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22

동두천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동두천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09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Do Dream Fashion Center in Dongducheon

정책연구 2022-09

동두천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Do Dream Fashion Center in Dongducheon
신기동 외

I SB N 979-11-6853-015-7

연구책임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강 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소영

(경기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22-09

동두천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인
발

쇄
행

발 행 인

송 미 영

발 행 처
주
소

경기연구원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화

홈페이지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경기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022년 4월

등록번호
I S B N

www.gri.kr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22
979-11-6853-015-7 93320

정책건의

❚ 두드림패션센터의 건립 목적에 충실한 역할 강화 방향으로, ｢‘메이드 인 양･포･동’ 의류소재 기

반 패션봉제산업 클러스터 육성 거점｣을 두드림패션센터의 비전으로 설정
￭ 핵심 과제로는,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산업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혁신전략을 강구
• 단기적 대안으로, 매출 증대를 위한 기본적 대책으로써 안정적 판로 확보, 단가교섭력 제고
• 중장기적 대안으로, 디자인, 샘플, 재단, 영업 등의 고부가가치 직종의 비중을 높일 필요
￭ 단기 핵심 과제인 마케팅 강화 관련 전략으로는 ‘브랜드업체’와 ‘인터넷쇼핑몰’을 핵심 타겟
유통채널로 설정하고 납품 거래처의 발굴, 확장에 집중할 필요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및 양･포･동 지역내 봉제업체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공공주도형 지역 봉제산업 공동마케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 또다른 단기 핵심 과제인 인력수급 개선을 위한 봉제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으로는 ‘주문형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취미반과 취업반을 구분 운영
• 특히, 니트, 피혁 등 특화형 봉제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특화 분야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검토
❚ 두드림패션센터의 광역거점 기능 수행을 위한 기업지원 공용인프라의 확충 방향으로는,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 공용시설보다 공용장비 확충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 ‘봉제기계’와 ‘디자인기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공용인프라 구비 대상이며, ‘완성자동화시
스템’, ‘재단기계’, ‘패턴기계’, ‘제품전시장’ 등도 우선적 구비대상으로 검토
￭ 공용장비 세부 품목별로는, ‘컴퓨터 자수기’, ‘QQ’, ‘컴퓨터 재봉기’, ‘오드람프 재봉기’, ‘단추
달이기’, ‘나나인치’ 등 6종의 특종장비를 우선 구비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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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수 기업의 점유에 따른 공공성 약화와 지역산업 성장거점 역할 미흡이라는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두드림패션센터의 입주기업 가이드라인 재정비 필요
￭ 업체당 임대공간 한도 설정으로 신규업체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당 입주공간 및 입주기간
축소로 입주업체수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또한 센터 내 기업입주 공간 총량을 줄이는 대신 지역내 기업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시설 및 장비를 더 많이 확충하는 등 두드림패션센터 공간의 용도배분 구조를 재확립
￭ 임대계약 만료 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고 지역내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두드림패션센터의 지역경제 효과의 누적적 상승 효과 기대
• 계약만료 기업의 지역내 재정착을 위한 스마트 봉제산단을 조성하며, 특히 교외입지 산단의
인력수급 취약점을 고려하여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스마트 봉제공장 구축을 지원
❚ 두드림패션센터의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용공간 기능 및 시설 개선방안은 크게 ‘기업

친화적 활용방안’과 ‘기업 및 주민 공동 활용방안’의 두 가지 대안 검토
￭ 대안 1 : 기업 친화적 활용방안
• 1층 및 로비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을 두어 센터의 기능적 상징성을 나타냄
• 2층 : 교육, 창업, 공동작업장 등 관련이 높은 시설들을 군집 배치
• 3층 : 식당 및 주방을 제외한 공간 모두를 ‘양･포･동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로 활용
구 분

수용기능

3층

∙ 식당 및 주방, 하늘정원

∙ 양･포･동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

2층

∙ 관리사무실
∙ 봉제교육센터
∙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 봉제 특종장비 공동작업장
∙ 제품 완성단계 통합작업장
∙ 봉제 부자재판매점

1층 및 로비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

∙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

￭ 대안 2 : 기업 및 주민 공동 활용방안
• 1층 및 로비 : 기존 ｢작은 미술관｣ 공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소통휴식 복합공간’을 조성하며,
현 전시판매장의 일부를 할애하여 작은(디지털) 도서관을 배치함
• 2층 : 교육, 창업, 공동작업장 등 관련이 높은 시설들을 군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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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 식당 및 주방을 제외한 공간에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을
배치, 하늘정원과 연계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
구 분

수용기능

3층

∙ 식당 및 주방, 하늘정원

∙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

2층

∙ 관리사무실
∙ 봉제교육센터

∙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 봉제 특종장비 공동작업장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
∙ 소통휴식 복합공간 – 휴게시설 및 카페 등

∙ 작은(디지털) 도서관

1층 및 로비

￭ 외부공간 및 실내공간 디자인 개선방안
• 패션센터의 성격을 살리는 건물 외벽 디자인과 홍보물 설치
• 3층 옥상정원 외부 접근계단을 설치하고 카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서측 공원부에서의 접근 용이성 및 시인성 제고를 위한 개방적, 상징적 입구 디자인
• 저층 로비 및 입구 디자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 개선
• 1-2층 개방 갤러리 공간의 특징적 디자인으로 공간의 상징성 제고
❚ 두드림패션센터의 광역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유치
￭ “센터 내 공동작업장과 공동작업장 내 기계장비 등 물품은 입주자만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의 수정 검토
• “양･포･동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조항을 조례에 신설 검토
￭ 양·포·동 봉제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은 우리나라 섬유·봉제산업 발전정책의 핵심전략인 ‘디지털
전환’과 이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이와 같은 양·포·동 봉제 클러스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두드림패션센터의 공용시설과
특종장비, 전문인력 등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광역)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
￭ 양·포·동 클러스터 거점으로서 두드림패션센터의 비전과 역할 관련 정책 홍보 강화
• 양·포·동 봉제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연구 수행 및 홍보자료 제작 활용

키워드

동두천시, 봉제산업, 두드림패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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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14년 경기북동부 봉제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도비사업으로 건립된 경기섬유･봉제 지식

산업센터(두드림패션센터)는 봉제업종 전용 산업시설로서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낙후된 동두천시 지역경제의 활력과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특히 2018년 지정된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의 11개 사업구역
중 하나인 두드림패션센터는 “경기북동부 섬유제조업들과 협력을 통해 섬유봉제 생산 기능
수행”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음
￭ 경기북동부지역에 집중 발달한 니트, 피혁 등의 의류소재 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연관
산업인 패션봉제산업의 육성을 통해 소재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섬유-봉제 산업 생
태계의 고도화를 기대
❚ 현재 두드림패션센터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라는 독특한 형태의 산업집적시설로서 100%

입주율에 다양한 품목의 봉제업체들이 생산활동을 전개하며 200여명의 상근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경제적으로 작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됨
❚ 하지만, 두드림패션센터는 동두천시는 물론 경기북동부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거점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센터 소유･운영주체인 동두천시의 예산지원은 입주기업을 위한 공동작업장과 공동
장비, 공동관리비, 청소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산업 육성거점 역할은 구체적인 실적이나 성과가
미비한 상태임
￭ 한편으로 두드림패션센터는 동두천시 신흥주거지역의 중심상가와 역세권에 인접한 입지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편익시설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작은 미술관’ 운영 사례와 같은 시도들이 있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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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이 두드림패션센터의 건립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했던 지역특화산업 육성거점,

그리고 주민친화적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조사분석함으
로써 두드림패션센터의 지역발전 기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주요 연구 내용
• 두드림패션센터 일반 현황과 문제점 진단
• 봉제산업 집적지구 관련 이론 검토 및 유사사례 조사
•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관련 수요자 인식 조사
• 두드림패션센터 역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도출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동두천시 및 인근 도시(양주, 포천, 의정부 등)
• 시간적 범위
╺ 2021년~2022년 현재
• 연구 방법론
╺ 문헌조사, 통계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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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패션센터 일반 현황과
관련 산업 동향

1. 두드림패션센터(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현황
1) 두드림패션센터 설립 배경 및 목적
❚ 동두천 및 경기북동부지역 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및 지원 필요
￭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가죽･섬유 및 유사 업종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창업 인프라 구축”, “섬유･봉제 기업의 집단화를 통한 가죽･섬유제품 생산단지 조성”을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두드림패션센터의 설립 목적이 되기도 함
￭ 동두천시에는 봉제･의류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벤치마킹적인 장소로 두드림패션센터가 유
일하지만 업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수준이므로 공간활용에 대한
전략 마련 필요
❚ 섬유･봉제산업 육성 및 효율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두드림패션센터 설립
￭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두드림패션센터”는 섬유･봉제 제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로 정의
• 두드림패션센터에는 섬유･봉제 및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제조업 또는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움을 주는 업종, 입주자 생산활동 지원 시설이 입주할 수 있음
• 입주자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생산활동 지원
￭ 동두천시는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임대료 징수, 시설유지 등 수행
•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15개의 업체(공동작업장 포함)로부터 임대료를 징수
• 시설물 유지관리계약체결, 건물･소방･승강기 등 안전관리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 보수

제2장 두드림패션센터 일반 현황과 관련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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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두드림패션센터 사업개요
구분
위치

내용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97

사업기간

2009. 6. ∼ 2013. 12. (4년)

총사업비

19,990백만원 (국비 9,000, 도비 4,500, 시비 6,490)

사업내용

∙ 규모 : B3, 10F (51개호실)
∙ 부지 : 3,933㎡ (연면적 : 16,406.06㎡)
∙ 내용 : 봉제임대공장 용도로 두드림패션센터 설립

입주자격

현재 봉제공장을 운영 중이거나 동업종 창업예정인 자 등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주자격

자료 : 동두천시, “https://www.ddc.go.kr/ddc/contents.do?key=673” (2022.02.14. 검색).

2) 두드림패션센터 시설 개요 및 입주기업 현황
❚ 두드림패션센터는 비교적 접근성이 우수하고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에 위치
￭ 수도권지하철 1호선 지행역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주거를 한다면 출퇴근 용이
￭ 두드림패션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번화가에 가까워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생활편의성이 우수한 편

[그림 2-1] 두드림패션센터 외관 및 위치

자료 : “동두천, 수도권 최대 패션산업 중심 우뚝”, TIN뉴스(2013.11.22.).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 (2022.02.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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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션센터는 봉제임대공장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저렴함 임대료와 우수한 작업 및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지하3층~지상10층 총 51개 호실이 마련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으로 화물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작업 및 근무환경이 우수한 편
￭ 임대료는 감정평가(재산가격)의 10/1000으로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제4항
6호｣에 규정되어 있어 저렴한 편
￭ 1층에 전시판매장, 3층에는 입주업체 직원들의 휴식 및 식사공간인 하늘정원 및 구내식당,
5층에는 공동작업장이 마련되어 있음

[그림 2-2] 두드림패션센터 5층 공동작업장

자료 : 현장조사(2022.01.14.).

❚ 50개의 입주공간에 총 14개의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222명이 고용되어 근무 중
￭ 설립 초기 홍보 미흡으로 입주율이 낮아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업체 입장에서는
봉제인력 부족이 최대 과제
￭ 봉제업 관련 업종이 입주해있으나 티셔츠, 스웨터, 군복, 마스크, 모피 등 각 업체에서 주력하고
있는 세부분야가 다름
￭ 조합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을 포함하면 총 52개의 공간에 224명이 근무

제2장 두드림패션센터 일반 현황과 관련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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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두드림패션센터 입주 현황

(단위 : 명)

구분

업체명

호실

주요
생산품목

생산능력
(pcs)

거래형태
(생산방법)

주거래처

고용
인원

-

합계

52

-

-

-

-

224

1

A업체

201, 502,
503, 505, 506

남성티셔츠

120,000

완사입

삼성물산(주)

20

2

B업체

901, 907

작업복, 군복
등

450,000

완사입

군부대, 관공서

2

3

C업체

203, 204, 205

남녀 티셔츠

200,000

온라인쇼핑몰 납품

무신사,
온라인쇼핑몰

15

4

D업체

207, 606, 607

여성의류

180,000

온라인쇼핑몰 납품

도드리

5

5

E업체

301, 604

유아용 모자
등

150,000

OEM,
해피랜드,
자체브랜드(DrCap) 자체브랜드(DrCap)

6

F업체

4층(4)

스웨터

20,000

OEM

㈜진성산업

10

7

G업체

601

모피 등

60,000

임가공, 완사입

㈜프로패션 등

12

8

H업체

침대커버 등

200,000

임가공, 완사입

㈜퍼니스템, 팔로
모리빙, 이앤이

25

9

I업체

골프의류

40,000

완사입, CMT

(주)크리스패션

10

10

J업체

8층(6)

스웨터

120,000

OEM

삼성물산, 라코스테
등

26

11

K업체

206, 905, 906,
1002

작업복, 군복
등

100,000

관공서 납품

조달청 등

30

12

L업체

1001, 1005,
1006, 1007

군복

219,000

임가공

군부대, 관공서

40

13

M업체

1003

마스크

2,500,000

임가공

다회상사

7

14

N업체

202

남녀 티셔츠

120,000

온라인쇼핑몰 납품

온라인쇼핑몰

5

15

두드림패션
사업협동조합

501, 507

208, 602,
603, 605, 902,
903, 904
701, 702,
703, 704,
705, 706, 707

공동작업장

자료 : 동두천시 내부자료(2021).
동두천시. “https://www.ddc.go.kr/ddc/contents.do?key=675” (2022.02.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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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3) 두드림패션센터 관련 법･제도
❚ 두드림패션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과 ｢동두천시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운영
￭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는 2016년 4월 11일에 제정되었으며 2021년 6월
30일 개정되어 시행 중
￭ 조례에 따르면 두드림패션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
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로 산업집적법을 따르고 있음
❚ 두드림패션센터는 지식산업센터로서 이에 입주가 가능한 시설이 산업집적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두드림패션센터는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봉제 및 이와 유사하다고 동두천시장이 인정한 제조
업으로 한정하여 입주
￭ 또한 입주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및 도움을 주는 업종으로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입주자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입주 가능

<표 2-3> 입주시설 관련 조례 및 법규내용
구분

내용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3조(입주시설)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섬유･봉제 및 이와 유사하다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조업
2. 제1호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움을 주는 업종으로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
는 사업
3. 그 밖에 입주자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자료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2022.02.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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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산업집적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 시설이 가능하며 판매업의 경우 입주자 생산 제품
판매의 경우만 해당
╺ 물류시설, 입주기업 사업 지원, 종업원의 복지증진(어린이집･기숙사 등)을 위한 시설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로 가능

<표 2-4> 입주자 생산활동 지원 시설 관련 법규내용
구분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2017.10.31.>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
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
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
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료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2022.02.1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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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두드림패션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입주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입주자

및 협의회에게 보조 또는 지원이 가능
￭ 조례에서는 입주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7가지로 구분하여 규정

<표 2-5> 입주자에 대한 지원 관련 조례내용
구분

내용
제5조(입주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입주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 및 협의회에
게 보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1.
2.
3.
4.
5.
6.
7.

센터의 유지관리, 시설개선, 기능강화에 관한 사항
공동장비 대부, 근로자 재교육 등 생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브랜드개발, 디자인향상, 마케팅 등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녹지공간, 휴게공간, 지원공간 등 입주자 편익 증대에 관한 사항
안전, 청소, 소독, 사무 등 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시민의 센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입주자 지원 및 협의회 운영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
하게 할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2022.02.14. 검색).

❚ 센터 내 공동작업장 및 공동작업장 내 기계장비 등 물품은 입주자만 사용이 가능하며 규정에 의

해 구성된 협의회가 관리 대행 가능

<표 2-6> 시설물 사용관리 관련 조례내용
구분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내용
제6조(시설물의 사용관리) ① 센터 내 공동작업장과 공동작업장 내 기계장비 등 물품은 입주자
만 사용 가능하다.
② 제1항 및 규칙으로 정하는 기타 시설물의 사용관리를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
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2022.02.14. 검색).

❚ 시설물 관리 대행이 가능한 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조례 제 8, 9조에서 규정
￭ 입주자는 상호협력 강화 및 센터 내 섬유･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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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사업협동조합이 협의회가 될 수 있음
￭ 협의회는 센터 관리 및 활성화, 입주자 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기능 수행

<표 2-7> 협의회 관련 조례내용
구분

내용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입주자는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센터 내 섬유･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작성한 정관 및 규약에 따른다.
③ 두드림패션사업협동조합은 협의회가 될 수 있다. 단,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결정한다.
1. 입주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공동사업
2. 입주자 선정 및 퇴거요청에 관한 의견제시
3. 입주자 시설, 교육, 경영지원 등에 관한 건의
3. 공동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
한 시설

자료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2022.02.14. 검색).

❚ 공유재산대부계약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1회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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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패션･가죽산업 현황
❚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입주업종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현황파악 필요
￭ 두드림패션센터의 경우 좁은 범위에서 봉제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
합적인 현황 파악 및 문제 진단을 위해 유사업종들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분류 기준 섬유･패션･가죽산업1)을 대상으로 분석 진행
❚ 전국적으로 섬유･패션･가죽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추세
￭ 2016~2019년 사이에 섬유･패션･가죽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뚜렷한 감소세가 보임
• 최근 3년간의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종사자수 감소율은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연평균
-5.20%), 사업체수 감소율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연평균 –2.62%)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섬유와 가죽산업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패션산업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전국 섬유･패션･가죽산업 현황
연평균증가율

(단위 : %, 개, 명)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료 : KOSIS. “https://kosis.kr” (2022.01.24. 검색).

1) 섬유･패션･가죽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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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섬유･패션･가죽 산업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섬유 및 가죽, 서울은 패션산업에서 강세
￭ 2019년 기준 수도권 섬유제품 제조업 사업체수는 1,012개로 이 중 경기도 비중은 80.1%
• 소분류 기준으로 살펴본 섬유제품 제조업 사업체수 현황에서도 경기도의 비중이 최소
66.6%, 최대 92.6%인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체(1,626개)의 77.8%는 서울
• 수도권 편조의복, 모피제품, 봉제의복 제조업에서의 서울 비중은 79.1%~86.5%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경우, 경기도 비중이 53.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서울은
40.1%로 다른 업종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
￭ 가죽산업 사업체(146개)는 경기도가 52.2%, 서울 44.5%로 분산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은 서울,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은 경기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시도별 섬유･패션･가죽 종사자수의 업종구성을 살펴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남
• 서울은 패션산업 종사자수가 관련 업종 종사자의 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섬유산업 종사자가 69.4%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2-4] 산업별 사업체수 수도권 내 지역 비중
중분류 기준

자료 : MDIS(2019).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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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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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수도권 지역별 종사자수 섬유･패션･가죽산업 내 업종 비중
중분류 기준

(단위 : %)

소분류 기준

자료 : MDIS(2019). 전국사업체조사.
* MDIS 데이터는 기업이 특정되는 문제로 종사자수가 일부 마스킹 처리되어 있음.

