사인 

잰트젠(Jantzen)은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로 하나의 상품 종류

에만 집중해 지금까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 또한 오하이오

주에 자리 잡고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 역시 속옷과 잠옷, 라

운지 웨어(lounge wear：편안하게 집에서 쉬면서 입을 수 있

는 의복류)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의류 생산과 마케팅 과정에서 일하는 전

문가와 전문 직종

의류산업에서 성공하려면 그 산업의 구조, 즉 제조와 판매, 

의류시장과 상품의 특성과 변화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의류상품은 의류 생산 과정에 종사하는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서 생산된다. 현재는 범세계화

의 영향으로 특별 주문 생산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특별 주문 생산에 따른 의류 생산 관련 전문가의 역할 

변화

과거에는 인하우스 생산(in－house production), 즉 가내수공적

인 생산이 주된 의류 생산 방법이었다. 디자이너가 적은 수의 

스타일을 디자인하고 맞춤 중심의 생산 과정을 통해 의류상

품을 생산했다. 그러나 후에는 의복 생산이 소규모의 가내수

공업을 벗어나서 자사 생산공장에서 직접 생산되었다. 그러

나 대량생산이 하나의 법칙처럼 널리 사용되자 생산공장들은 

외국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졌다. 

현재 대부분의 기성복은 특별 주문 생산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기업의 본사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

에 자리 잡고 있으나, 이런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

지 않기에 계약 고용된 중간자가 생산공장에서 의류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내의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모든 디자인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결정하는

데, 여기에는 디자인, 소재, 디자인 디테일 등을 결정하는 것

이 포함된다. 그러나 실질적 의복의 재단, 봉제, 상표를 붙이

고 포장하고 회사로 완제품을 보내는 것은 중간업자인 대리

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의류기업들은 생산자로서 디자인

표 1.1 성별, 나이, 신체형에 따른 의류상품의 구분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일반 남성

키와 체구가 큰 남성

젊은 남성

아가씨

플러스 사이즈 여성

체구가 작은 여성 

키가 큰 여성

임산부

청소년

갓난아이(3, 6, 12, 18개월)

걷기 시작한 아기(2T~3T)

아동(3~6X)

소년(8~18)

키와 체구가 큰 소년(8~18)

소녀(7~16)

플러스 사이즈 소녀(7~16)

어린이(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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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그 디자인 과정을 관장한다. 미국의 의류기업들은 국

외의 생산자들이 미국 의류기업이 제시한 특정 디자인 디테

일, 핏과 스펙, 그레이드, 의복 구성, 레이블 선택, 특수 가공

처리 등의 지정된 생산공정에 따라 제조한 의류상품 완제품

을 돈을 내고 구입해 오는 것이다.  

스페시피케이션(specification)은 줄여서 스펙이라 하는데, 

이는 각각의 스타일에 따라 문서로 쓰여진 가이드라인으로 

각 스타일의 의류상품 생산에 관계된 특정적인 정보를 의미

한다. 스펙은 회사의 디자인팀과 의복 생산을 맡은 제3자의 

공장이나 중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며, 무엇보

다도 모든 정보가 간결하고 명백하게 쓰여 읽는 사람들이 쉽

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은 우리말로 작업지시서(technical package, tech pack)라고 하

는데 작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조하라. 

프라이빗 레이블 회사들은 대부분 특별 주문 생산을 통한 

의류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 따라 생산된 의류제품들은 각 회

사의 독특한 디자인과 생산품질기준에 따라 생산된다. 이 점

에서 프라이빗 레이블의 다양한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디자인의 독창성이다(Brown & Rice, 2001). 제품의 디자인은 

회사 내의 디자인팀에 의해 그들의 타깃 소비자에 맞게 창조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상품은 자회사의 직영 소매점에

서만 판매가 되고 각각의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광고

와 광고 문구, 시안, 판촉 등도 개발된다. 폴로, 갭, 애버크롬

비 & 피치 등의 다양한 회사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둘째, 의류기업의 측면에서는 회사를 쉽게 창업하고 쉽게 

폐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회사 자체로는 생산시

설과 설비를 위한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적 

쉽게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회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own & Rice, 2001). 