❚ 수도권 섬유･패션･가죽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를 시군단위로 살펴보면 상위 15위 지역의 약

2/3가 서울
￭ 사업체 기준으로 수도권 섬유･패션･가죽산업에서 포천시가 1,609명으로 5위, 양주시가
1,285명으로 9위, 성남시, 부천시가 12, 13위를 차지
• 섬유제품 제조업에서 포천시가 사업체수 1,422개, 양주시 993개로 수도권 1, 2위를
차지하며 업계를 주도한 반면 수도권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수 상위 10위 안에 서울이 대부분(서울 9곳, 인천 1곳, 경기도 없음)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사업체수 상위 10위 안에 경기도는 성남시(240개, 3위),
양주시(174개, 5위), 고양시(115개, 8위) 포함되어 있으며 동두천시는 72개로 16위
￭ 수도권 섬유･패션･가죽산업 종사자수는 중랑구, 강남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위 16위 안에 경기도 시군 6개가 포함
• 동두천시는 전체 상위 순위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수도권 섬유제품 제조업(1,102명)에서
14위,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643명)에서 9위를 차지

제2장 두드림패션센터 일반 현황과 관련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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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섬유･패션･가죽 사업체수 기준 상위 수도권 시군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시군명
사업체수
포천시
양주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주시
남양주시
성북구
성동구
안산시
금천구
광진구
화성시
의정부시
김포시
수도권 합계

1,422
993
906
559
450
373
344
334
331
313
263
252
240
234
207
200
11,31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시군명
사업체수
중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
성동구
강북구
광진구
강남구
성남시
도봉구
관악구
마포구
용산구
의정부시
수도권 합계

1,642
1,554
1,363
1,308
1,124
1,024
852
747
557
506
434
419
410
361
334
251
17,105

(단위 : 개)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시군명
사업체수
중랑구
성동구
성남시
부천시
양주시
양천구
강동구
고양시
관악구
강서구
광진구
종로구
안산시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수도권 합계

476
432
240
217
174
172
148
115
110
109
106
98
91
88
80
72
4,196

소계
시군명

사업체수

중랑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포천시
성동구
성북구
금천구
양주시
강북구
광진구
성남시
부천시
강남구
관악구
남양주시
수도권 합계

2,491
2,330
2,211
1,816
1,609
1,597
1,510
1,342
1,285
945
903
867
636
614
603
546
32,612

자료 : MDIS(2019). 전국사업체조사.

<표 2-9> 섬유･패션･가죽 종사자수 기준 상위 수도권 시군구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시군명
종사자수
포천시
양주시
안산시
중구
광주시
남양주시
화성시
동대문구
성동구
시흥시
종로구
중랑구
김포시
동두천시
금천구
성북구
수도권 합계

9,019
8,066
5,012
2,264
2,002
1,739
1,703
1,674
1,369
1,312
1,294
1,232
1,208
1,102
1,019
904
58,35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시군명
종사자수
강남구
중랑구
금천구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광진구
성남시
관악구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서초구
수도권 합계

9,470
8,953
6,885
6,754
5,912
5,669
4,917
4,793
3,720
2,964
2,454
2,254
1,929
1,925
1,818
1,697
96,39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시군명
종사자수
성동구
중랑구
안산시
양주시
강남구
성남시
부천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천구
강동구
군포시
고양시
포천시
관악구
광진구
수도권 합계

자료 : MDIS(2019). 전국사업체조사.
* MDIS 데이터는 기업이 특정되는 문제로 종사자수가 일부 마스킹 처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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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2,720
1,569
1,151
1,125
975
954
899
815
643
582
528
524
491
489
462
441
20,846

소계
시군명
중랑구
강남구
포천시
성동구
양주시
동대문구
중구
금천구
안산시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광진구
성남시
광주시
부천시
수도권 합계

종사자수
11,754
10,776
10,156
9,758
9,758
8,792
8,388
8,195
6,493
6,399
5,932
4,344
4,210
4,049
3,238
3,056
175,598

동두천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동두천시는 섬유, 패션, 가죽 관련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구조
￭ 2019년 기준 동두천시 섬유･패션･가죽산업 사업체수는 177개, 종사자수는 1,876명
• 사업체수는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이 72개로 지역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종사자수는 섬유제품 제조업이 1,102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2-10> 섬유･패션･가죽산업 경기북동부 주요 시군 현황
구분

(단위 : 개, 명)

사업체수
동두천

양주시

종사자수
포천시

동두천

양주시

포천시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69

993

1,422

1,102

8,066

9,01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6

118

141

131

567

64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2

174

46

643

1,125

489

소계

177

1,285

1,609

1,876

9,758

10,156

자료 : MDIS(2019). 전국사업체조사.
* MDIS 데이터는 기업이 특정되는 문제로 종사자수가 일부 마스킹 처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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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제산업의 기술 및 생산활동 연계 및 집적에 관한 이론 검토
1) 의류･봉제산업의 특징
❚ 노동집약적 산업
￭ 생산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 높고 입지선정에도 임금 수준이 중요한 요인
❚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
￭ 부가가치 10억 원 당 고용유발 인원은 의류가 24명으로 제조업 평균 11명보다 2배 이상 많음
❚ 중소기업 적합 업종
￭ 업스트림의 섬유원료, 원사제조가 대기업･자본구조형 산업인 데 반하여, 의류봉제산업은 전형
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임
❚ OEM, ODM의 성격을 띠고 B2B 영업인 경우가 많음2)
￭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의 경우, 제조와 마케팅의 분리가 일어남
❚ 국내 의류봉제산업의 특징
￭ 국내 의류봉제 업체들은 자금이 부족하여 생산설비의 자동화율이 낮고, 촉박한 단납기의 관행이
있음
￭ 생산직 인력은 여성과 주부의 종사 비율이 현저히 높고, 연령대는 50대가 과반을 차지함

2) 김주인 외(2014). “AHP를 이용한 봉제·의류제조업의 해외입지선정 모형 및 적용 사례”,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6(3) : 377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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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섬유･의류봉제 생산스트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조

2) 의류･봉제 클러스터의 특징
❚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고용에 대한 흡수력이 높으며, 대규모 기계장비보다는 소규모인 재봉틀과

같은 장비로도 가능하여 소규모 기업에 적합
￭ 의류･봉제 클러스터의 생산공정은 패턴→재단→재봉→정리→마무리의 작업 순3)
• 패턴 : 옷의 디자인과 신체 치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옷의 본을 제작하는 과정
• 재단 : 옷을 만들기 위해 옷의 본을 준비된 원단 위에 놓고 자르는 과정
• 재봉 : 재단된 원단을 재봉틀로 봉제하는 과정
• 정리 작업 : 안감, 주머니, 단추 등 옷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과정
• 마무리 작업 : 다림질, 포장, 검수 등 옷의 끝손질에 해당하는 과정
❚ 의류･봉제 클러스터의 생산공정 분업화
￭ 완결형 본공장, 본공장, 재봉하청공장, 정리공장, 마무리공장 등으로 구성4)

3) 한구영(2017). “클러스터의 진화 : 동대문시장 패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4) 장미진(2016). "봉제공장 산업생태계의 협력관계와 공간적 특성연구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51(4) :
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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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형 본공장 : 주문처나 디자이너에게 주문을 받아 패턴, 재단, 재봉, 정리, 마무리의 모든
공정을 한 공장에서 처리하는 공장
• 본공장 : 패턴, 재단, 재봉까지 한공장 안에서 처리하는 공장
• 재봉하청공장 : 본공장에서 재봉 일감만을 받아 진행하는 소규모공장으로 소규모 공간에서
1~2인이나 부부중심으로 재봉틀만 놓고 작업이 가능하고, 가장 많이 분포함
• 정리공장 : 재봉 과정에서 재봉틀로 할 수 없는 실밥처리나 시침질 등 손바느질이 필요한
단추달기, 옷의 안감처리, 부자재 및 패드 등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공장
• 마무리 공장 : 옷의 마무리 과정으로 다림질, 포장 등 납품의 완성품을 작업하는 과정
• 의류봉제에선 패턴, 재단, 재봉까지의 공정을 1차 공정으로, 정리와 마무리 공정은 2차
공정으로 나누고 있음
❚ 의류･봉제 수공업형 클러스터(Artisanal Cluster)의 특성5)
￭ 소규모 영세업자･자영업자 위주로 저생산성 및 저임금 구조
• 사업환경 개선 : 정부의 규제완화 및 정책기조 변화유도, 사회간접자본 개발지원
• 집적지의 이미지 제고 및 소공인 만족도 향상 : 의류･봉제 산업의 환경개선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집적지 내 소공인들간 지역산업에 대한 자긍심 함양
￭ 내수시장 위주, 낮은 기술 수준 및 마케팅 활동 미흡
• 시장 및 기술조사 : 시장정보 조사, 기술 트랜드 조사분석 및 제공
• 공동 R&D : 공동 R&D 프로젝트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집적지구 의류봉제 산업과 지역상권 상생발전으로 지역경제 전반적인
활성화 도모
￭ 기업 간 협력 및 전문화 부족, 외부 지원 네트워크 형성 미흡
• 공동 생산 : 공동 조달, 공동 물류체제 구축, 공동 및 패키지형 생산, 공급사슬 구축 등

5) Tambunan, T.(2005). “Promo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 a clustering approach: a policy experience
from Indonesia”,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3(2) : 138-154; Giuliani, E.(2005). “Cluster absorptive
capacity: Why do some cluster forge ahead and others lag behind?”,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2(3) : 26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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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판매 : 상품 및 서비스 공동브랜드 개발,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공동개척
• 전문인력 육성 : 기술훈련, 경영훈련, 생산공정 개선, 산업 내 기술표준체제 확립, 교육체제 개선
• 중소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킹,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수직적 네트워킹을 포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력을 촉진해야 함
• 집적지 의류･봉제업체와 주변의 교육기관, 대학과 연계한 의류봉제 네트워크 구축(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신기술은 주로 관련 기계, 화학산업에서 파생됨, 생산기법과 설계의 변형 및 개선을 통해 기술
축적
• 제품 설계, 첨단 생산 시스템 등에 관련 활동에 의한 기술축적, 자체적인 R&D, 공정 및
제품 기술의 진보를 통해 중간 수준 전유성 확보와 높은 진입장벽을 극복해야 함
• 창업지원 : 창업인큐베이터 서비스 제공, 연구결과의 상용화를 위한 창업 촉진, 사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 국제간 기술이전은 자본재 교역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진입장벽과 전유성도 낮음

<표 3-1> 의류봉제 클러스터 구축과 주요 활동
구분

주요활동

공동 생산

공동 조달, 공동 물류체제 구축, 공동 및 패키지형 생산, 공급사슬 구축 등

공동 판매

상품 및 서비스 공동브랜드 개발,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공동개척 등

전문인력 육성

기술훈련, 경영훈련, 생산공정 개선, 산업 내 기술표준체제 확립, 교육체제 개선

시장 및 기술조사
사업환경 개선

시장정보 조사, 기술 트랜드 조사분석 및 제공
정부 규제완화 및 정책기조 변화유도, 사회간접자본 개발 지원 요청

창업 지원

창업인큐베이터 서비스 제공, 연구결과의 상용화를 위한 창업 촉진, 사업지원서비스 활성화

공동 R&D

공동 R&D 프로젝트 활성화

자료 : Ketels et al.(2006). Cluster Initiatives in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Center for Strategy and
Competitiveness, Stockho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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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봉제 클러스터의 구성6)
￭ 뉴욕의 의류봉제 클러스터(Garment cluster)의 구성요소
• 핵심산업 : 의류제조사, 디자이너, 패션트랜드 연구조사기능, 의류판매가 클러스터 구성의
핵심 요소
• 장기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요소는 패션관련 미디어(보그잡지), 교육기관(FIT, 파슨스),
패션관련 모델, 사진기술 등의 발전이 중요
• 공공부문은 의류 디자이너의 지원과 패션디자이너 협회, 의류제조 지원센터, 뉴욕시
경제발전공사 등의 지원과 연구개발이 중요
• 연관 산업인 가죽, 액세서리, 패턴, 샘플제조, 재단 등의 기술발전과 의류산업 기반의 관광과
도시발전이 중요
• 마지막으로 의류의 도소매 판매, 온･오프라인 판매, 바이어, 쇼룸 등 판매와 연관된 기능의
협력과 성장이 중요

[그림 3-2] 의류봉제 클러스터의 구조

자료 : Collier et al.(2015). New York Apparel Cluster, Harvard Business School/Harvard Kennedy School.

6) Collier et al.(2015). New York Apparel Cluster, Harvard Business School/Harvard Kenned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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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봉제 클러스터의 기술지원체제
￭ 신제품 연구개발 : 지식 및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신소재 제품 및 고품질, 고패션성, 고기
능성 제품의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및 견본품 생산지원
￭ 신기술･시스템 연구개발 : 최적 의류생산 선정시스템 및 B2B 애플리케이션 연구, 봉제산업이
선진 기술력에 의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자동화 기계 및 어태치먼트 개발
￭ 생산기술진단 : 최적의 작업환경 조성기준 및 방법， 작업 수행상의 원칙 및 조건 퉁의 대안제시,
기술분야의 제반 문제점 및 생산에서의 애로공정 타개
￭ 기술 세미나 및 봉제 생산기술도서 및 자료 발간 : 지역 봉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단,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봉제 활성화 대안 제시
￭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한 의류･봉제 소공인 역량강화, 관리봉제기술 위탁교육 : 봉제업체의
기초기술 인력과 직업 훈련원생올 대상으로 봉제 분야별 현장 활용 실무기술 재교육
￭ 중간관리자 교육 : 대학 의류 관련학과 졸업생, 재직 중인 현장 생산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기능인력의 관리, 실무를 담당할 중간관리자에 대한 실무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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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봉제산업 육성거점 운영 사례 조사
1) 서울패션스마트센터 창신솔루션앵커
❚ 공용장비 이용현황
￭ 자동재단기 이용이 가장 큰 비중
￭ 100여개 업체가 이용 :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편
￭ 이용업체 분포는 창신동이 80% 정도
￭ 자동재단기 업체당 이용량 월 2,000장으로 제한 : 특정 업체 과다이용 억제
❚ 교육 프로그램
￭ 강사 : 샘플사 초빙
￭ 기초교육 6명 단위 운영, 연간 4차까지 개설 계획
￭ 교육참여 목적 : 라방 창업 목적도 있음. 기초교육 이수로도 직접 샘플제작 가능
❚ 서울시내 권역별 봉제산업 특성 차이와 정책지원 수요의 차이
￭ 창신동을 포함한 동대문시장 인근의 동북권에 비해 금천구 등 남서부권은 대형 의류브랜드
일감의 임가공 비중이 크며, 따라서 봉제업체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
￭ 봉제업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봉제지원센터(금천솔루션앵커 등)의 공용장비 활용 필요성(잠재
수요)이 동북권의 소공인 위주 봉제업체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 여겨지며, 실제로 공용장비를
소수 업체들이 편중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2) 동북권 패션지원센터
❚ 공용장비 이용실태
￭ 자동재단기 이용업체는 소수 : 대량 제작에 유용하므로 입주기업 위주 활용에 적합
￭ 당초 센터건물 3개 층에 입주기업이 있었으나 민원 등의 문제로 2013년 이후 입주기업 공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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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장비 이용에 있어 근접성의 제약 존재 : 민간 거래처 이용시 전화 1통으로 해결하던 것과
비교하여 절차와 시간이 더 소요되는 센터 이용방식의 경직성이 봉제업체들의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유연하고 신속한 생산시스템과의 부조화 문제)
￭ 공용장비실 운영 전문인력 부족 문제 : 전문인력 확보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장비 구축 필요(두
드림패션센터 시사점)
￭ 공용장비 무료제공이 민간시장 침해 논란 유발 가능성 : 금천구(남부권 패션지원센터)에서 웰
팅기 도입 시 웰팅 전문업체의 문제제기 사례 발생
❚ 봉제업체들의 독자 판로개척 여건과 동향
￭ 현재 일감 확보는 ‘지인 소개’에 주로 의존 : 지인 소개로 신규 거래처 확보. 독자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노력 미비
￭ 남부권(금천, 관악) 봉제업체들은 자체 공동브랜드 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높지 않고
성과도 제한적 : 봉제 전문기업들의 시장분석, 상품기획, 마케팅 등의 여타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한계 요인
￭ 동대문 봉제업체들도 경기악화와 일감감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가공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수익모델’에 관심 증가
❚ 일감연계 지원사업의 문제점
￭ 디자이너 등 일감제공자와 봉제공장 간 연계를 위한 매칭 사업이 시도되고 있으나, 일감연계
기능은 기본적으로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남겨 두어야 함
￭ 일감연계는 시장경제의 수요-공급 시스템 작동의 영역으로 공공기관의 역할로 부적합 : 정보
부족의 문제와 가격매칭의 복잡한 구조를 공공이 중개하거나 조절할 역량은 극히 부족
￭ 민간부문의 일감연계 플랫폼이 다수 운영중이나 이 또한 그 역할이 제한적이고 시행착오를
반복 중
❚ 봉제산업의 양극화 전망을 고려한 지원방안 고민 필요
￭ 봉제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트렌드 : ‘자동화’ 또는 ‘다능공’
￭ 자동화 : 양말 등 가능한 제품 영역에서 자동화 생산설비 도입 확대 → 기업형 대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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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능공 : 디자이너가 재단, 샘플, 본봉제까지 직접 수행하면 제품을 자체제작 → 장인형 소량생산
❚ 두드림패션센터의 역할 확대 관련 조언
￭ 창업 지원은 긍정적
￭ 공동브랜드화 : 입주 기업들 간의 브랜드 통합은 현실적인 한계 존재. 브랜드 관리의 명확한
주체 불명확, 취급품목의 이질성에 따른 판로 통합 한계, 업체마다 판로개척 욕구수준 상이 등
￭ 봉제 이외의 샘플, 패턴 전문업체 입주 유치는 어려울 것 : 샘플 및 패턴 업체 이용수요 부족으로
수익성 확보에 한계 예상. 중랑구에서도 유사한 경험.
￭ 교육프로그램 : 재직자 대상 전문 샘플/패턴사 양성교육 제안
￭ 협업화 사업 : 지역기여라는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 필요
￭ 판로확대 : 비수기 수익모델 창출 측면에서 중요 과제. 쇼룸 설치는 비효율.

3)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 공용장비실
￭ 자동재단기 무상이용 제공
￭ 특종장비 구비 : 전담인력 미확보 상태
❚ 청년창업 지원
￭ 현 센터건립 이전부터 설치, 운영중이던 봉제지원센터를 창업지원 전용시설로 운영
￭ 8개 업체 입주 상태 : 총 20개 업체까지 입주 가능
￭ 입주업체 특징 : 온라인 판매(상품기획, 마케팅 등)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는 업체들로 스포츠
기능성 의류, 애견용품 등으로 품목이 특화
￭ 입주혜택 및 조건 : 관내 봉제업체와 생산 연계 지원. 관내 업체 이용은 의무사항.
￭ 계약조건 : 임대료 무상, 1년 단위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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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브랜드 운영
￭ 브랜드 명칭 : URZ (상표등록 상태)
￭ 공동브랜드 운영주체는 한국패션섬유봉제협회로 마케팅 위주의 지원에 그침
￭ 제품 디자인, 봉제 등의 생산과정은 개별 봉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협회에서는 생산
제품을 공동브랜드 상표 부착 및 공동판매장 진열 등 판매촉진 담당
￭ 공동브랜드 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센터 1층) : 쇼룸으로 바이오 내점 시 판촉활동
￭ 현재 오프라인 판매장만 운영중이나 향후 온라인 사이트(쇼핑몰) 개설 예정
❚ 센터 이용정보의 홍보
￭ 봉제지원센터의 시설과 장비 및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정보를 관내 봉제업체들에 홍보할 필요가
있으나 홍보 효과가 미흡한 실정
￭ 현재 SNS, 시청 홈페이지 등으로 정보제공, 사업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협회(성북구 소재
업체 중심) 소속 500여 업체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발송 중
￭ ‘협회’(봉제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우 구청마다 1~2개 이상 난립하는 양상으로 서울시의 봉제
산업 지원확대 정책이 영세 봉제업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우려됨

4)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 핵심 사업 : 일감연계
￭ 중구 관내 봉제업체(샘플, 패턴업체 포함)들을 위한 동대문시장 대체 일감을 찾아주는 것이
목적
￭ 기존에는 동대문시장 내 의류판매업체들의 주문물량에 절대 의존하는 생산구조였으나, 온라인 쇼
핑몰 성장과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동대문시장의 의류시장내 비중이 위축되고 이는 곧 동대문시장
발 봉제일감의 감소로 이어지고 동대문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구 일대 봉제업체의 위기의식이 고조
되는 결과 초래(국내 의류시장 매출액 약 35조원 가운데 약 16조원이 온라인 채널에서 발생)
￭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센터는 동대문시장을 대체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의 봉제
일감 유치를 위한 관내 봉제업체 DB 구축 및 홍보활동에 주력

32

제3장 봉제산업 집적지구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동두천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의류제품 디자인 이후의 공정, 즉 패턴/샘플 제작이나 본봉제 주문생산 단계의 적합한 거래처를
탐색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험이 미숙한 온라인 1인 창업자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중구 소재
봉제업체들과의 일감연계 사업을 전개 : ‘네비게이터’로 불리는 일감연계 전문가들이 핵심적 역할
￭ 일감연계 성과 : 2021년에 동대문시장 이외 사업자로부터 3억원 정도 일감연계(센터 중개를
통한 실적에 한정. 홍보자료를 이용한 당사자 간 직거래 실적은 미파악)
❚ 공용재단실 이용 효과
￭ 봉제업체 내에 재단장비를 구비하여 자체수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용재단실 이용으로 업체
여유공간이 발생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 → 이로 인한 자동재단기 이용수요 증가(선순환)
❚ 제조창업 확대 경향과 봉제업체의 잠재력
￭ 제조기술만 있으면 판매까지 가능한 시스템 발달의 효과 : 특히 온라인 창업의 진입비용이
매우 낮아짐
￭ 동대문시장 일감 감소에 따른 봉제업체의 수익모델 다양화 전략 : OEM 1/3, 하이엔드 1/3,
자체브랜드 1/3
￭ 봉제업체 수익모델로서 ‘자체브랜드’의 전개에 유리한 환경 발달 : 제조창업 모델
❚ 고숙련 봉제인력 부족 문제
￭ ‘객공’ : 봉제 업무 전분야의 다양한 기능을 습득한 기술자로서 수십년의 경력직이 대부분
￭ 봉제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고숙련 객공 : 영세 봉제공장에서는 일감 불안정성으로 상용
종사자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숙련 인력을 채용하여 실무경험을 쌓게 하며 고숙련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식을 택하기 어려운 실정. 때문에 봉제업체들은 어떤 업무든지 소화하며 일감을
처리할 기능을 지닌 고숙련 객공을 채용(일감계약)하는 방식을 선호
￭ 객공 구인난 : 객공은 70~80년대 번성했던 구로공단이나 청계천 등의 봉제산업 현장에서 젊은
시절부터 기능을 익힌 50대 이상 고령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
￭ 객공 양성 교육의 한계 :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객공 양성에는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 지원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1년만에 취업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단기, 기초 프로그램에 편중되는 한계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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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션센터 관련 제안
￭ 동두천은 지리적 여건상 단납기 생산시스템에 부적합하고 분업화된 클러스터 형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센터(또는 업체) 내부적으로 봉제 전 공정(단추달기 등의 특종 포함)을 수행해야
대외적 경쟁력 확보 가능
￭ 종사자의 거주지 분포를 파악하여 외지 인력 의존도가 높을 경우 지역주민 직업교육 필요성
검토 : 인력수급의 지속가능성 측면
￭ 양포동 지역 봉제산업의 발전전략으로 원단, 봉제, 디자이너 3개 분야의 협업 시스템 구축이
중요 : 원단업체 및 봉제업체 중심 브랜드화는 한계 → 디자이너 중심 제품개발이 바람직
￭ 유사 사례로, 서울시 공동브랜드 ‘소그(Sogue)’는 봉제업체가 디자인, 기획에 참여하였으며,
브랜드화가 성공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평가

5)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와 지역 섬유･봉제산업 간의 연계화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 신진 패션디자이너 양성기관 :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
• 현재 7기까지 선발. 2021년 말 기준 59명의 졸업 및 입주 디자이너 활동 중(서울경제,
2021.12.22.)
￭ 양포동 특구 내 니트 생산품 연계 디자인-봉제 네트워크 형성은 한계 : 입주 디자이너 작업 시
패턴, 샘플 등은 동대문권 전문업체에 주로 의뢰하는 실정
￭ 스튜디오 지원사항으로 경기북동부 소재를 활용한 의상 제작시 샘플제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디자이너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북동부 소재 활용이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
❚ 두드림센터 인력수급 문제
￭ 센터 입주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난
￭ 서울 대비 인력의 수준 차이 존재 : 서울 중구 등에 고숙력 봉제인력 밀집
￭ 현 센터 종사인력도 의정부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 : 의정부에 봉제공장 많아 인력도 풍부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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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난 때문에 센터 입주업체 가운데 의정부 이전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음 : 서울에서 센터로
이전의향이 있는 기업도 있으나 인력부족이 장애요인
❚ 봉제인력 양성 및 스마트화 병행 추진
￭ 고기능 봉제인력 양성은 1년 과정으로 부족 : ‘하이엔드’ 인력 양성에 500시간 이상 필요
￭ 저기능 봉제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 자동화 생산설비 도입 확대(스마트화)로 저기능 인력의
활용가능성 증가
❚ 두드림패션센터의 업종, 입지 특성과 특화 전략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들은 니트 봉제에 특화된 편
￭ 중국산 대비 경쟁력 높은 고품질의 니트 제품 생산 : 니트 특화 디자인 강화도 병행(신한대학교
등 경기북동부지역 패션 관련학과와의 산학협력 강화 필요)
￭ 두드림센터 입주업체의 패턴, 샘플 기능 자체수행 필요 : ODM 기업이 다수(OEM 수요는
적은 편)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방안 : 자동화
￭ 공정 자동화 : 공정 단축을 통한 단가 인하. 예로, 어태치먼트(소매접기 자동화장비)
￭ 공정 자동화를 통한 저숙련, 저기능 인력의 활용가능성 증가(고기능 인력난의 대안 모델)
￭ 자동화 장비 지원 방법 : 구입비 보조, 공용장비 대여 등
❚ 두드림패션센터 역할 확대 관련
￭ 공용장비 확충 : 특종 봉제장비 확충 및 대여
￭ 교육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사업 매칭 진행
￭ 공동마케팅 : 업종, 품목 구조재편을 통한 특화 컨셉의 브랜드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적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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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 조사 목적
￭ 봉제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로서 두드림패션센터의 역할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능과 시설 개선에
관한 수요자 집단(센터 입주기업, 주변지역 소재 봉제기업)의 의견 수렴
￭ 주거단지 인접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라는 특성을 고려한 지역주민 친화형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요자(동두천 시민) 의견 수렴
❚ 조사 범위 및 방법
￭ 조사대상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경기북동부지역 봉제관련 기업, 동두천 거주 지역주민
￭ 조사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개별면접조사 병행

<표 4-1> 조사 범위 및 방법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경기북동부지역 봉제관련 기업, 동두천 거주 지역주민

유효표본

∙ 입주업체 13개,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10개, 지역주민 51명

조사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개별면접조사 병행

조사기간

∙ 2022년 2월 25일 ~ 2022년 3월 22일

표본추출방법

∙ 기업 : 입주업체 및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전수조사
∙ 주민 : 성별, 연령별 임의 표본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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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사 내용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설문조사
• 생산 및 유통 현황
• 직무별, 연령별, 거주지별 인력 현황 및 급여 현황
• 생산장비 현황 및 작업환경
• 기업입지 여건 및 공동사업 현황
• 기업 경쟁력 현황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환경
• 정책적 지원 수요
• 두드림패션센터 공용시설/장비 이용 수요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설문조사
• 두드림패션센터 인지 여부
• 생산 및 유통 현황
• 직무별 인력 현황
• 정책적 지원 수요
• 두드림패션센터 이용 의향
• 두드림패션센터 공용시설/장비 이용 수요
❚ 지역주민의 두드림패션센터 인식 및 이용 수요 설문조사
• 두드림패션센터 인지 여부
• 두드림패션센터 이용 시설 및 만족도
• 두드림패션센터 이용 의향
• 두드림패션센터 봉제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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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자 특성
<표 4-2> 응답자 특성 - 입주업체
구분

표본수 (명)

구성비 (%)

13
2
6
2
3
3
4
2
2
2

100.0
15.4
46.2
15.4
23.1
23.1
30.8
15.4
15.4
15.4

구분

표본수 (명)

구성비 (%)

계

100.0
40.0
40.0
20.0

계
5년 이하
6~10년
11년 15년
16년 이상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이후

회사업력

센터입주년도

<표 4-3> 응답자 특성 - 경기북동부업체

지역

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10
4
4
2

회사업력

5년 이하
6~10년
11년 15년
16년 이상

2
3
3
2

20.0
30.0
30.0
20.0

구분

표본수 (명)

구성비 (%)

계

51
25
26
7
10
14
10
10
28
2
13
4
4

100.0
49.0
51.0
13.7
19.6
27.5
19.6
19.6
54.9
3.9
25.5
7.8
7.8

<표 4-4> 응답자 특성 - 주민

성별

연령

직업

남성
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직장인
자영업
전업주부
학생
기타/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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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제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설문결과
❚ 회사 업력 및 입주년도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평균 회사업력은 13년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이전 센터입주
업체, 센터 이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의 회사
업력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남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평균 입주기간은 6.5년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이후 신규 입주한
업체는 30.8%로 나타남
• 자사 브랜드가 없는 업체, 센터 이외 공장 보유한 업체의 평균 입주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회사업력 및 최초 입주년도
회사업력

최초 입주년도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공장 현황
￭ 두드림패션센터 이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30.8%(4개 업체)
• 업력이 오래된 업체, 2017년 센터입주업체, 자사 브랜드 미보유 업체의 센터 이외 공장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센터 이외 공장 소재지는 서울이 2곳, 동두천 1곳, 기타
경기지역 1곳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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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평균 공장면적은 596㎡로, 2017년 이전 센터 입주업체, 자사 브
랜드 보유업체의 공장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 전 공장 소재지는 양주시(30.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두천
(23.1%), 서울(23.1%), 의정부(15.4%)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이전에는 다양한 지역의 업체가 입주한 반면, 2018년 이후부터는 동두천 이외
경기지역 업체 위주로 입주

[그림 4-2]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공장면적 및 입주 전 공장 소재지
입주업체 공장면적

입주 전 공장 소재지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주 생산 품목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품목은 캐주얼웨어(53.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니폼류(46.2%), 여성정장류(30.8%), 기타의류(30.8%)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주 생산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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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주 생산 품목
주 생산 품목

남성정장류

여성정장류

캐주월웨어

수트정장
자켓/코트
Y셔츠
정장바지
수트정장
자켓/코트
블라우스
원피스
정장바지/치마
부인복
다이마루셔츠
우본셔츠
스웨터
원피스
바지
자켓
점퍼
데님류

(단위 : %)

생산율
7.7
7.7
7.7
15.4
23.1
23.1
30.8
30.8
30.8
23.1
38.5
15.4
23.1
23.1
23.1
7.7
30.8
7.7

주 생산 품목
레져/
스포츠의류

유니폼류

의류액세서리

기타의류

생산율

일반기능성 스포츠의류

7.7

골프의류

15.4

헬스/요가복

7.7

근무복(작업복)
교복

30.8
23.1

체육복(도복)

23.1

제복(군복/경찰복 등)

23.1

특수작업복

15.4

스카프/손수건

7.7

넥타이
토시
유아동복
내의(란제리)/잠옷

7.7
7.7
7.7
15.4

매트릭스커버

7.7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제품 생산 능력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월 최대 생산량은 평균 61,615PCS, 최소 수주량은 평균
2,327PCS
• 입주업체의 월 최대 제품 생산량은 20,000~100,000 PCS가 3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00~20,000 PCS(25.5%), 10,000 PCS 미만(23.1%) 순으로 나타남
• 최소 수주량은 1,000~2,000 PCS가 38.5%로 가장 많고, 1,000 PCS 미만도 30.8%로
나타남

[그림 4-4]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주 생산 품목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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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비수기 시즌 및 월 평균 가동일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중 약 69.2%가 비수기 시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당 비수기
시즌은 약 3.5개월, 비수기 시즌 월평균 가동일은 12일로 나타남
• 비수기 시즌은 주로 5월~7월, 10월~11월로 나타남
• 월 평균 공장 가동일을 22일로 가정할 때,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연 264일 중
234일(88.1%)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 공장 가동일은 회사업력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2018년 이후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자사 브랜드 미보유 업체의 연 가공일이 타 업체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비수기 시즌 및 월 평균 가동일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유통 현황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주 납품업체는 브랜드업체(32.3%)와 인터넷쇼핑몰(20.8%)로 나타남

<표 4-6>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납품업체 비중
구분

수출
업체

브랜드
업체

부띠끄
업체

인터넷
쇼핑몰

대형
할인점

재래
시장

프로모션
업체

소비자
직접판매

타봉제
업체납품

합계

비중(%)

1.5

32.3

0.0

20.8

0.0

1.5

18.8

17.7

7.3

100.0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중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0.8%(4개 업체)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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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원부자재 조달방식은 단순임가공 49.2%, 원자재구매 생산 50.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주 제품 생산방식은 직접생산 53.8%, 임가공생산 46.2%로 나타났
으며, 주 거래처는 중견기업이 5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기관 23.1%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주 제품 생산방식 및 주 거래처
주 제품 생산 방식

주 거래처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거래 관계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구매 및 판매 거래업체는 서울지역 업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이외 경기도(기타 경기도) 소재 업체로 나타남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가 고객 거래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규칙적인 발주(69.2%)와
납품단가 인하요구(53.8%)로 나타남

[그림 4-7]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거래업체 분포현황 및 고객거래 시 애로사항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지역별 거래업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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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업체가 입주업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은 제품품질(84.6%)과 납기준수
(30.8%)로 나타났으며, 입주업체가 취약한 마케팅 분야는 홍보 및 광고능력(53.8%)과 거래처
확보 능력(46.2%)으로 나타남

[그림 4-8] 고객업체가 입주업체 선택요인 및 입주업체 취약 마케팅 분야
고객업체가 입주업체 선택 요인

입주업체가 취약한 마케팅 분야

❚ 입주업체 종사자 수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종사자 수는 평균 13.9명으로 나타남
• 여성 종사자수는 10.5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75.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평균
8.4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60.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2.7명(19.3%),
40대 2.5명(17.7%)로 나타남

[그림 4-9]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전체 종사자 수
* (2021년 12월 13일 기준, 성수기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균 인원(명)
13.9
3.4
10.5
0.2
0.2
2.5
8.4
2.7

비중(%)
100.0
24.3
75.7
1.1
1.7
17.7
60.2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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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별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업체가 봉제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생산관리자(84.6%),
그 외 기능종사원(69.2%), 재단사(53.8%)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패턴사와 디자이너를
보유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봉제사(5.6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어서 그 외
기능종사원(3.3명), 생산관리자(1.5명), 대표자 및 재단사(1.0명) 순으로 많이 보유

<표 4-7> 입주업체 직무별 종사자 수
직무별 종사자 수

보유 비율(%)

평균 인원(명)

비중(%)

전체
대표자
생산관리자
봉제사
링킹사
패턴사
샘플사
재단사
디자이너
영업직
행정사무직
그 외 기능종사원

100.0
84.6
100.0
15.4
0.0
7.7
53.8
0.0
23.1
46.2
69.2

13.92
1.00
1.54
5.62
0.31
0.00
0.08
1.00
0.00
0.23
0.85
3.31

100.0
7.2
11.0
40.3
2.2
0.0
0.6
7.2
0.0
1.7
6.1
23.8

￭ 직무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대표자, 봉제사, 링킹사, 샘플사, 재단사, 그외 기능종사원 등
생산관련직은 50대 이상, 생산관리자, 영업직(66.7%), 행정사무직 (54.5%) 등 사무/관리직은
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입주업체 중 53.8%가 성수기에 임시직(객공)을 활용하고 있으며, 평균 6.3명의 임시직을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 시점의 필요 인력수는 평균 4.2명으로 정규직 수요는 전무하며 임시직(객공) 봉제사에
대한 수요(3.7명)가 가장 많고 그 외 기능종사원(0.3명), 링킹사(0.2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0] 성수기 임시직(객공) 활용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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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월평균 급여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직원 월평균 급여는 평균 238만원으로 나타남
• 직무별로 살펴보면, 생산관리자의 월 평균 급여(295만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영업직(283만원), 샘플사(280만원)의 급여가 높게 나타난 반면, 봉제 비숙련공(194만원)과
링킹사(215만원)의 월 평균 급여는 타 직종 대비 낮은 수준을 보임