셋째, 회사의 측면에서는 의류 생산 과정에 종사하는 직원

들(특히 해외 생산업체의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관련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는 고용된 대리인에게 이런 

의무를 부가하고 단지 생산된 의류상품에 대한 구매만 한다. 

이때 다른 생산영역에 대한 것은 인사 의무가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서 스웨트숍과 아동 노동 등의 커다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

다. 미국 내에서 윤리적인 노동기준과 기업 윤리에 대한 미국 

국민의 관심이 높기에 이런 점을 유념하지 않으면 기업이 선

택한 생산공장과 고용인들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들이 기업에 

물을 수 있다. 

스웨트숍(sweatshop)이란 아주 열악한 근무조건, 즉 깨끗

하지 않고 위험하며 근무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노동조합도 없는 상황에서 아주 적

은 임금을 받고 오랜 시간 일하는 환경을 말한다. 땀을 쭉 뺄

(sweat) 정도의 아주 열악하고 환경이 나쁜 곳에서 일한다는 

뜻으로,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다. 아

동 노동(child labor)은 각 나라에 따라서 정해진 노동연령 이

하의 어린이를 고용해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의 경

우, 노동법으로 정해진 기준연령은 16세다. 스웨트숍이나 아

동 노동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 미국 노동감시단체：www.fairlabor.org

의류업체에서는 이러한 노동인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피

하기 위해 자신들이 고용한 의복 제조자들의 작업환경을 계

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대부분의 의류업체에서는 작업환경 

및 노동과 관련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규정해둔다. 예를 

들면 나이키는 과거 10세 아이들이 신발, 옷, 축구공을 만드

는 파키스탄과 캄보디아 공장을 방치했던 실수 이후에 회사

의 고유한 노동규정을 제정했다(www.commondreams.org/

headlines01/1020－01.htm).

수직제조방식과 수평제조방식

의류산업에서는 두 종류의 생산제조방식을 볼 수가 있다. 첫

째가 수직제조방식(vertical integration)이다. 이는 의류 회사 

자체가 생산공정 공장을 다 소유한 경우인데 이때는 경영부

터 생산까지가 모두 한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에 

이 회사의 직원들은 한 건물에서 모두가 함께 일한다. 이 경

우에는 몇 가지 장점을 찾아볼 수 있다－(1) 전체 생산공정

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두가 한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공정의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점도 있다. (2)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게 건물까지 함께 쓰는 경우라면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모두가 쉽게 얼굴을 보면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3) 생산공정에 필요한 상품이나 재료들을 한 장소(공장)

에서 다른 장소(공장)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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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현재 전 세계의 중간 가격대 패션을 이끄는 인기 브

랜드 중 하나인 스페인 회사 자라(Zara)가 좋은 예다. 이 회사

는 의류제품의 생산 과정과 생산된 물품의 유통 과정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의 생산공장들은 대부

분 자라의 자사 공장이고 이들은 주로 스페인에 위치해 있다

는 것이다. 50%의 생산품이 회사가 위치한 스페인에 있는 자

사 공장에서 생산되고, 26%는 유럽에 흩어져 있는 자사의 공

장에서 생산되며, 24%의 물품만이 아시아 등의 다른 나라에

서 생산되고 있다. 자라는 다른 회사에 비해 굉장히 짧은 리

드 타임(lead time)을 가지고 있다. 리드 타임은 제품 생산과 

유통시간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데, 하나의 디자인이 시작되

어서 의류상품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의 손에 가도록 각각의 

매장에 유통·진열되는 시간을 의미한다(www.tx.ncsu.edu/

jtatm/volume5issue1/Zara_fashion.htm). 가장 기본적인 의복 

항목인 티셔츠처럼 유행의 변화 없이 사계절 내내 판매되어 

오랜 기간 동안 매장에 진열될 수 있는 상품만이 인건비가 싼 

아시아 국가들이나 터키 등 국외에서 생산되고 있다.

의류산업에서 시간경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대부분의 의류회사들이 아시아 등의 국가에서 국외생

산을 함으로써 전체 생산·유통 과정이 9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주 만에 의복 생산과 유통을 마치는 자라와

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Ferdows & Lewis, 2004).