<표 4-8>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직원 월평균 급여
구분

전체

평균급여
(만원)

238

봉제사

생산
관리자

숙련공

비숙련공

객공

295

218

194

247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세전기준, 만원/월

링킹사
(숙련공)

샘플사

재단사

영업직

그 외
기능
종사원

215

280

270

283

205

❚ 입주업체 종사자 거주지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종사자 거주지는 동두천시(63.5%)가 가장 많고, 경기도(26.5%), 서
울시 및 기타(9.9%) 지역 순으로 나타남
• 직무별로 살펴보면, 봉제사, 재단사, 그 외 기능종사원 등 생산직과 영업직은 동두천
거주자가 많은 반면, 대표, 생산관리자, 행정사무직의 경우 동두천 이외 거주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근로자 교육훈련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76.9%가 근로자 교육훈련을 실시
￭ 근로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가장 주요 요인은 업무공백 우려로 나타났고, 그 밖에 적합
교육프로그램 부재, 교육기관 부재, 종업원의 무관심, 교육훈련비 부담 순으로 나타남
￭ 교육훈련 시 작업현장 훈련(46.2%) 및 정부 직업훈련기관(23.1%), 전문인력초빙을 통한 현장
교육훈련(15.4%) 등의 방법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인력 수급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인력수급 시 지역 정보지(69.2%)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지인 추천, 구인센터 이용(30.8%), 인터넷(15.45)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4장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관련 수요자 인식 조사

49

￭ 인력 수급 시 인력자질 부족(69.2%)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어서 높은
임금(53.8%), 4대보험 부담(30.8%)을 애로사항으로 인식
￭ 젊은 인력들은 봉제업의 낡은 이미지(53.8%) 때문에 봉제업계를 주로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어서 낮은 임금(46.2%), 힘든 직무(30.8%)로 인해 봉제업계를 기피하는 것으로
인식
❚ 생산장비(기본장비) 현황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본봉기(미싱), 오버록은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링킹기(사시기) 보
유율은 30.8%로 나타남
• 본봉기(미싱)는 평균 11.1대, 링킹기(사시기)는 4.1대, 오버록은 5.3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1] 생산장비(기본장비) 현황

￭ 기본장비의 연식별로 살펴보면, 링킹기(사시기)는 92.5%가 6년 이상 연식으로 타 기본장비
대비 연식이 오래되었으며, 본봉기(미싱)의 44.4%, 오버록의 30.4%가 5년 이하 연식인 것으로
나타남
❚ 특종/최신장비 보유율 및 보유대수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76.9%가 특종/최신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체당 보유하고 있는 특종/최신장비 종류는 평균 4.5기종(보유업체 기준 평균 5.9개 기종)으로
나나인치(69.2%)와 스팀다리미(61.5%)의 보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와끼재봉기,
스쿠이재봉기, 편직기 보유율은 타 기종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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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특종/최신장비 보유대수는 평균 6.7대(보유업체 기준 평균 8.74대)로 스팀다리미는
업체당 평균 2.1대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나나인치(0.8대), 단추달이기(0.7대),
닥꼬재봉기(0.5대) 순으로 보유대수가 높게 나타남

[그림 4-12] 특종/최신장비 보유율 및 보유대수

❚ 장비가 부족할 경우 해결 방법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장비 부족 시 장비를 구매(30.8%)하기보다는 임대(69.2%)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비 임대로 지급하는 비용은 월 평균 31만원 정도로 나타남

[그림 4-13] 입주업체 월장비 임대료

* 장비 부족 시 장비임대 업체, 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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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환경 쾌적도 및 사업장 환경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중 소음/먼지/조명/공간 등 생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은 30.8%이지만,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드림패션센터의 생산환경은 비교적 우수한 것
으로 판단됨
￭ 현 두드림패션센터 환경 중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하물 집하시설’, ‘환기시설’ 등으로 나타남

[그림 4-14] 사업장 환경의 시급한 개선사항

❚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한 이유 및 사업장 위치 이전 계획
￭ 두드림패션센터의 주 입주 이유는 ‘부지비용 절감’(61.5%)이 가장 크며 ‘동종업체와의 연
계’(30.8%)도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반면 ‘거주지와의 인접성’(15.4%)과 ‘운송비 절감’(7.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냄
❚ 공동사업 실시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중 타 업체와 공동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69.2%로, 평균 1.1개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타 업체와 실시하고 있는 공동사업은 공동생산 및 가공(46.2%)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설장비 공동이용(15.4%), 생산기술 협력(15.4%)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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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션센터 내 입주업체간 공동사업 실시율은 22.2%로 낮은 수준이며, 공동사업의
구심점이 없다는 점과 수익성이 없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

[그림 4-15]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공동사업 현황
두드림패션센터 내 기업과 공동사업 실시

공동사업 미실시 이유
공동사업 구심점 없음

42.9

수익성 없음

42.9

필요없음

28.6

공동사업 대상 없음

28.6
*공동사업 미실시 이유 업체, n=7

❚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 경쟁력과 서울지역 봉제업체 대비 경쟁력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은 원단품질과 봉제 품질 등 제품력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디자인
및 가격 경쟁력은 비교 우위가 다소 미약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특히, 서울 봉제업체와 비교 시에는 전반적으로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가 경쟁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지만, 디자인 분야의 경쟁력은 서울 봉제업체와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16]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 경쟁력과 서울지역 봉제업체 대비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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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봉제업체 대비 경쟁력 원천
￭ 대부분의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타 봉제업체 대비 경쟁력 원천으로 ‘기술 수준’(53.8%)과
‘고정비용(임대료)’(53.8%)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
❚ 두드림패션센터 입지조건 및 시설환경 수준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입주비용은 두드림패션센터의 장점이라고 인식하지만,
이외 요인 특히 인력수급, 시장 접근성, 판로개척 부분은 열악하다고 인식
￭ 두드림패션센터 공용공간 중 하늘정원과 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공동작
업장, 전시판매장, 접견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

[그림 4-17] 두드림패션센터 입지조건 및 공용공간 만족도
입지조건 수준

공용공간 만족도

❚ 동두천시의 입지적 이점에 대한 인식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들은 봉제산업 측면에서 동두천시의 입지적 이점에 대해 긍정적 인식
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원자재 및 부품공급업체에의 접근성’, ‘연구기관/대학 등과 기술협력 가능성’, ‘세미나/
컨퍼런스/박람회 등의 학습기회’, ‘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프로그램’, ‘협회 등
중개기관의 역할’, ‘혁신과 협력을 선호하는 문화’ 등에 대해 일부 긍정적 인식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입지적 이점 요인에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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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동두천시의 입지적 이점에 대한 인식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우선 지원 필요 사항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지원의 필요성 인식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벤처캐피탈/기술담보/대출 등 금융지원, 마케팅/유통 및 수출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

[그림 4-19]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우선 지원 필요 사항

*1순위=100점, 2순위=70점, 3순위=50점 기준으로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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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운영을 위한 부문별 필요 지원 사항
￭ 자금지원 부분 : 인건비(69.2%) 지원 > 기술/제품개발비 지원(15.4%) 순
￭ 인력지원 부분 : 기술인력 수급(84.6%) > 인력유지 지원(15.4%)
￭ 수출/판로지원 부분 : 제품홍보(53.8%) > 공공구매지원(15.4%), 해외판로개척(15.4%)
￭ 컨설팅 부분 : 고객/마케팅 (38.5%) > 회계/세무 (23.1%) > 거래/물류(15.4%), 생산/기술
￭ 공동사업 부분 : 인력공동활용 (46.2%) > 공동판매(매장) (15.4%), 공공물류(창고) (15.4%)
￭ ODM 전환 지원 부분 : 설계/디자인 기술 보유 (61.5%) > 영업 협상 능력 보유 (15.4%)

[그림 4-20] 두드림패션센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우선 지원 필요 사항

❚ 두드림패션센터 공용설비 및 장비에 대한 수요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완성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용 의향은 매우 높으며, ‘봉제기계’와
‘재단기계’ 사용 의향도 다소 높은 편임
• 이에 비해 ‘디자인기계’와 ‘패턴기계’에 대한 사용 의향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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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설비 및 장비에 대한 수요

❚ 두드림패션센터 공용시설에 대한 수요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시설이 경우 ‘협업･공동작업장’, ‘전문회
의실 및 상담실’, ‘교육훈련실’ 등에 대한 이용의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2]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시설 구비 시 이용 의향

* 1순위=100점, 2순위=70점, 3순위=50점 기준으로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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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이용 의향이 높은 공용시설 및 장비
￭ 공용시설 및 장비 세부항목들 간의 상대적 선호도에 관한 응답결과,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공용시설보다는 공용장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이용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센터 내 공용시설 및 장비 구비 시 ‘완성 자동화 시스템(43.1점)’에 대해 가장 높은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단기계(41.5점), 패턴기계(27.7점) 디자인기계(24.6점)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공용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용장비 대비 낮은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용시설 중에서는 제품전시장(18.5점), 협업/공동작업장(15.4점)에 대한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3] 두드림패션센터 내 구비 시 가장 이용하고 싶은 공용시설 및 장비

*1순위=100점, 2순위=70점, 3순위=50점 기준으로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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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이용 의향이 높은 공용 특종/최신장비
￭ 두드림패션센터 내에 특종/최신장비를 공용장비로 구비한다면, 입주업체들은 ‘컴퓨터 자수기’,
‘QQ’, ‘컴퓨터 재봉기’, ‘오드람프 재봉기’, ‘단추 달이기’ 5종의 장비에 대한 이용의향이 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4-24] 두드림패션센터 특종/최종장비 구비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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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설문결과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모집단 확보 방법 및 응답률
￭ 동두천시 및 경기연구원에서 제공한 업체 리스트와 동두천, 양주, 포천, 의정부 지역 공장등록
현황 업체 리스트 확보 조사 모집단 리스트를 구축 후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중분류 코드 14) 업체 추출

<표 4-9> 조사대상 산업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명
(코드)

중분류명
(코드)

소분류명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세분류명

1411

겉옷 제조업

제조업
(C)

세세분류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1412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14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코드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142)

1420

모피제품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143)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

1449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취합된 리스트에서 1차적으로 리스트상 중복된 업체와 동두천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제외

<표 4-10> 1치 모집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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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초 모집단 리스트

중복업체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1차 모집단(A)

업체수(개)

674

3

5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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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된 리스트 중 연락처가 없는 업체는 관련 기관/협회/단체, 구직사이트, 검색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연락처를 수집한 후, 최종적으로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리스
트에서 제외

<표 4-11> 모집단 구성
구분

1차
모집단(A)

조사불능
(결번, 폐업,
휴업, 거절 등)

업체수(개)

666

269

중복업체
연락 불가
(연락처 부재,
비수신 등)
247

비해당
81

조사대상
업체
(C=A-B)

회신
(D)

거부

응답률
(D/C)

69

10

59

14.5%

* 1차 모집단 제외 업체 : 중복, 두드림패션센터입주업체 (8개 업체).
* 비수신 : 5회 이상 연락시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 거부 : 메일/팩스 발송 후 미회신 및 조사 응답을 거절한 경우.

￭ 두드림패션센터를 ‘양포동 특구’의 봉제산업 특화거점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센
터는 입주기업 외에 양포동 지역에 소재한 봉제업체들을 위한 산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양포동 특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봉제업체가 훨씬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
의정부시까지 포괄하는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산업 육성거점으로서 두드림패션센터의 역할을
지향함이 바람직
￭ 이러한 관점에서 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현 입주업체 외에 양포동 및 의정부 지역에
소재한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센터의 역할과 기능 관련 인식과 센터 이용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를 위하여 봉제산업 관련 사업체 리스트를 확보하여 사전 확인작업 후 업체별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당초 674개의 리스트 가운데 유효한 조사대상 업체는 6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유효한 모집단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최종 회수된 업체는
10개로 응답률 14.5%를 기록하였음
• 최종 응답업체 10개는 절대적으로 작은 수치로 대표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유효
모집단 대비 응답률 14.5%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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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모집단 구축 및 표본 추출 과정은, 경기북동부지역(양주, 포천, 동두천, 의정부)에
사업체 대표 전화번호가 유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봉제업체 수가 매우 적다는 현실,
즉 봉제산업 발달이 그만큼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음
￭ 따라서 최총 추출된 1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모집단의 규모를 고려할
때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응답업체 10개의 설문결과는 그 자체로 두드림패션센터 관련 이용 수요의 최소한의
절대적 수치로 의미를 지님
• 아울러 10개 표본의 응답결과에 6.9배를 곱하여 69개 모집단의 통계치로 단순하게
전수화함으로써 두드림패션센터 관련 이용 수요의 총량을 개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고 이를
입주업체 전수조사 결과치와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임
❚ 회사 업력 및 공장 현황
￭ 응답업체의 평균 회사업력은 15년으로 나타남
￭ 봉제업체의 공장 위치는 1층 위치 50%, 2층 이상 위치 50%로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평균 공장면적은 2,860㎡로 나타남
❚ 두드림패션센터 인지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두드림패션센터 인지도는 50.0%로 나타났고, 잘 알고 있다
30.0%, 이름정도 들어 보았다 20.0%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양주시 소재 업체가 75.0%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포천시 소재 업체는
인지도가 50.0%로 나타났으며 의정부시 소재 응답업체는 모두 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4-25]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두드림패션센터 인지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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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두드림패션센터
인지도(%)

전체

10

50.0

양주시

4

75.0

포천시

4

50.0

의정부시

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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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션센터 입주 고려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10.0%가 두드림패션센터에 입주를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입주의향이 낮은 이유는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해 잘 모르거나(33.3%), 인력수급의 어려움
(33.3%) 등으로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주 생산 품목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품목은 기타의류(60.0%)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캐주얼웨어
(40.0%), 여성정장류(30.0%), 의류액세서리(30.0%) 순으로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유통 현황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주 납품업체는 브랜드 업체(37.0%)와 인터넷쇼핑몰(29.0%)로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중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30.0%(3개 업체)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원부자재 조달방식은 단순임가공 48.0%, 원자재구매 생산 55.0%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주 제품 생산방식은 직접생산 60.0%, 임가공생산 40.0%로 나타
났으며, 주 거래처는 소기업, 개인소비자가 30.0%, 대기업과 중소, 중견 기업이 각각 20.0%로
나타남

[그림 4-26]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유통 현황
주 제품 생산 방식

주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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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거래 관계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구매거래 업체와 판매업체 비중은 서울지역 업체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이외 경기도’(기타 경기도) 소재 업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7]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지역별 거래업체 분포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종사자 수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종사자 수는 평균 13.2명으로 나타남
￭ 직무별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봉제사(70.0%), 재단사(40.0%)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샘플사와 디자이너를 보유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봉제사, 그 외 기능종사원(4.0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어서 그 외 영업직(1.9명), 행정사무직(1.4명) 순으로 많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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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직무별 종사자 수
직무별 종사자 수

보유 비율(%)

평균 인원(명)

비중(%)

전체

-

13.2

100.0

대표자

100.0

1.00

7.6

생산관리자

30.0

0.30

2.3

봉제사

70.0

4.00

30.3

링킹사

10.0

0.10

0.8

패턴사

10.0

0.10

0.8

샘플사

0.0

0.00

0.0

재단사

40.0

0.40

3.0

디자이너

0.0

0.00

0.0

영업직

30.0

1.90

14.4

행정사무직

30.0

1.40

10.6

그 외 기능종사원

50.0

4.00

30.3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정책적 지원 수요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자금 지원 수요는 인건비(40.0%)가 가장 많았고, 장비비(20.0%),
원자재 구입비(20.0%) 지원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인력 지원 수요는 기술인력 수급(50.0%)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
활용기간 연장(20.0%), 인력유지(20.0%)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수출/판로 지원 수요는 제품 홍보(30.0%)가 가장 많았고, 해외판로
개척(20.0%)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컨설팅 분야 수요는 고객/마케팅(40.0%)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생산/기술 컨설팅(30.0%)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공동사업 수요는 공동생산 및 가공(30.0%)이 가장 많았고, 시설장비
공동이용(20.0%), 공동브랜드(20.0%), 공동 제품개발(20.0%)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가 OEM방식에서 ODM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설계
/디자인 기술 보유(40.0%)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획능력 보유(30.0%), 영업/협상능력 보유
(20.0%), 자체브랜드 보유(20.0%) 등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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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신청 의향
￭ 현재 사업장 위치 이전 계획이 있는 업체는 20.0%,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신청 의향이 있는
업체는 30.0%로 나타남
• 사업장 소재 지역별로는 포천시(50.0%), 양주시(25.0%) 순으로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신청
의향이 높게 나타남
[그림 4-28]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의향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신청 의향

사업체 소재지별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신청 의향
두드림패션센터
인지도(%)
구분
사례수
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사례수

10

4

4

2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신청 의향(%)

30.0

25.0

50.0

0.0

❚ 두드림패션센터 공용장비 및 설비에 대한 수요
￭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용 의향은 봉제기계(30.0%), CAM 자동재단
시스템(30.0%)에 대한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디자인기계(20.0%), 재단기
계(20.0%), 완성 자동화 시스템(20.0%) 등도 이용 의향도 일정수준을 보여줌
[그림 4-29]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용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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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션센터 공용시설에 대한 수요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시설에 대한 이용 의향은 공용장비 및 설
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두드림패션센터 내 교육훈련실(40.0%), 제품전시장(40.0%), 전문회의실 및 상담실(40.0%)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공동창고(30.0%), 협업/공동작업장(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0]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두드림패션센터 공용시설에 대한 수요

❚ 가장 이용 의향이 높은 공용시설 및 장비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80.0%가 공용장비 또는 공용시설 이용 의향이 있으며, 공용시설
보다는 공용장비에 대해 더 높은 이용 의향을 보임
• 세부적으로는 ‘봉제기계(47.0점/100점 기준)’에 대해 가장 높은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CAM자동재단시스템(27.0점), 공동창고(27.0점)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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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시설 및 공용장비 구비 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시설 및 장비

*1순위=100점, 2순위=70점, 3순위=50점 기준으로 100점 환산.

❚ 가장 이용 의향이 높은 공용 특종/최신장비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70.0%가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장비로 특종/최신장비를 구비 시
이용 의향이 있음
• 장비 품목별로는 ‘컴퓨터 자수기(42.0점)’에 대해 가장 높은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나나인치(25.0점)’, ‘QQ(24.0점)’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그림 4-32] 두드림패션센터 특종/최종장비 구비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장비

*1순위=100점, 2순위=70점, 3순위=50점 기준으로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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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와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설문결과 비교분석
❚ 공장 면적
￭ 경기북동부 봉제업체의 공장면적은 500㎡미만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반면,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공장면적 500㎡이상이 53.9%로 좀 더 규모가 큰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3] 공장 면적 비교

❚ 유통 채널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와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모두 브랜드업체와 인터넷 쇼핑몰이 주 유통
채널로 나타남

[그림 4-34] 유통 채널 비교

❚ 생산 방식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와 경기북동부 봉제업체의 자가 브랜드 보유율, 원부자재 조달방식,
주 제품 생산 방식에 관한 응답 분포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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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응답 분포는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표본이 10개에 불과하지만 대표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말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음

<표 4-13> 생산 방식 비교
구분

두드림패션센터입주업체

경기북동부업체

사례수

13

10

자가 브랜드 보유율 (%)

30.8

30.0

단순 임가공

49.2

48.0

원자재구매 생산

50.8

52.0

직접 생산

53.8

60.0

임가공 생산

46.2

40.0

원부자재 조달방식
주 제품 생산 방식

❚ 구매처 및 판매처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와 경기북동부 봉제업체의 구매처(공급업체)는 ‘서울’과 ‘의정부･동두천･
양주･포천 이외 경기도’(기타 경기도)가 대부분으로 구매처의 지역별 분포가 매우 유사한 상태임
￭ 하지만, 판매처(고객업체)의 경우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서울’ 및 ‘기타’(서울/경기도 이외
지역, 수출포함) 비중이 절대적인 반면, 경기북동부 봉제업체는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 이외
경기도’(기타 경기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임

[그림 4-35] 구매 및 판매 현황 비교
구매(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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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수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13.9명,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평균 종사자수는
13.2명으로 센터 입주업체와 고용규모와 직무별 종사자 분포가 매우 유사한 편임

<표 4-14> 직무별 종사자 수 비교
직무별 종사자 수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보유 비율(%)

평균 인원(명)

보유 비율(%)

평균 인원(명)

전체

-

13.92

-

13.20

대표자

100.0

1.00

100.0

1.00

생산관리자

84.6

1.54

30.0

0.30

봉제사

100.0

5.62

70.0

4.00

링킹사

15.4

0.31

10.0

0.10

패턴사

0.0

0.00

10.0

0.10

샘플사

7.7

0.08

0.0

0.00

재단사

53.8

1.00

40.0

0.40

디자이너

0.0

0.00

0.0

0.00

영업직

23.1

0.23

30.0

1.90

행정사무직

46.2

0.85

30.0

1.40

그 외 기능종사원

69.2

3.31

50.0

4.00

❚ 정책적 지원수요
￭ 정책적 지원수요와 관련하여,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와 경기북동부 봉제업체의 분야별 정책
지원 수요는 인건비(자금), 기술인력수급(인력지원), 제품홍보(수출/판로 지원), 고객마케팅(컨
설팅), 설계/디자인기술 보유(OEM에서 ODM방식 전환) 등 유사하게 특히 높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음
￭ 다만, 공동사업 분야의 정책지원 수요는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가 인력공동활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데 비해 경기북동부 봉제업체는 공동생산 및 가공 관련 지원수요가 가장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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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정책적 지원 수요 : 가장 필요한 지원
자금 부분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인력지원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수출/판로 지원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컨설팅 분야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공동사업분야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OEM에서
ODM방식 전환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사례수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관리비

기술/제품
개발비

장비비

13

69.2

7.7

7.7

15.4

-

10

40.0

20.0

-

10.0

20.0

사례수

기술인력수급

인력유지

외국인
활용기간 연장

직업교육훈련

13

84.6

15.4

-

-

10

50.0

20.0

20.0

10.0

사례수

제품홍보

제품 브랜드화

해외판로개척

공공구매지원

13

53.8

7.7

15.4

15.4

10

30.0

10.0

20.0

-

사례수

회계/세무

고객마케팅

거래/물류

생산/기술

사업장 이전

13

23.1

38.5

15.4

15.4

7.7

10

10.0

40.0

-

30.0

10.0

사례수

공동생산
및 가공

공동광고
/판촉

공동판매

공동물류

생산기술
협력

인력
공동활용

13

7.7

7.7

15.4

15.4

7.7

46.2

10

30.0

-

-

-

10.0

10.0

사례수

설계/디자인
기술 보유

기획능력
보유

영업/협상
능력

자체 브랜드 보유

13

61.5

7.7

15.4

-

10

40.0

30.0

20.0

20.0

* 두드림패션센터는 단수응답, 경기북동부 봉제업체는 복수응답 결과임.

❚ 공용장비 이용 의향
￭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장비 구비 시 경기북동부 봉제업체보다는 입주업체의 이용 의향이 전
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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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두드림패션센터 공용장비 이용 의향 비교

❚ 공용시설 이용 의향
￭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시설 구비 시 경기북동부 봉제업체보다는 입주업체의 이용 의향이 높은
수준이지만, 제품 전시장, 전문 회의실 및 상담실, 교육 훈련실 등에 대한 이용 의향은 경기북
동부 업체의 이용 의향도 높게 나타남

[그림 4-38] 두드림패션센터 공용시설 이용 의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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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이용 의향이 높은 공용시설 및 장비
￭ 공용시설 및 장비 가운데 가장 이용의향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질문에서, 두드림패션센터 입주
업체는 완성자동화시스템, 재단기계, 패턴기계 이용 의향이, 경기북동부 봉제업체는 봉제기계,
공동창고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39] 가장 이용 의향이 높은 공용시설 및 장비 비교

❚ 가장 이용 의향이 높은 특종/최신장비
￭ 공용 특종/최신장비 가운데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오드람프 재봉기, 컴퓨터
재봉기, 경기북동부 봉제업체는 컴퓨터 자수기, 나나인치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40] 가장 이용 의향이 높은 특종/최신장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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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두드림패션센터 인지 수준
￭ 두드림패션센터 인근 지역 거주자의 82.4%가 두드림패션센터를 알고 있으며, 이 중 들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31.4%)를 제외하면 51.0%가 센터의 성격에 대해 다소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성별로는 남자(76.0%)보다는 여자(88.5%), 연령별로는 40대 이하(77.4%)보다는 50대
이상(90.0%), 직업별로는 학생/기타(62.5%)보다는 직장/자영업자(86.7%), 전업주부(84.6%)
집단에서 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4-41] 두드림패션센터 인지 수준

￭ 두드림패션센터의 성격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봉제기업 입주시설(54.9%)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시설(39.2%), 주민도 이용 가능한 시설(33.3%), 지식산업센터(29.4%)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전업주부나 학생/기타 집단일수록 ‘공공시설’, ‘주민도 이용 가능한 시설’ 등 주민이
이용가능한 공공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지식산업센터(29.4%)보다 공공시설(39.2%)로 인식하고 있는 주민이 더 많다는 점이
특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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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한 인지 내용

❚ 두드림패션센터 방문 경험
￭ 두드림패션센터 건물을 설문조사 이전에 실제로 본 적 있는 경우는 72.6%, 방문 경험은
31.4%로 나타남
• 두드림패션센터를 본 적이 있는 경우는 여자, 50대 이상, 전업주부 층에서 많지만, 실제
방문 경험자 비율은 남자, 50대 이상, 직장/자영업자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3] 두드림패션센터 방문 경험

￭ 두드림패션센터 건물 외관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76.5%로 지역주민의 대부
분은 센터의 외관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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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 요소별로는 색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집단별로는, 두드림패션센터 방문 경험자의 경우 비 방문자 대비 모든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임

[그림 4-44] 두드림패션센터 건물 외관 평가

[그림 4-45] 두드림패션센터 건물 외관 평가(집단별)

￭ 두드림패션센터 이용 경험자의 경우, 이용했던 공용 시설은 화장실(75.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차장(62.5%), 전시판매장(37.5%), 승강기(37.5%), 작은 미술관(18.8%) 순으로 나타남
• 전시판매장이나 작은 미술관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기보다는 화장실과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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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두드림패션센터 이용 경험 시설

• 이용 시설별 만족도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데, 승강기, 화장실, 전시판매장 이용 만족도는
높은 반면, 작은 미술관의 이용 만족도가 특히 낮게 나타남. 다만 작은 미술관은 폐관된
상태인데다 이용경험 응답자가 3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응답결과로 보기 어려움

[그림 4-47]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한 인지 내용(집단별)

❚ 두드림패션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시 이용 의향
￭ 두드림패션센터 일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운영 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68.6%, 이용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5.9%로 나타남
• 집단별로는 여자, 40대 이하 젊은 층, 전업주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의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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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두드림패션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시 이용 의향

￭ 주민편의시설 유형별 이용 의향을 보면, ‘소통･휴식 복합공간’(5점척도에 3.78점)과 ‘문화행사
공간’(3.67점)에 대한 이용 의향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카페’(3.43점), ‘작은 도서관’(3.37점), ‘만남의 장소’(3.37점), ‘문화창작공간’(3.20점)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이용 의향을 보임
• 반면 ‘메이커스케이스’(2.51점)와 ‘교육훈련시설’(2.65점)에 대한 이용 의향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비이용 의향 응답자가 더 많은 편임
• 집단별로 살펴보면, 핵심 타겟층인 “여자, 40대 이하, 전업주부” 집단의 경우 두드림패션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운영 시 ‘문화행사공간’과 ‘소통･휴식 복합공간’에 대한 이용 의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49] 두드림패션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유형별 이용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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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두드림패션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유형별 이용 의향(집단별)

❚ 두드림패션센터 봉제교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 의향
￭ 두드림패션센터 봉제교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 의향은 35.3%, 비참여 의향은 45.1%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여성’(53.8%)과 ‘전업주부’(69.2%)가 특히 높은 참여 의향을 보임

[그림 4-51] 두드림패션센터 봉제교육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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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봉제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자에 한정하여 프로그램 참여 목적을 살펴보면, 봉제교육
교육프로그램을 취미(67.9%)로 참여하려는 경우가 가장 많고, 취업(25.0%)이나 창업(3.6%)을
위해 참여할 의향은 28.6%로 나타남. 취업/창업을 위해 참여하려는 경우는 여자, 50대 이상,
학생/기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봉제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을 살펴보면, 취업/창업을 목적으로
참여하려는 비율이 여자(26.9%), 50대이상(25.0%), 전업주부(23.1%) 집단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취미 목적은 여자, 전업주부, 40대이하, 직장/자영 집단에서 40% 이상의 높은
참여 의향을 보임

<표 4-15> 두드림패션센터 봉제교육 교육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분

전체

사례수

교육프로그램
참여 의향자
기준

연령별

직업별

남자

여자

40대이하

50대이상

직장/자영

전업주부

학생/기타

28

7

21

18

10

16

10

2

취미

67.9

85.7

61.9

77.8

50.0

75.0

60.0

50.0

창업

3.6

0.0

4.8

5.6

0.0

0.0

10.0

0.0

취업

25.0

14.3

28.6

11.1

50.0

25.0

20.0

50.0

기타

3.6

0.0

4.8

5.6

0.0

0.0

10.0

0.0

51

26

31

20

30

13

8

사례수

전체 기준

성별

취미

37.3

24.0

50.0

45.2

25.0

40.0

46.2

12.5

창업

2.0

0.0

3.8

3.2

0.0

0.0

7.7

0.0

취업

13.7

4.0

23.1

6.5

25.0

13.3

15.4

12.5

기타

2.0

0.0

3.8

3.2

0.0

0.0

7.7

0.0

참여 의향
없음

45.1

72.0

19.2

41.9

50.0

46.7

23.1

75.0

제4장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관련 수요자 인식 조사

81

4. 요약 및 시사점
1)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경영 실태와 문제점
(1)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생산･유통활동 특징과 문제점
❚ 가치사슬 중간단계 기업이 상당수
￭ 단순 임가공생산이 아닌 직접생산, 즉 기획, 상품개발 등을 직접 수행하는 업체가 과반을 차지
하며, 이는 봉제산업 생태계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업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
• (조사결과)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주 제품 생산방식은 직접생산 53.8%, 임가공생산
46.2%
❚ 서울 중심 봉제산업 생태계로의 의존성
￭ 경기북동부 봉제산업의 자체 생태계가 빈약하며 서울 및 경기남부 지역으로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조사결과)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구매 및 판매 거래업체는 서울지역 업체가 구매처의
43.1%, 판매처의 54.2%를 차지
❚ 취약한 거래 협상력 강화 필요
￭ 봉제산업의 일반적 문제점으로, 규모화와 공동화를 통해 거래협상력을 높일 필요
• (조사결과)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가 고객 거래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규칙적인
발주(69.2%)와 납품단가 인하요구(53.8%)
❚ 홍보 및 판로개척 역량 강화 필요
￭ 입주업체들이 보유한 우수한 품질력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
• (조사결과) 고객 업체가 입주업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은 제품품질(84.6%),
취약한 마케팅 분야는 홍보 및 광고능력(53.8%)과 거래처 확보 능력(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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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인력수급 실태와 문제점
❚ 높은 임시직(객공) 의존도 및 고용창출 규모
￭ 성수기에 입주업체당 평균 6.3명의 임시직(객공)을 채용하며 이는 상근직 생산직 인원수(봉제사
5.6명 + 링킹사 0.31명 = 5.91명)보다 약간 많은 규모로, 14개 입주업체 전체적으로 약 88명에
달하여 고용창출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 여겨짐
• (조사결과) 입주업체 중 53.8%가 성수기에 임시직(객공)을 활용
❚ 현 시점의 채용수요는 약 59명
￭ 현 시점의 인력수요는 평균 임시직(객공) 4.2명으로 14개 업체에 총 58.8명의 채용수요 존재
• (조사결과) 현 시점의 필요 인력수는 평균 4.2명으로, 직무별로는 임시직(객공) 봉제사(3.7명),
그 외 기능종사원(0.3명), 링킹사(0.2명) 순
❚ 저임금 업종으로서 취업선호도 하락 불가피
￭ 주력 생산인력인 상근직 봉제사 숙련공의 월평균 급여가 218만원에 불과하여 저임금 업종으
로서 봉제산업의 현실을 보여 줌
￭ 특히 비수기의 일감 부족에 따른 매출감소와 불규칙한 임가공물량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봉제
기업의 경영안정성 약화, 낮은 임금 수준, 높은 임시직 의존도 등의 특징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
• (조사결과) 직무별 월 평균 급여가 생산관리자(295만원), 영업직(283만원), 샘플사(280만원),
재단사(270만원), 봉제사 숙련공(218만원), 링킹사 숙련공(215만원) 순
❚ 생산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대책의 시급성
￭ 50, 60대가 종사자의 약 80%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생산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로 구인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 줌
• (조사결과) 종사자의 연령대가 50대(60.2%)와 60대 이상(19.3%)에 절대 편중
￭ 이러한 현황은 신규 봉제인력 양성이 봉제산업의 생존문제가 걸린 중대 사안임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봉제교육 프로그램 또한 매우 시급한 추진과제라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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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이 선호하는 산업으로 구조전환 필요
￭ 단기적 인력수급 대책과는 별개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봉제업체의 사업분야를 청년층이 선
호하는 분야로 전환하거나 관련 분야 기업 신규유치 또는 창업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 강구
• 젊은 인력들이 봉제업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봉제업의 낡은 이미지(53.8%), 낮은 임금
(46.2%), 힘든 직무(30.8%) 때문
￭ 두드림패션센터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 쇼핑몰 창업 등
젊은 층의 관심 분야 업종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창업거점 역할을 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지역 봉제산업 육성거점으로서 두드림패션센터의 성과와 잠재력
(1) 두드림패션센터 건립･운영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 ‘외생적 성장모델’의 유효 사례
￭ 두드림패션센터는 내생적 성장동력이 취약한 동두천시와 같은 낙후지역 성장의 일반적 모델인
‘외생적 성장모델’의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됨
• 두드림패션센터 건립을 통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등의 성과는 첨단산업 또는 특화산업
기반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동두천시의 경제성장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효과
￭ 외지 자본 유치를 통해 적어도 생산기능직(봉제사 등)의 경우는 절대적인 부분이 동두천 지역
주민의 일자리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두드림패션센터 건립을 통한 외지 자본의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음
• (조사결과)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종사자 거주지는 동두천시(63.5%), 경기도(26.5%) 순
❚ 기업 유치 효과
￭ 동두천 이외 소재 업체의 입주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는 두드림패션센터의
기업유치 효과로 인정할 부분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의 입주 전 공장 소재지 분포를 보면 2018년 이후부터는 동두천
이외 경기지역 업체 위주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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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 자본의 토착화
￭ 또한 입주업체 대표자(38.5%)와 생산관리자(40.0%) 등 고위직의 동두천시 거주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입주 전 공장 소재지가 동두천인 업체가 23.1%였던 점과 비교할 때 지역내 유치된 외지
자본이 토착화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2) 두드림패션센터의 지역 봉제산업 육성거점 역할 잠재력과 과제
❚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입주수요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들의 두드림패션센터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는 북동부지역
봉제산업 육성거점으로서 센터의 역할 관련 기본전제 중 하나가 충족된 상태임을 의미함
• 지역별로는 양주지 소재 업체들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양주시를
두드림패션센터의 2차 이용권역(동두천시는 1차 이용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조사결과)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두드림패션센터 인지도는 50.0%로, 지역별로는
양주시 소재 업체가 75.0%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임
￭ 인접도시 소재 봉제업체들의 두드림패션센터 인지도(50%)에 비해 입주를 고려한 적이 있는
업체 비율은 10%로 높지 않은 수준임
• 다만,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30%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입주 고려 비율은 1/3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입주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동두천 지역의 봉제인력 부족 상황을 인접도시 소재 기업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파악되며, 이와 같은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두드림패션센
터의 기업유치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조사결과)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의 10.0%가 두드림패션센터 입주를 고려한 적이
있으며 입주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해 잘 모름(33.3%), 인력수급의
어려움(33.3%) 등으로 나타남. 센터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센터 미인지 업체에
해당하므로 센터 인지 업체(30%)에 한정할 경우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센터 입주를
고려하지 않은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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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주 신청 의향이 있다는 업체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결과는,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전체적으로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수요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함
• 현재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가 모두 14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문응답업체(10개)
가운데 입주신청 의향을 나타낸 3개 업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입주수요 규모라 할 수 있기 때문임
• 응답률을 토대로 유효 모집단(69개)에 대응한 입주 신청 의향 업체수를 단순 계산하면 약
21개 업체(69×0.3=20.7)가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가운데 입주신청 의향 업체수로
추정됨
• 사업장 소재지별로는 포천시 소재 봉제업체의 입주신청 의향이 50%로 가장 높고 양주시
소재 업체는 25%로 나타남