고가의 의류제품 브랜드인 세인트 존(Saint John)은 다른 예

이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에 위치한 이 회사는 실의 제조

부터 봉제까지 대부분의 생산공정을 어바인 캠퍼스에서 하고 

있다. 이는 실의 생산, 재단, 봉제 등 생산공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의류상품의 질

과 독창성을 잘 고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8 수직제조방식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인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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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산공정은 수평제조방식(horizontal integration)인

데 이는 각 공정 과정이 각각의 제작자에 의해 따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부자재(trim), 직물, 재단, 봉제, 포장 등이 각각

의 업자들에 의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의류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의류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애버

크롬비 & 피치, 폴로, 앤 테일러 등의 의류업체가 예가 된다. 

수직제조방식과는 다르게 이런 수평제조방식의 단점은 디자

이너들이 생산 과정을 옆에서 볼 수 없으므로 (1) 각각의 생

산 과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2) 생산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3)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류 생

산 과정 중인 물품과 소재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계속 

옮겨야 하고, 그러므로 (4) 생산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특

히 국외생산인 경우에는 더욱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의류라는 상품의 특성상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공정이 필수적이므로 인건비가 국내생산보다 싸다면 국외생

산이란 조건은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처음 회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자본이 

덜 드는 국외생산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의류산업의 전문인과 전문 직종

미래의 의류산업을 책임질 의류 전공 학생들에게는 의류 생

산 과정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의 역할과 직종에 대해 아는 것

이 중요하다. 의류상품 생산과 유통 과정을 커다란 그림으로 

볼 때 세 가지의 주된 직종을 생각할 수 있다.

유통 과정

소매업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프라이빗 레이블 상품을 디자

인하고 대개 상품 생산을 위해서는 벤더(vendor)나 컨트랙터

(contractor), 즉 중간업자인 에이전트를 고용해 이들에게 의

류상품 생산을 맡긴다. 벤더는 에이전트로서 생산 과정을 주

관하는 역할을 하는데 생산되는 의류상품들이 각 기업의 디

자인팀이 정해준 규격과 양질의 기준에 맡게 생산되도록 주

관한다. 국외생산의 경우 생산 과정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

부분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영어와 자국어 등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리인이 생산 과정을 돕고 관리한다. 

생산 과정

생산 코디네이터(product coordinator)의 역할은 생산 과정을 

잘 조율하고 계약서의 정보와 상품배송 등과 관계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들은 중간업자들인 벤더(vendor) 또는 콘

트랙터(contractor)들과 함께 일한다. <글상자 1.1>은 실제 직

종과 업무에 관계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예는 실제

로 미국 중소 의류기업에서 직원을 구하는 공채광고 중 하나

이다. 

의류기업에 의해 고용된 컨트랙터들의 책임 중 하나는 의

류기업이 정한 디자인과 품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다. 컨트랙터들은 주로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봉제 관련 공장을 관리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트랙

터 중 하나는 한국 회사인 영원무역이다. 

도매업자들은 자신의 상표를 붙인 의류상품들을 생산하기

도 하는데 이를 소매상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소매상이나 제

조자의 경우를 고려할 때, 디자인 과정에 관계된 다양한 직종

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의류제품 개발 과정

머천다이저(merchandiser)는 시장을 조사하고 지난 시즌에 가

장 잘 팔린 스타일을 조사·연구하며, 디자인 스태프들에게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많은 회사들의 경우에 이들은 디자

이너들과 면밀하게 공동작업을 하고 소비자들에 대해 깊이 

연구하며 어떤 스타일이 소비자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성공할

지를 매일 연구한다. 이처럼 머천다이저는 바이어와 디자이

너 사이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고, 다음 시즌에 유행할 

색상과 스타일을 연구한다. 또한 이들은 가격 대비 스타일이 

자신들의 타깃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지를 

연구한다. 머천다이저는 예산과 판매자료와 동향분석을 면밀

하게 조사한다. 이는 의사소통의 능력과 트렌드, 디자인, 판

매 기록에 대한 비평적인 분석을 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

이다. 머천다이저는 새로운 스타일과 이월 스타일(carry－over 

style)’ 또는 ‘리오더 스타일(reorder style)’, 즉 지난 시즌에 인

기가 있었던 스타일을 다시 생산할지 결정한다. 머천다이저

들은 판매자료와 그들의 경험, 관점을 통해 각각의 계절에 맞

는 라인플랜(lineplan)을 결정한다. 이는 각 계절에 생산되는 

모든 스타일에 대한 정보다. 제2장의 <표 2.1>이 예다. <글상

자 1.2>는 중소기업 머천다이저의 실제 직종과 관련 업무에 

대한 예이다. 

의류 디자이너(apparel designer)는 의류상품의 실제적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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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을 창조하는 직업이다. 리드 타임(기업에서 의류상품을 

디자인 개발해 유통하고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소매상

에 전달하는 것까지의 시간으로 보통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에 따라서 이들은 상품이 소비자에

게 소개되기 한참 전부터 생산 과정을 준비한다. 의류 디자

이너들이 준비하는 디자인은 과거와 현재 유행 연구에 기반

해 준비된다.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영감을 받기 위해 여러 곳

을 여행하는데 텍스타일 전시회인 트레이드 쇼(textile trade 

직업명： 어시스턴트 머천다이저(assistant merchandiser)

상사：생산라인 매니저

업무의 주된 목적：시스템 유지 및 관리, 소싱(sourcing), 샘플을 관리하

고 전술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머천다이징 부서에서 수익성 있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주된 업무

●  매주 판매 미팅 준비

●  모든 스타일별 제품 프로파일 준비(리테일과 카탈로그) 

●  아이템과 소매가격 등을 기계로 정산

●  생산되는 제품의 샘플을 주문하고 정가표를 붙임

●  머천다이저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함

주된 인터페이스

●  생산라인 매니저

●  소싱 매니저

●  기획팀 

●  테크니컬 센터

●  디자인

자격 요건

●  머천다이징 학위나 상응하는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

●  팀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독립적으로도 일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  윈도우, 엑셀, 로터스, 워드 프로그램 같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지식

이 있는 사람

●  소매판매 업무에 관한 사전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사람

실제 의류산업에 관련된 직업 #2글상자 1.2

직업명：생산 보조자(production assistant)

상사：다양한 부서의 의류상품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생산 매니저)

업무의 주된 목적：생산과 머천다이징에 관심을 갖고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이 위치에 있는 직원은 제품을 관리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

하여 배워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된다. 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이런 업무를 경험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최소 두 가지 다른 부

서의 일을 해보는 것이 원칙이다. 

주된 업무

●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다. 스타일마스터(stylemaster), 파일 

코드, 계약 발주서 및 수정본, 선적 통지서 등 생산과 계약에 관한 정

보를 관리하고 조정한다.

●  개발할 샘플과 직물의 구매 발주를 발행하는 일을 돕는다.  

●  생산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며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날짜를 최

대한 맞춰 재고를 줄임으로써 제품의 수익성에 문제가 없게 한다. 문제

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품 관리자들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한다. 

●  소비자 샘플과 더불어 세일즈 렙의 대표적인 판매 샘플을 주문하고 생

산하는 일을 한다. 작업지시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품의 품질을 확인

하는 등의 일을 한다. 

●  제품의 가격 차트를 관리하고 선적 및 배달을 관리하는 등 제품의 생

산 현황을 확인하고 회계를 감사하고 갱신하는 일을 한다.

●  전화나 이메일, 팩스를 사용해 제품 생산에 관하여 국내외 지사나 회사 

내의 여러 부서들과 면밀한 의사소통을 한다.  

●  부서에서 요청한 업무나 특별히 기획된 프로젝트를 맡는다.

자격 요건

●  최소한 1년 정도의 생산 일정을 짜고 재고를 관리하며 상품을 사들이

는 직책을 맡은 경험이 있거나 다른 의류산업체에서 관계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최소한 1분에 45자를 타이핑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고 데이

터를 입력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  워드와 엑셀, 의류산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

는 사람

●  비즈니스나 의류, 직물학 전공 학위나 이에 관련된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 

●  문서와 구두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고 조직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분석적으로 일하며 중요한 정보에 우선순위를 둘 줄 알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기한에 맞춰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사람

●  비즈니스 변화에 적응하는 융통성과 업무 압박을 잘 견디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실제 의류산업에 관련된 직업 #1글상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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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등의 전문적인 장소부터 쇼핑의 명소, 문화유적지, 도

서관, 박물관 등 영감을 주는 다양한 장소가 포함된다.