3)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시장경쟁력 현황과 정책 과제
(1)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시장경쟁력 현황과 문제점
❚ 품질 경쟁력 대비 디자인 경쟁력 취약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들은 원단품질과 봉제품질에서 경쟁력이 높아 기본적인 기술력과 품
질력에서 강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나,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구매동기 유발에 취약한 상태임
￭ 가격 경쟁력은 품질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비용, 임대료 등 원가요소의
제약으로 인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필요
• 패션의류의 경우 기본적 품질보다 디자인 또는 가격이라는 가시적 요소에 의해 구매의사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라 여겨짐
❚ 저렴한 임대료 수준이 시장 경쟁력 원천으로 크게 기여
￭ 봉제업과 같이 부가가치 수준이 낮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두드림패션센터의 경우처럼 공공
차원에서 임대전용 산업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정비 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이 해당 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유효한 지원수단임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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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타 봉제업체 대비 경쟁력 원천으로 ‘기술
수준’(53.8%)과 ‘고정비용(임대료)’(53.8%)이 가장 중요
❚ 두드림패션센터의 열악한 입지조건과 극복 과제
￭ 봉제업체 입장에서 두드림패션센터의 입지조건은 저렴한 임대료 외의 입지요소는 대부분 보통
이하의 열악한 수준임을 말해 줌
• 특히 ‘인력수급’, ‘시장접근성’, ‘판로개척’ 측면에서 두드림패션센터는 매우 열악한
입지조건임
￭ 입지조건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
• 공동대응 노력은 크게 “공동마케팅”과 “공동인력양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 현재 공동대응 노력의 구심점이 될 “협동조합”의 공동마케팅 관련 관심과 역할 확대가 필요

(2)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
❚ ‘인력양성’ 및 ‘공동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정책지원 분야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으로 ‘금융지원’ 외에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전문인력 양성지원’, ‘마케팅, 유통 및 수출지원’ 분야로서, “인력양성”과
“공동마케팅” 지원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응답결과
❚ 정책 분야별 중요 지원과제
￭ “기술인력 수급”, “설계/디자인 기술 보유”, “제품홍보”, “인력공동활용”, “고객/마케팅 컨설팅”
등이 핵심 정책지원 과제
• “인건비”는 정책금융 측면의 이슈로서 재정적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고려하기에 부적절
￭ 정책분야별 구체적 지원방안으로는, 인력수급 측면에서 “인력공동활용”이 하나의 대안
• 협동조합 차원에서 공동인력(객공)을 채용하여 장기, 지속적 활용 방안 검토(안정적 일자리
확대 효과)
￭ 공동마케팅 측면에서 “제품홍보” 및 “고객/마케팅 컨설팅” 지원이 중요한 추진과제
￭ ODM 전환 등 고부가가치화 측면에서 “설계/디자인 기술 보유” 지원이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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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봉제업체 자체 디자이너 보유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디자이너 창업 및
보육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두드림패션센터 내부의 봉제산업 전후방 연계업종의 자족적
생태계를 발달시킴으로써 아웃소싱을 통한 설계/디자인 기술력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향

4) 두드림패션센터의 기업지원 인프라 실태와 개선과제
(1) 두드림패션센터의 공용 시설 및 공간의 만족도 및 과제
❚ 종사자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필요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들은 센터의 시설환경 중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53.8%)로 인식하고 있어 근로환경 측면의 여건 개선이 특히 시급
• (조사결과) 수하물 집하시설(23.1%), 환기시설(23.1%), 조명 및 배선(15.4%) 등
￭ 지역주민 설문조사에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소통･휴식 복합공간’과 입주업체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은 유사한 성격
￭ 따라서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중첩되는 부분을 위주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 기대
• “여성친화 패션봉제센터” 컨셉에 맞춰 중년층 및 장년층 여성 맞춤형 휴식･소통 복합공간
설치(근로자 대다수가 여성 장년층이고 지역주민 중 중년층 주부의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남)
❚ 공용공간의 용도 배분 및 운영방식 재검토 필요성
￭ 현재 공용공간 가운데 하늘정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응답결과는 휴식공간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
• 하늘정원의 효용가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개선을 함으로써 입주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만족도 제고에 큰 효과 기대 가능
• 이와 관련 하늘정원을 중심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위주의 휴식･소통 공간으로서 기능을
보강하며, 구체적으로는 카페, 미팅룸, 유리온실(동절기용) 등을 하늘정원과 인접 3층
공간에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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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층에 배치된 공용공간인 전시판매장과 접견실은 입주업체의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
나 운영개선 또는 용도전환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전시판매장은 면적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아 비효율적인 공간이라 여겨지며, 입주업체
제품 판매를 위한 시즌별 이벤트는 현재와 같은 전용 상설공간이 아닌 여타 공용 기능과의
복합공간 형태 또는 임시 팝업매장의 형태로 개설하는 방안 등의 대안 검토
• 팝업매장의 설치장소는 신규 개설될 휴식･소통 공용공간, 하늘정원, 1층 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방법 고려

(2) 두드림패션센터 내 기업지원 공용인프라 확충수요 및 대응과제
❚ 공용장비 및 설비 확충수요
￭ 공용설비로서 ‘완성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용 의향 업체가 69.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 공동작업장의 주요 설비인 ‘자동재단기’ 외에 ‘완성 자동화 시스템’을 추가 검토
• 다만, 완성 자동화 시스템 확충을 위한 투입자본 대비 활용도를 비교검토할 필요.
• 특히 운영비용의 문제가 핵심 이슈로서 입주업체의 이용빈도와 비용부담의향 등 이용수요
분석이 필요
￭ 아울러, 이용의향이 46%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봉제기계(분봉사절제봉기, 니혼오버록,
인터록, 상봉, 전자단추구멍기 등)’와 ‘재단기계(수동 재단기, 밴드나이프 등)’를 공용장비로 확충
하여 입주기업들에 대여 형식으로 활용케 하는 방안 검토
• 봉제기계와 재단기계의 세부 장비품목 가운데 입주업체들의 이용수요가 높은 품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활용도가 높을 장비를 선별하여 구축할 필요
￭ 한편, 센터 입주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들의 센터 내 공용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용 의향 비율이 2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이미 구비하고 있는 CAM 자동재단 시스템을 제외한 봉제기계, 완성자동화시스템,
디자인기계, 재단기계 등은 센터 입주업체는 물론 외부업체의 이용의향도 높다는 점에서
센터 내 구비 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두 집단의 응답결과를 종합하면 ‘봉제기계’와 ‘완성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이용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판단되므로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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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기계는 전반적으로 이용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용장비 구비 대상으로
고려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됨
❚ 공용시설 확충수요
￭ ‘협업･공동작업장’ 이용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 공동작업장과 같은 생산활동
관련 공용시설에 대한 이용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
• 구체적으로 ‘협업･공동작업장’을 통해 수행할 작업이나 기능은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기업체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임
• ‘전문회의실 및 상담실’과 ‘교육훈련실’에 대한 이용수요도 높은 편
• 이에 따라 “업무용 미팅공간”, “교육 및 창업지원 공간”을 공용시설로 추가 확충 방안 검토
￭ 경기북동부 봉제업체들의 센터 공용시설에 대한 이용의향이 장비나 설비에 비해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센터 내 방문 및 체류 방식의 이용기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장비나 설비는 대여를 통해 자사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시설은 센터
내 체류를 하면서 이용하는 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임
❚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는 공용시설보다 공용장비 확충수요가 훨씬 높은 수준
￭ 공용장비 및 공용시설 세부항목별로 이용 의향(절대적 선호도)을 질문했을 때는 공용시설과
공용장비의 이용 의향이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공용장비 및 시설 가운데
가장 이용 의향이 높은 것(상대적 선호도)을 세 가지만 선택하는 통합 질문에서는 공용시설에
비해 공용장비 이용의향이 더 높게 나타남
• 센터 입주업체들은 ‘완성 자동화 시스템(43.1점/100점 기준)’에 대해 이용 의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단기계(41.5점), 패턴기계(27.7점) 디자인기계(24.6점) 순임. 공용시설
중에서는 제품전시장(18.5점), 협업/공동작업장(15.4점)의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들은 ‘봉제기계(47.0점/100점 기준)’ 이용 의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CAM자동재단시스템(27.0점), 공동창고(27.0점) 순
￭ 이러한 조사결과는 공용시설보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공용장비에 대해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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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많은 종류의 공용장비 또는 시설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측면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센터 입주업체와 북동부지역 업체 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두 집단 가운데 어디에 더 비중을 크게 두느냐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임
￭ 종합하면, 두 집단 공통적으로 높은 이용 의향을 나타낸 ‘봉제기계’와 ‘디자인기계’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구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리고 센터 입주업체의 수요를 더 크게 고려한다면, ‘완성자동화시스템’, ‘재단기계’,
‘패턴기계’, ‘제품전시장’ 등을 우선적 구비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공용 특종장비 이용 수요 및 확충･운용 방안 검토 과제
￭ 많은 종류의 최신/특종장비 가운데 공용으로 구비할 경우 센터 입주업체와 경기동북부 봉제업체
모두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장비는 ‘컴퓨터자수기’인 것으로 나타남
• 이 밖에 ‘QQ’와 ‘단추달이기’, ‘나나인치’도 입주업체와 일반업체 모두 비교적 높은 이용
의향을 나타내어 공용장비로 우선적 고려대상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센터 입주업체의 수요를 더 크게 고려한다면, ‘오드람프 재봉기’와 ‘컴퓨터 재봉기’도
공용장비로 구비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종합하면, ‘컴퓨터 자수기’, ‘QQ’, ‘컴퓨터 재봉기’, ‘오드람프 재봉기’, ‘단추달이기’, ‘나나인치’
등 6종의 특종장비를 공용장비로 우선 구비하는 방안을 검토(스팀다리미는 입주업체의 이용
의향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제외함)
• 이상의 6종의 최신/특종장비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거쳐 두드림패션센터의
공용장비로 구비하여 대여 등의 방식으로 이용케 함으로써 센터 입주기업과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들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는 효과 기대
￭ 이용선호도가 높은 공용 특종장비는 ‘생산자동화’ 관련성이 높은 장비라는 특징이 있음
￭ 추진과제로, 특종장비를 공용으로 구비하여 ‘대여’ 방식으로 활용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의향
수준을 파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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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친화적 공공시설로서 두드림패션센터의 현황과 발전 과제
(1) 지역주민의 두드림패션센터 인식과 이용 만족도
❚ 30~40%의 응답자가 주민친화적 시설로 인식
￭ 두드림패션센터의 성격에 대해 주민들은 봉제기업 입주시설로 알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공공시설’ 또는 ‘주민도 이용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다는 비율이 30~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두드림패션센터가 주민친화적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조사결과)

인근 지역주민의 두드림패션센터 인지도는 82.4%로 높은 수준이며,

두드림패션센터의 성격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봉제기업 입주시설(54.9%)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시설(39.2%), 주민도 이용 가능한 시설(33.3%),
지식산업센터(29.4%) 순
❚ 외관 디자인의 개선 검토 필요
￭ 두드림패션센터의 건물 외관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디자인에 대한 만족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센터 이미지 제고 차원의 외관 디자인 개선작업을 검토할 필요
❚ 공용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 작은 미술관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
도는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두드림패션센터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이용경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설과 기능을 개선, 보완한다면 두드림패션센터를 주민친화적 공공시설로서 발전시켜
나갈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2)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의향
❚ 68.6%가 센터 내 주민편의시설 이용 의향
￭ 두드림패션센터 일부를 편의시설로 운영 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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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이하 젊은 전업주부”를 핵심 타겟 계층을 설정
￭ 집단별로는 ‘여자’, ‘40대 이하’, ‘전업주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의향을 보임
❚ ‘소통･휴식 복합공간’을 최우선 확충 시설로 검토
￭ 두드림패션센터의 주민편의시설로 우선적 고려 대상은 ‘소통･휴식 복합공간’과 ‘문화행사공간’
두 가지의 시설로 압축할 수 있음
• 주민편의시설 유형별 이용 의향은 ‘소통･휴식 복합공간’(5점척도에 3.78점)과 ‘문화행사공
간’(3.67점), ‘카페’(3.43점), ‘작은 도서관’(3.37점), ‘만남의 장소’(3.37점), ‘문화창작공
간’(3.20점) 등의 순
￭ 입주업체 설문에서 센터 사업장 환경의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의
53.8%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점과 지역주민 설문에서 ‘소통･휴식 복합시설’ 이용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센터 종사자와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공용시설로 ‘소통･휴식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복합적 편의/복지시설’을 구비 대상
1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센터 입주기업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중고령층 여성이라는 점과 지역주민 가운데 센터
편의시설 이용 의향이 높은 집단이 40대 이하 젊은 전업주부층이라는 점을 종합하며, “중장년
여성”을 핵심 타겟으로 하여 이 타켓의 선호도를 적극 반영하는 형태로 센터 편의시설을 구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나아가서 “여성친화 패션봉제센터”라는 전략적 비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 봉제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및 운영 방향
❚ “중년층 전업주부”를 봉제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타겟층으로 설정
￭ 지역주민의 봉제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비율은 35.3%로 주민편의시설 이용 의향 비율
68.6%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회성의 편의시설 이용과 달리 적극적, 지속적 참여 의지가 전제
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제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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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업주부’의 봉제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69.2%로 이 중 적극적 참여 의향은 23.1%나
되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의 참여 의향이 ‘50대 이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을 종합하면,
“중년층 전업주부”가 봉제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타켓층이라 할 수 있음
❚ 봉제교육 참여 목적(취미반 또는 취업/창업반)에 따른 타겟층 설정
￭ 봉제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타겟층 설정의 경우, “취미반” 프로그램은 ‘40대이하 전업주부 또는
직장인/자영업’ 집단을 핵심 대상으로, “취업/창업반” 프로그램은 ‘50대 이상 전업주부’ 집단을
핵심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 검토
•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봉제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이 취업/창업인 응답자 비율이
여자(26.9%), 50대이상(25.0%), 전업주부(23.1%) 집단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취미
목적은 여자, 전업주부, 40대이하, 직장/자영 집단에서 40% 이상의 높은 참여 의향을 보임
￭ 대체로 젊은 주부는 취미반, 고령 주부는 취업반 편중 경향을 보임
• 취업반의 고령화는 현 종사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지닐
필요가 있으며, 젊은 주부의 취업반 참여를 전략적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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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패션센터 역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1. 지역 봉제산업 육성거점으로서 두드림패션센터 역할 강화방안
1) 비전과 목표 설정
(1) 연구의 목표와 주요 과제
❚ 연구의 핵심 목표
￭ 동두천시에 있어 두드림패션센터의 위상과 의미
• 공공인프라가 빈약한 동두천시로서는 비중있는 공공자산인 ‘두드림패션센터’의 지역발전
역할에 대한 다소 큰 기대감
￭ ‘봉제 특화 지식산업센터’라는 정체성과 ‘지역발전 거점 역할’ 기대감을 동시에 충족하는 ‘활성
화’ 방안의 도출이 중요
❚ 주요 쟁점 및 연구 과제
￭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라는 공식 명칭에 부합하는 광역적 기업지원서비스 거점기능을
갖추어야 함에도 현재는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역할에 머물고 있음
￭ 광역 기업지원서비스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직 확충과 시설, 장비 등의 공동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나 입주기업 임대공간 외에 가용공간이 협소하여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인접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활용 포함)
￭ 동두천 및 인접 지역의 봉제산업 분포가 서울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이고 질적 차이도 존재
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집적 유도 및 육성전략 도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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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택지개발지구의 중심상가에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고 이용수요 또는 흡인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시
설’로서 지역주민 친화적 서비스와 기업지원 서비스의 적절한 조합과 연계가 필요

(2) 두드림패션센터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메이드 인 양･포･동’ 의류소재 기반 패션봉제산업 클러스터 육성 거점
❚ 목표
￭ 이러한 비전과 관련된 클러스터 거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특화 제품분야에서의 기획, 디자인,
마케팅 등 봉제업종 전후방 연계 고부가가치 산업기능을 육성
￭ 특화 제품분야에서의 ‘범위의 경제’가 성숙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동대문시장 중심의 패션산업
클러스터의 변방에서 벗어나 차별성과 독자성을 지닌 양포동 패션산업 클러스터의 발달을 전
략적 목표로 설정

2) 지역 봉제산업 육성거점으로서 두드림패션센터의 핵심 발전전략
(1) 봉제산업 집적지로서 두드림패션센터 여건과 발전 과제
❚ 서울 봉제산업과의 차별성을 고려한 발전대안 모색 필요
￭ 동대문시장 중심의 패션산업 생태계에서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들의 위상 진단
• 의류산업의 특성상 임가공 위수탁 업체 간에 매우 빈번한 대면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의류
생산프로세스에서 기획/디자인 주체들이 봉제생산현장을 평균 30회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권에 임가공 봉제업체들이 밀집
• 이러한 기업간 연계특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접근성에서 상당한 한계를 지닌 양포동 지역은
동대문 중심 생태계에 긴밀하게 연계, 편입하기 어려운 입지에 해당
• 이러한 이유로 양포동 지역 봉제기업은 자체완결적인 의류제품 생산체계를 구축하거나,
패션성이 미약하여 대면접촉 빈도가 낮은 소품종 대량생산 제품군의 임가공 제조에
집중하는 등 입지적 약점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모델 추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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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재 봉제업체들과 차별화된 센터 입주기업의 특징, 취약점과 비교우위 파악이 중요
• 특히, 단일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에 봉제공장들이 14개 업체나 입주하여 특화단지를
형성한 것은 개별입지 형태로 산재한 서울 봉제산업의 경우와 다른 독특한 집적 형태
❚ 의류소재 생산거점 특화형 봉제산업 클러스터의 가능성
￭ 소비거점 중심의 클러스터와 대비되는 생산거점 중심의 봉제산업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니트, 피혁 등 양포동이 절대우위를 지닌 의류소재 산업을 기반으로 한 특화형 니트/피혁
특화 패션봉제산업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풍부
￭ 이와 연계한 두드림패션센터의 촉매역할 및 인프라 확충이 중요 과제
❚ 공용장비 등 공동 인프라 확충 필요
￭ 현재는 봉제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공용장비를 구비한 상태이며 추가 필요 장비도 조사하여
확충하는 방안 검토
￭ 디자인, 샘플, 패턴 등에 관련된 공용장비나 시설, 지원체계(전문인력 등)에 대해서는 센터
내부수요는 물론 양포동 지역 전반의 이용수요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판단
￭ 현재 취약한 디자인 등의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공동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나 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일정수준 높을 것이라는 판단근거가 필요