의류 디자이너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전문

인들과 일할 때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글

상자 1.3>은 의류 디자이너의 실제 직종과 관련 업무 예로서 

미국 중소기업 프라이빗 레이블 디자이너의 예이다. 

미국의 큰 의류업체에서 테크니컬 디자인 부서는 일반 의

류 디자인 부서와는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디자인 스케치를 

실제 상품으로 만드는 데 전문적인 일을 담당한다. 테크니컬 

디자이너(technical designer)의 업무는 작업지시서, 즉 스타일

의 작업지시서를 살펴보고, 피팅을 하고, 핏 코멘트, 즉 상품 

수정사항을 적는 일들이다. 테크니컬 디자이너들은 의복 생

산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휘하는 사람들이다. 테크니컬 디

자이너들은 의류업체에서 정한 디자인과 디테일을 소화하면

서 맵시 있게 잘 맞는 옷을 생산하기 위해 창조성과 문제 해

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외에서 일하는 전문인들과의 면

밀한 공동작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다

른 나라의 문화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하나의 팀으로 일할 때 서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상호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서로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글상자 

1.4>는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실제 직종과 관련된 업무로서 

미국의 대기업 프라이빗 레이블 디자이너의 예이다. 

의복, 상품 포장, 상표, 수장식, 물품의 문구나 장식들에 들

어가는 다양한 그래픽을 창조하는 디자이너들이 바로 그래픽 

디자이너(graphic designer)다. 이런 직종에서는 창조성과 비

평적인 사고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술 전공자이며 또

한 색감과 디자인 감각이 많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텍스타일 디자이너(textile designer)는 의류제품에 이용되는 

직물을 디자인하는 직종이다. 이들에게는 색상, 디자인 모티

프 프린팅, 섬유와 직물구조, 컴퓨터 CAD 능력이 많이 요구

된다. 텍스타일 디자이너는 남성 점퍼류부터 여성 드레스류, 

아동복까지, 기능성 원단부터 예술성이 가미된 원단까지 다

양한 영역을 다룬다. 현재의 유행을 따르면서도 타깃 마켓에 

맞는 특이한 스타일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직

물 디자인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는 색상은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

다. 매 계절마다 새로운 색상이 소개되고 컬러리스트(colorist)

들은 유행 예측 정보 회사와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색상의 경

향을 조사·연구하고, 스토리보드(storyboard)를 만들어 새로

운 색상을 소개하며 전 시즌의 색상을 새롭게 소개하기 위해 

연구한다. 컬러리스트들은 이런 색상에 이름을 만들어 생산 

과정에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많

은 경우에는 시적인 이름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색상의 이름

직업명：어시스턴트 디자이너(남성복 우븐 상품 카테고리)

상사：남성복 시니어 디자이너

업무의 주된 목적：남성복 디자인, 특히 우븐 셔츠 제품의 디자인과 라인 

개발을 보조

주된 업무

●  필요하면 다른 제품 범주에 관련된 일도 보조할 수 있는 능력

●  색상을 선택하고 스타일링하며 직물을 선택하고 핏과 스펙을 개발하는 

일을 도움

●  직물의 디자인, 색상, 프린트 및 테크니컬 그림에 관한 의견을 제시

●  세일즈 샘플과 초기 샘플을 주문하는 일을 보조. 샘플 주문과 정확한 

스펙, 직물, 액세서리, 디테일과 같이 생산에 관련된 디자인 정보를 추

적하고 유지하며 실행

●  국내외 지사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며 디자인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문서화하여 전달함

●  타깃으로 하는 캐주얼 남성복 마켓을 잘 파악하여 대상 소비자의 인구통

계적인 특징과 라이프스타일, 패션 트렌드와 소비자의 습관을 알아둠

●  국내외로 출장

●  다른 의무와 특별 사업이 주어질 수 있음

자격 요건

●  패션 머천다이징이나 의류제품 디자인에 관련된 학사 학위나 이에 상

응하는 업무 경력. 특히 현재 남성복 시장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경

력자를 우대

●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엑셀 프로그램을 능숙

하게 다루는 능력

●  의류제품의 핏과 구성에 관련된 테크니컬 기술을 갖춤

●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디테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  문서와 구두상으로 탁월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

●  팀원들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일할 수 있는 능

력. 끊임없이 스스로 동기부여하며 일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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