(2) 지역 봉제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산업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혁신전략을 강구
￭ 저임금 위주 직종 구성에서 고임금 직종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의 전환
❚ 첫째, 단기적 대안으로, 매출 증대를 위한 기본적 대책으로써 안정적 판로 확보, 단가교섭력 제고가

필요
￭ 추진 방안으로는, 센터 차원의 공동마케팅을 전개하여 입주업체 전반의 수익률 제고를 통한
임금 상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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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중장기적 대안으로 디자인, 샘플, 재단, 영업 등의 고부가가치 직종의 비중을 높일 필요
￭ 추진 방안으로는, 디자이너/봉제/유통 등의 봉제 연관업종의 창업, 보육 기능을 강화하여 봉제
산업 생태계 요소를 다양하게 구비하는 방향으로 두드림패션센터의 업종구조를 복합화함
￭ 이를 위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기 구축된 창업보육 인프라와 연계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 기여라는 두드림패션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

(3) 입주기업 육성지원에 우선순위를 둔 센터 발전모델 설정
❚ “입주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에 초점을 둔 기능 및 서비스 확충”을 센터 발전전략의 1차적 핵심

과제로 설정함이 바람직함
￭ 설문조사 과정에서 경기북동부지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봉제업체의 유효 모집단(대표
번호 연락을 통해 봉제업종임이 확인된 업체)이 69개로 매우 작은 규모로 파악된 점을 고려할
때 두드림패션센터의 광역거점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가 빈약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두드림패션센터의 발전방안 모색에 있어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산업 육성거점”이라는
목표는 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센터와의 이동거리 등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양주, 포천 등지의 봉제업체의 20%
이상이 센터 내 공용장비 및 설비를 이용할 의향을 나타낸 것은 두드림패션센터의 광역거점
기능 수행 잠재력이 작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 체류 방식 이용기능인 ‘공용시설’에 대한 경기동북부 봉제업체들의 이용 수요가 센터
입주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거리마찰 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인접 지역 봉제업체들을 위한 산업육성 거점으로서 역할 가능성을 엿보게 해 줌

3) 주요 추진과제별 실행방안
(1) 봉제업체들의 정책적 지원 수요
￭ 정책분야별로 지원수요가 높은 추진과제들을 중심으로 두드림패션센터의 경기북동부지역 봉제
산업 육성거점을 지향함에 있어 구체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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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와 경기북동부 봉제업체의 분야별 정책지원 수요는 인건비(자금 분야),
기술인력수급(인력지원 분야), 제품홍보(수출/판로 지원 분야), 고객마케팅(컨설팅 분야), 설계/
디자인기술 보유(OEM에서 ODM방식 전환 분야) 등이 유사하게 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공동사업 분야의 정책지원 수요는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인력공동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2) 지역 봉제업체 마케팅 강화 전략
❚ ‘브랜드업체’와 ‘인터넷쇼핑몰’이 핵심 타겟 유통채널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와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모두 브랜드업체와 인터넷 쇼핑몰이 주 유통
채널로 나타남.
￭ 이는 패션의류 유통채널에서 차지하는 브랜드업체와 인터넷쇼핑몰의 현 위상을 잘 반영하는
조사결과로서, 이들 두 유통채널이 센터 입주업체의 마케팅 강화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음
❚ ‘서울’과 ‘해외’ 납품 거래처의 발굴, 확장이 중요
￭ 경기북동부 봉제업체들에 비해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들의 판매처(고객업체) 분포가 훨씬
전국화 또는 국제화 되어 있음
￭ 제폼 판매처(고객업체) 분포가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서울’ 및 ‘기타’(서울/경기도 이외
지역, 수출포함) 비중이 절대적인 반면, 경기북동부 봉제업체는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 이외
경기도’(기타 경기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임
❚ 지역 봉제산업 공동마케팅 전담기구 설치 검토
￭ 기업들의 독자경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주체가
필요
￭ 현 두드림패션사업협동조합이 공동브랜딩 및 공동마케팅을 총괄하기에는 역부족
•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영역이 현재도 한정적이며 이는 회원사들의 업종, 품목, 타겟시장
등에서의 동질성이 높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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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협동조합은 입주기업으로 회원사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봉제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마케팅 추진주체의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을 포함한 양･포･동 지역내 봉제업체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
원 업무를 수행할 공동마케팅 추진주체로 별도의 ‘공공주도형 지역 봉제산업 공동마케팅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공동마케팅 전개에 집중하되, 성과와 역량
축적을 거쳐 점차 양･포･동 지역에 소재하는 봉제업체들로 공동마케팅 대상 범위를 확장
• 공동마케팅 참여업체가 많아질수록 취급 상품의 범위와 구색이 고도화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수반되고 이는 마케팅 성과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3) 인력수급 개선을 위한 봉제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 인력수급 문제와 봉제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수습과정’ 형태의 미싱사 양성방식이 불가능
• 미숙련자 채용 후 교육훈련, 보조업무를 거쳐 숙련화하는 과정을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
부담하는 데 어려움 : 미숙련 인력은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낮아 채용 기피
• 신규 숙련인력 수급이 안되어 장기종사 고숙련 인력만 남아
❚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이 중요
￭ 인력수급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자질 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재직자 대상 심화
교육프로그램”이 검토될 필요
• (조사결과) 인력 수급 시 인력자질 부족(69.2%)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
❚ 비수기 시즌 활용 방안
￭ 비수기 시즌을 재직자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집중기간으로 활용 검토
• 비수기 시즌을 재직자 기술재교육 집중기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역주민 대상
봉제교육 프로그램에 현업 전문가 강사 참여도 비수기 시즌 활용 검토
• (조사결과)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 중 약 69.2%가 비수기 시즌이 있으며, 비수기 시즌은
주로 5월~7월, 10월~11월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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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제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 숙련인력 양성교육에 1년이면 충분
• 기초교육 + 현장실습 (취업후 도제식 교육이 아닌 취업전 전문교육 프로그램 방식)
• 기초, 중급, 고급 등으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격증반 운영도 검토
￭ ‘주문형 교육’ 방식 검토
• 입주기업들의 필요 인력 수요를 토대로 취업연계 맞춤형 교육 고려. 교육 수료 후 취업 보증
• 취업 보증은 기업 단위 또는 협동조합 차원 검토
￭ ‘봉제 취미반’ 운영 검토
• 취업 목적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취미생활 또는 창업 목적의 봉제교육 프로그램 병행 운영
• 취업반과 취미반 병행 운영으로 지역 공공자산으로서 두드림패션센터의 역할 확대 기대
￭ 업종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검토
• 니트, 피혁 등 특화형 봉제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이 분야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검토 : 해당 분야 현업 전문가로 강사진 구성
￭ 교육인원 및 교육공간 규모
• 교육수요 규모를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교육생으로 단위 프로그램 구성 : 교육공간도 10평
이내
• 교육 관련 공간 및 장비, 인력의 활용도가 낮다면 지속가능성 한계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용 장비를 공동활용 검토
• 설문조사에서 현 시점의 인력수요 규모로 파악된 58.8명을 근거로 봉제교육 프로그램의
연간 취업반 교육인원 수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예로. 연간 취업반 50명, 취미반
100명을 봉제교육 프로그램 정원으로 운영
￭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부, 지자체 예산지원 필요
• 전용 교육공간, 시설, 장비, 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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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운영 기준 재정립 및 계약만료 기업의 지역내 재정착 방안
(1) 공장임대의 규모와 배치 기준 재정립
❚ 두드림패션센터의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입주기업 가이드라인 재정비 필요
￭ 소수 기업의 점유에 따른 공공성 약화와 지역산업 성장거점 역할 미흡이라는 문제제기에 대응한
정책논리와 정책적 정당성 강화 필요
￭ 저렴한 임대료 혜택의 전제조건은 공익적 가치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
• 공공임대형 산업집적시설로서 정책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유사 공공임대형 부동산의 사례를 참조하여 ‘공공임대형 지식
산업센터’로서 보편성 높은 운영 원칙과 기준 정립
❚ 임대계약 및 입주기업 선정 원칙 재정립
￭ 가급적 많은 기업들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전반적인 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업체당 임대공간 한도 설정으로 신규업체 입주기회 확대
• 업체당 입주공간 및 입주기간 축소로 입주업체수 확대
• 동일 업체 단건 계약 원칙 확립 : 다수 물건 중복 임대계약 제한
￭ 성숙단계 진입 전 성장초기 업체 위주 수용으로 두드림패션센터의 보육거점 역할 강화 및 지역
산업 성장 파급효과 극대화 지향
• 창업보육 및 신생기업 위주 입주기회 확대
❚ 업체당 임대면적의 소형화
￭ 두드림센터 입주업체 대비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들의 공장면적 편차가 훨씬 크며 소규모
업체의 비율이 더 높은 편임
￭ 이러한 사실은 두드림패션센터 향후 신규 입주업체들의 공장면적 적정규모를 현 입주업체 평
균치에 비해 더 소규모로 설정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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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경기북동부 봉제업체의 공장면적은 500㎡ 미만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반면,
두드림패션센터 입주업체는 공장면적 500㎡ 이상이 53.9%
❚ 기업입주 공간과 공공인프라 공간의 규모와 위치 재배분
￭ 현재의 두드림패션센터 내 공용공간은 1층 전체와 3층 식당, 5층 공동작업장 정도로, 단순
임대공장 집적시설이 아닌 지역 봉제산업 육성거점의 역할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 센터 내 기업입주 공간 총량을 줄이는 대신 지역내 기업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시설
및 장비를 더 많이 확충하고 소프트웨어적 지원활동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두드림패션센터 공간의
용도배분 구조를 재확립

(2) 임대계약 만료 기업의 지역내 재정착 여건 조성
❚ 계약만료 임대공간에 대해 재정립된 운영원칙 우선 적용
￭ 사업체 입주공간의 총 65%에 해당하는 부분이 2023~2024년 계약 만료 예정
• 2023년에 17호실, 2024년에 16호실이 10년(5년계약 갱신) 계약 만료 : 총 51호실의
65%에 해당하는 호실이 2024년까지 계약 만료
• 계약 만료 호실 해당업체는 사업장 전체 임대만료 6개 업체, 사업자 일부 임대만료 2개
업체로 파악
￭ 계약만료 임대공간의 운용방침 사전 확립 필요
• 임대여부, 입주업종, 임대규모, 임대료 등
￭ 계약만료 기업의 재입주 엄격 제한 필요
• 계약만료 기업들도 원점에서 입주신청 절차 진행
❚ 계약만료 기업의 지역내 재정착 유도를 위한 스마트 봉제산단 구축 추진
￭ 계약만료 업체들은 동두천 국가산단 등 저렴한 계획입지(임대산단 포함) 조성을 통한 확장이전
유도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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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림패션센터는 ‘창업-보육-성장-확장’이라는 기업성장 단계의 전반부 지원 역할에
집중하되, 후반부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확충 등의 방안을 병행 추진할 필요
• 특히 교외입지 산단의 인력수급 취약점을 고려하여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스마트
봉제공장 구축을 유도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 강구
￭ 나아가서, 지역내 봉제업체들이 공동출자한 협동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운영하는 봉제전용 스마트
공동생산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 조합원 업체들이 공동생산 시스템의 일부분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이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협동조합에 지불하며 임대료 수익은 조합원에게 출자지분에 따라 재배분
❚ 정부의 ‘섬유패션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스마트 봉제생산 시스템 개발, 보급 추진
￭ 2022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섬유패션의 디지털 전환 전략’7)은 ‘세계 5대
섬유패션 선도국’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전략, 9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개의
과제를 포괄하는 ‘전략2. 제조 현장의 지능화 및 자동화’는 봉제 분야 생산시스템의 스마트화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대책이 제시되고 있음
￭ 특히 자동화 설비 보급･확산을 위하여 중소 섬유패션업체가 자동화 설비를 공동 구매할 경우
현행 금융지원사업(중기부 및 지자체 설비개체 자금, 신용(기술)보증기금, 섬유패션활성화기반
마련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앞서 제안한 협동조합 방식의 봉제기업 공동생산
시스템 구축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 활용가능한 시책이라 할 수 있음

7) 산업통상자원부(2022). “글로벌 패션테크(섬유패션+IT) 선점을 위한 섬유패션의 디지털 전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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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드림패션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기능 및 시설 개선방안
1) 센터의 기능 재편 및 시설 활용 방향 검토
(1) 두드림패션센터
❚ 건축물 이용 현황
￭ 건축물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16,406㎡임
￭ 층별 이용 현황
• 1층은 작은 미술관과 전시판매장, 관리사무실이 있으나, 현재 작은 미술관 및 전시판매장은
운영하지 않고 있음. 2층은 6개의 업체가 입주해 전체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
• 3층은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구내식당(주방 포함)이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을
1개 업체(남양산업)가 사용하고 있으며, 하늘정원(Roof Terrace)과 직접 연결됨
• 4~10층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 중 5층 일부 공간에 공동작업장이 위치함

[그림 5-1] 두드림패션센터 층별 현황
10층
9층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1001
1002
L업체
K업체
901
902
B업체
H업체
801
802
J업체
J업체
701
702
I업체
I업체
601
602
G업체
H업체
501
502
공동작업장
A업체
401
402
F업체
F업체
301
E업체
201
202
A업체
N업체
전시판매장

* 2021. 12. 31. 기준

1003
M업체
903
H업체

904
H업체
803
J업체

703
I업체
603
H업체

704
I업체
604
E업체
503
A업체
403
F업체

1005
L업체
905
K업체
805
J업체
705
I업체
605
H업체
505
A업체
405
F업체

1006
L업체
906
K업체
806
J업체
706
I업체
606
D업체
506
A업체

1007
L업체
907
B업체
807
J업체
707
I업체
607
D업체
507
공동작업장

205
C업체

206
K업체

207
D업체

구내식당
203
C업체

204
C업체

208
H업체

관리사무실

자료 : 동두천시 내부자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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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두드림패션센터 사용 현황

1층 로비 진출입구 전경

1층 로비 및 우측 (前)｢두드림 작은 미술관｣

1층 북측 전시판매장 및 관리사무실 앞 복도

1층 (前)｢두드림 작은 미술관｣ 입구 및 전면창

1층 (前)｢두드림 작은 미술관｣ 내부 현황

3층 하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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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재편 및 시설 활용 방향
• 1층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작은 미술관과 전시판매장, 로비공간을 활용토록 함
• 현재 2층 전체 공간을 입주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1층의 공용공간과 3층 공용공간
(구내식당, 하늘정원)과의 연계 측면에서, 2층의 공용공간으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함
• 3층은 구내식당과 하늘정원이 위치하고 있어, 공용공간으로의 기능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함
• 따라서 1~3층 공간의 기능 재편을 중심으로 한 두드림패션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

(2) 싸이언스타워
❚ 건축물 이용 현황
￭ 건축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8,975㎡임
• 1층의 일부 공간은 분양하여 업체가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공간은 현재 동두천시가
아동돌봄센터(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와 부녀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하늘타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2층은 송내동행정복지센터와 송내동주민자치센터로 사용되고 있음
❚ 기능 재편 및 시설 활용 방향
• 동두천시에서는 현재 송내동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별도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할 예정으로, 이전 후 잔여공간에 대한 활용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두드림패션센터의 기능 재편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기능적 연계 및
시너지 효과의 제고 측면에서, 현 송내동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하도록 함
[그림 5-3] 싸이언스타워 사용 현황

남측 진출입구 전경

1층의 동측
｢다함께돌봄센터｣ 입구

1층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늘타리｣ 입구

2층 송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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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기능 재편방안 : 수용 기능 검토
(1) 센터의 입지 및 주변 여건에 따른 수용 기능 검토 (시설 활용방안)
❚ 인접 및 주변 여건
• 센터의 북측으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인접하고, 약 100m의 거리에 중앙로를 건너
‘지행역’ 앞 상업지역이 있으며, 지행역과는 약 150m 거리로 보행 접근성이 양호함
• 센터의 동측은 동두천로가 인접하여 있고, 그 건너편으로 전철노선을 따라 남북으로 조성된
약 30~50m 폭원의 녹지가 선형공원 형태로 조성되어 있음
• 센터의 남측은 송내주공2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으며, 서측으로는 단지 내 ‘은혜갚은까치
어린이공원’이 인접하며, 그 북측으로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아름다운 문화센터)’이 위치함
• 또한 센터의 서측으로 약 150m 거리에 신시가지의 중앙공원에 해당하는 ‘꿈나무
근린공원’과 ‘꿈나무 정보도서관’이 위치함
[그림 5-4] 대상지 인접 및 주변 현황

자료 : 카카오맵. “map.kakao.com” (2022.04.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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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대상지 인접 현황

대상지 진입 시 센터 전경

센터 서측 진출입구

센터 서측 ｢은혜갚은까치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북측 ｢평생교육원｣ 전경

❚ 인접 및 주변 여건에 따른 활용 잠재력
• 센터의 북측으로 약 100~150m 거리 내에 지행역과 상업지역이 위치, 보행 접근성이
양호하여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등 거점 공공시설의 수용이 가능함
• 또한 센터와 인접 ‘동두천시 평생교육원(문화센터)’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위치하고,
도보권 내 ‘꿈나무 정보도서관’ 등이 위치하여, 이와 연계한 공공문화기능의 수용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센터 서측 어린이공원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평생교육원(문화센터)’의 기능은 본
센터의 공공문화기능과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함
• 광역 녹지 및 보행축의 관점에서 센터의 동쪽에 위치한 ‘철로변 선형녹지공원’과 센터
서측에 접한 ‘은혜갚은까치 어린이공원’, 신시가지 중앙의 ‘꿈나무 근린공원, 시민 근린공원,
어울림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걷는 길’의 설정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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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른 수용 기능 검토 (시설 활용방안)
❚ 지역주민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른 수용 기능
￭ 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로 인식
• 두드림패션센터를 ‘봉제기업 입주 시설(54.9%)’로 인식하는 동시에 ‘공공시설(39.2%)’,
주민도 이용 가능한 시설(33.3%)로 인식하고 있음
￭ 센터의 일부를 지역주민 시설 운영 시,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이용에 있어 ‘매우 의향이 있다’와 ‘의향이 있다’가 25.5%, 43.1%로 나타나, 약
70%의 응답자가 시설 이용에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민편의시설 중 ‘소통휴식 복합공간’ 및 ‘문화행사공간’, ‘카페’ 등을 선호
• 주민편의시설 운영 시, 시설별 이용 의향의 선호도가 ‘소통휴식 복합공간(80.3%)’, ‘문화
행사공간(74.5%)’, ‘카페(60.7%)’, ‘작은 도서관(56.8%)’, ‘만남의 장소(54.9%)’, ‘문화창작
공간(49.0%)’, ‘교육훈련시설(33.4%)’ 순으로 나타남
❚ 입주업체 조사 결과에 따른 수용 기능
• 사업장 환경의 시급한 개선사항은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이 53.8%로 최우선으로 나타남
• 공용공간 만족도는 하늘정원이 76.9%, 식당이 53.8% 순으로 나타났고, 전시판매장 및
공동작업장, 접견실은 대체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공용시설 이용 의향은 협업･공동작업장이 46.2%로 가장 높고, 전문회의실 및 상담실,
교육훈련실의 이용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업체 조사 결과에 따른 수용 기능
• 공용시설 이용 의향은 교육훈련실이 40.0%로 가장 높고, 제품전시장, 전문회의실 및
상담실의 이용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협업･공동작업장은 이용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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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 기능 검토
❚ 기업 친화적 기능
￭ 양･포･동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인터뷰)
• 필요성 및 내용
╺ 양･포･동 지역의 패션봉제산업 광역거점 서비스 기능으로서, 당초 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하며, 시설 본연의 기능(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수용 검토
╺ 지역 (특화)산업 육성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 기획･마케팅 공동플랫폼 구축 : 기획(공동브랜드, 상품기획, 디자인, 패턴, 샘플링 등),
마케팅･홍보, 온･오프라인(스마트 스토어 등) 판로 개척 등 패션･봉제 산업의 지역기업 공동플랫폼
• 이용대상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양･포･동 지역 봉제 관련 기업
• 검토사항
╺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직, 예산, 업무 등 구체적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 필요
￭ 봉제교육센터 (경기북동부 봉제업체 조사)
[그림 5-6] 섬유봉제분야 교육 사례

• 필요성 및 내용
╺ 입주기업의 숙련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시민들의 취미활동 공간
╺ 교육프로그램을 취업반 및 취미반을 병행
운영하여

두드림패션센터의

지역사회

기여 및 역할 확대
╺ 입주기업들의 필요 인력수요를 토대로
취업연계 맞춤형 교육 시행. 교육 수료 후
취업을 보증하고, 취업 보증은 기업 단위
또는 협동조합 차원에서 검토
╺ 취업 목적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취미생활
또는 창업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 병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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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양･포･동 지역 봉제 관련 기업
╺ 취업 또는 취미 목적으로 봉제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일반시민
• 검토사항
╺ 동두천시 내 취업 및 취미 관련 교육수요의 사전 조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식(운영주체, 교육방법, 인력, 비용, 기간 등)의 사전검토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요 공간,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부, 지자체 예산지원 가능성 검토
￭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유사사례 조사)
• 필요성 및 내용
╺ 센터 본연의 기능(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강화 및 활성화가 가능하고,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
╺ 인큐베이팅을 위한 회의, 세미나, 사무공간 등의 확충
• 이용대상
╺ 패션, 섬유, 봉제 관련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 시민
• 검토사항
╺ 청년창업 수요 사전 조사 및 운영방식(운영주체, 교육방법, 인력, 비용, 기간 등) 사전검토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요 공간,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운영을 위한 정부, 지자체 예산지원 가능성 검토
╺ 양･포･동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기획･마케팅 공동플랫폼), 봉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 봉제 특종장비 공동작업장 (입주업체 인터뷰)
• 필요성 및 내용
╺ 패턴 트리머, 패턴 미싱기, 특수 재봉기, 단추구멍기 등 입주기업 제품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공동 사용 특종장비가 구축된 공동작업장
╺ 현 공동작업장 유지 : 자동재단 스마트장비실

114

제5장 두드림패션센터 역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동두천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용대상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및 일반기업
• 검토사항
╺ 입주기업들이 공통적,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종장비에 대하여 사전 조사 필요
╺ 특종장비 구입 예산 규모, 재원조달방안, 운영방식, 공동작업장 소요 면적 등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 제품 완성단계 통합작업장 (입주업체 조사)
• 필요성 및 내용
╺ 다림질, 살균, 먼지제거, 라벨링(Tag 달기), 포장 등 제품 출고 완료단계 작업에 필요한
공동작업장
• 이용대상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및 일반기업
• 검토사항
╺ 현 입주기업별 ‘제품 완성단계 통합작업장’의 필요성(이용수요) 및 이용 의향을 조사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점 사전검토 필요
╺ 소요 실면적, 필요 설비(다림질, 접기, 살균, 포장기계 등 자동화 설비), 소요 비용,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 (입주업체 조사)
• 필요성 및 내용
╺ 현재 입주기업의 내방객 면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응접실 부재, 접대음료 미비 등)
╺ 입주기업의 고객에게 실제 제품(원단 및 샘플, 완성품 등)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공간과
거래 상담 및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고객접견실
• 이용대상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및 고객
• 검토사항
╺ 입주기업별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의 필요성(이용수요) 및 이용 의향을 조사하여 소요
실면적, 필요 기자재, 소요 비용,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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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 (입주업체 조사)
• 필요성 및 내용
╺ 입주업체 종사자 및 방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등 편의시설의 확충과 함께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근무환경의 개선 및 센터 활성화 도모
╺ 편의시설(쉼터, 무인카페, 여성휴게실 등), 복지시설(체력단련실 등)
• 이용대상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종사자, 방문자 등
• 검토사항
╺ 현 입주기업 종사들의 이용수요 및 이용 의향을 조사하여 소요 실면적, 필요 설비 및
기자재, 소요 비용,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 봉제 부자재판매점 (입주업체 인터뷰)
• 필요성 및 내용
╺ 봉제에 필요한 다양한 부자재의 구비 및 판매로, 입주기업 및 지역 봉제업체들이 긴급히
필요한 부자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지원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및 지역 봉제업체
• 검토사항
╺ 두드림패션센터 내 입점 의향이 있는 부자재판매업체의 사전 수배 및 의사 타진 필요
❚ 지역주민 친화적 기능
￭ 소통휴식 복합공간 – 휴게시설 및 카페 등 (지역주민 대상 조사)
• 필요성 및 내용
╺ 주민들을 위한 만남 및 나눔의 쉼터 역할
╺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식후 카페 이용 및 휴게 등 종사자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
• 이용대상
╺ 인접 아파트 거주민(중심상가 접근성 취약 등)
╺ 입주기업 및 인접 건물(구내식당 이용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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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카페 등 복합공간의 설치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센터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등 시민참여 방안 검토
╺ 1층 로비 및 ｢작은 미술관｣ 공간을 무인카페와 작은 도서관 등을 복합하여 조성
활용하는 방안 검토
╺ 3층 하늘정원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검토 : 노천카페(Open Cafe)로의 활용을 위한
시설설치 가능성, 건물 외부(지상 1층)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계단 설치 가능성 검토
￭ 문화행사공간 (지역주민 대상 조사)
• 필요성 및 내용
╺ 일반시민들의 문화활동 및 행사를 위한 공간의 제공으로 센터의 공익적 이미지 제고
╺ 문화활동으로 인한 방문 및 교류의 증가로 시설의 이용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기대
• 이용대상
╺ 인접 거주민 및 일반시민
• 검토사항
╺ 문화행사공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운영주체 및 방식, 규모 및 필요
시설설치 내용, 소요 예산 등의 검토
╺ 대로변에 접해 접근성 및 시인성 양호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의
활용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 작은(디지털) 도서관 (지역주민 대상 조사)
• 필요성 및 내용
╺ 일반시민들의 학습,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의 제공으로 센터의 공익적 이미지 제고
╺ 열람 활동 등 방문 및 교류의 증가로 시설의 이용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기대
╺ 패션 및 섬유 관련 정보를 비롯한 전문연구 관련 자료를 디지털로 검색, 열람, 저장,
출력할 수 있는 컴팩트 라이브러리(Compact Library) 조성
• 이용대상
╺ 인접 거주민 및 일반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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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운영주체 및 방식, 규모 및 필요
시설설치 내용, 소요 예산 등의 검토
╺ 1층 로비 및 ｢작은 미술관｣ 공간을 작은 도서관과 무인카페 등을 복합하여 조성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두드림패션센터의 서측 신시가지 꿈나무근린공원 내 ‘꿈나무정보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 기타 수용 검토 기능
￭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 (사례 조사)
• 필요성 및 내용
╺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격 업무 수요의 증가로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 수요가
급증하고, 민간 위주의 조성 및 공급이 주를 이룸
╺ 공공이 제공하는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의 조성으로 두드림패션센터의 공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 입주기업 관련 수요 및 일반시민들의 이용수요를 수용
• 이용대상
╺ 인접 거주민 및 일반시민, 입주기업 관련 업무자 등
• 고려사항
╺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운영주체 및 방식, 규모
및 필요 시설설치 내용, 소요 예산 등의 검토
￭ 공유주방 (사례 조사)
• 필요성 및 내용
╺ 최근 여가 및 모임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은 공유주방 이용이 코로나 사태, 밀키트 종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증가하고 있음
╺ 공공이 제공하는 공유주방의 조성으로 두드림패션센터의 공익성 및 개방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이용 및 교류의 증가로 시설의 이용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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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 인접 거주민 및 일반시민
• 고려사항
╺ 공유주방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운영주체 및 방식, 규모 및 필요 시설설치
내용, 소요 예산 등의 검토

3) 센터 기능 재편을 위한 시설 활용방안
(1) 수용 기능 및 시설배치 대안 검토
❚ 대안 1 : 기업 친화적 활용방안
￭ 층별 기능 및 시설배치방안
• 1층 및 로비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을 두어 센터의 기능적 상징성을 나타내고,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을 이와 연계하여 1층에 배치함
• 2층 : 교육, 창업, 공동작업장 등 관련이 높은 시설들을 군집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3층 : 식당 및 주방을 제외한 공간 모두를 ‘양･포･동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로 활용하여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층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
<표 5-1> 기업 친화적 시설 활용방안
구 분
3층

수용기능
∙ 식당 및 주방, 하늘정원
∙ 양･포･동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
∙ 관리사무실
∙ 봉제교육센터

2층

∙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 봉제 특종장비 공동작업장
∙ 제품 완성단계 통합작업장
∙ 봉제 부자재판매점

1층 및 로비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
∙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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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기업 친화적 활용, 층별 기능배치 방안(안)

두드림패션센터 1층

두드림패션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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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2 : 기업 및 주민 공동 활용방안
￭ 층별 기능 및 시설배치방안
• 1층 및 로비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을 현 전시판매장 일부에 조성하고, 기존 ｢작은 미술관｣
공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소통휴식 복합공간’을 조성하며, 현 전시판매장의 일부를 할애하여
작은(디지털) 도서관을 배치함
• 2층 : 교육, 창업, 공동작업장 등 관련이 높은 시설들을 군집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3층 : 식당 및 주방을 제외한 공간에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을
배치, 하늘정원과 연계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함. 다만 ‘쉼터 등’ 일부공간을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오픈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표 5-2> 기업 및 주민 공동 활용방안
구 분
3층

수용기능
∙ 식당 및 주방, 하늘정원
∙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
∙ 관리사무실

2층

∙ 봉제교육센터
∙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 봉제 특종장비 공동작업장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

1층 및 로비

∙ 소통휴식 복합공간 – 휴게시설 및 카페 등
∙ 작은(디지털) 도서관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참고 1 : ｢대안 1｣에서 2층의 ‘제품 완성단계 통합작업장’과 ‘봉제 부자재판매점’, 3층의 ‘양･포･동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제외함.
참고 2 : ‘수용 기능 검토’에서 ‘문화행사공간’과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 ‘공유주방’은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이전
후 잔여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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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기업 및 주민 공동활용, 층별 기능배치 방안(안)

두드림패션센터 1층

두드림패션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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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및 디자인 개선방안
❚ 센터의 입지 및 시설 디자인의 문제점
• 센터 입지의 문제점 : 대로변 건물 배후에 위치하여 시인성과 접근성 모두 취약하여, 일반인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의 도입에 큰 장애요인임
• 건물 외형과 디자인의 문제점 : 입지의 불리함을 극복할 정도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건물
이미지 창출도 미비함
• 건물 1층 현관 출입구 문제점 : 협소하고 폐쇄적 이중구조의 출입구가 심리적 거리감 상승
요인으로 작용. 어두운 조명과 무미건조한 현관 내외부 색감 및 저렴한 마감재 등으로 인해
패션센터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개성적이고 활력적인 이미지를 건물의 얼굴인 1층 현관에서
찾기 어려움
❚ 외부공간 디자인 개선방안
￭ 동측 주진입부에서의 접근 용이성 및 시인성 제고를 위한 상징적 디자인 필요
• 패션센터의 성격을 살리는 건물 외벽 디자인과 홍보물 설치
• 1층 현관 전면 리모델링 등 유동인구 흡인력 제고를 위한 건물 이미지 쇄신 작업 검토
• 3층 하늘정원을 개방된 공간으로 외부 접근계단을 설치하고 카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건물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함께 검토
￭ 일반주민들의 차량이용 방문 편의성의 제고를 위한 별도의 주차장 확보 및 운영 필요
￭ 서측 공원부에서의 접근 용이성 및 시인성 제고를 위한 서측 입구 디자인의 개방적, 상징적
디자인 필요
❚ 실내공간 디자인 개선방안
• 1층 로비 및 입구 디자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 개선
• 1~2층 개방 갤러리 공간의 특징적 디자인으로 공간의 상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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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 두드림패션센터 건립을 통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등의 성과는 첨단산업 또는 특화산업 기반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동두천시의 경제성장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 현재 두드림패션센터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라는 독특한 형태의 산업집적시설로서 100%
입주율에 다양한 품목의 봉제업체들이 생산활동을 전개하며 200여명의 상근직 일자리를 제공
하고 있어 지역경제적으로 작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됨
❚ 다만, ‘경기 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라는 공식 명칭에 부합하는 광역적 기업지원서비스 거점기

능을 갖추어야 함에도 현재는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역할에 머물고 있음
￭ 두드림패션센터는 동두천시는 물론 경기북동부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거점으로서 역할을 부여
받았음에도 센터 소유･운영주체인 동두천시의 예산지원은 입주기업을 위한 공동작업장과 공동
장비, 공동관리비, 청소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산업 육성거점 역할은 구체적인 실적이나
성과가 미비한 상태임
￭ 또한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택지개발지구의 중심상가에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 특수성
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고 이용수요 또는 흡인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
시설’로서 지역주민 친화적 서비스와 기업지원 서비스의 적절한 조합과 연계가 필요
❚ 두드림패션센터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메이드 인 양･포･동’ 의류소재 기반 패션봉제산업 클

러스터 육성 거점｣을 두드림패션센터의 비전으로 설정
￭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대문 패션산업 클러스터와의 차별성 및 독자성을 지닌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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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안
1) 지역 봉제산업 육성거점 역할 강화방안
❚ 핵심 과제로는, 경기북동부지역 봉제산업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혁신전략을 강구
￭ 단기적 대안으로, 매출 증대를 위한 기본적 대책으로써 안정적 판로 확보, 단가교섭력 제고
￭ 중장기적 대안으로, 디자인, 샘플, 재단, 영업 등의 고부가가치 직종의 비중을 높일 필요
❚ 현실적 절충안으로는, “입주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에 초점을 둔 기능 및 서비스 확충”을 센터

발전전략의 1차적 핵심 과제로 설정할 필요
￭ 경기북동부지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봉제업체의 유효 모집단이 69개로 파악되어 두드림
패션센터의 광역거점 기능에 대한 이용수요가 빈약한 수준일 가능성
❚ 단기 핵심 과제인 마케팅 강화 관련 전략으로는 ‘브랜드업체’와 ‘인터넷쇼핑몰’을 핵심 타겟 유통

채널로 설정하고 납품 거래처의 발굴, 확장에 집중할 필요
￭ 두드림패션센터 입주기업 및 양･포･동 지역내 봉제업체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공공주도형 지역 봉제산업 공동마케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 또다른 단기 핵심 과제인 인력수급 개선을 위한 봉제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으로는 ‘주문형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취미반과 취업반을 구분 운영
￭ 특히, 니트, 피혁 등 특화형 봉제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특화
분야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검토
❚ 두드림패션센터의 광역거점 기능 수행을 위한 기업지원 공용인프라의 확충 방향으로는,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 공용시설보다 공용장비 확충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 ‘봉제기계’와 ‘디자인기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공용인프라 구비 대상이며, ‘완성자동화시스템’,
‘재단기계’, ‘패턴기계’, ‘제품전시장’ 등도 우선적 구비대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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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장비 세부 품목별로는, ‘컴퓨터 자수기’, ‘QQ’, ‘컴퓨터 재봉기’, ‘오드람프 재봉기’, ‘단추
달이기’, ‘나나인치’ 등 6종의 특종장비를 우선 구비하는 방안을 검토
￭ 공용장비 구비 관련 사전작업으로는, 공용으로 구비하여 ‘대여’ 방식으로 활용 시 기업들의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의향 수준을 파악할 필요
❚ 한편, 소수 기업의 점유에 따른 공공성 약화와 지역산업 성장거점 역할 미흡이라는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두드림패션센터의 입주기업 가이드라인 재정비 필요
￭ 업체당 임대공간 한도 설정으로 신규업체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당 입주공간 및 입주기간
축소로 입주업체수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또한 센터 내 기업입주 공간 총량을 줄이는 대신 지역내 기업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시설 및 장비를 더 많이 확충하는 등 두드림패션센터 공간의 용도배분 구조를 재확립
❚ 임대계약 만료 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고 지역내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두드림

패션센터의 지역경제 효과의 누적적 상승 효과 기대
￭ 계약만료 기업의 지역내 재정착을 위한 스마트 봉제산단을 조성하며, 특히 교외입지 산단의
인력수급 취약점을 고려하여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스마트 봉제공장 구축을 지원

2) 두드림패션센터의 기능 및 시설 개선방안
❚ 대안 1 : 기업 친화적 활용방안
￭ 층별 기능 및 시설배치방안
• 1층 및 로비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을 두어 센터의 기능적 상징성을 나타내고,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을 이와 연계하여 1층에 배치함
• 2층 : 교육, 창업, 공동작업장 등 관련이 높은 시설들을 군집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 제고
• 3층 : 식당 및 주방을 제외한 공간 모두를 ‘양･포･동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로 활용하여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층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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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기업 친화적 시설 활용방안
구 분

수용기능

3층

∙ 식당 및 주방, 하늘정원

∙ 양･포･동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

2층

∙ 관리사무실
∙ 봉제교육센터
∙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 봉제 특종장비 공동작업장
∙ 제품 완성단계 통합작업장
∙ 봉제 부자재판매점

1층 및 로비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

∙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 대안 2 : 기업 및 주민 공동 활용방안
￭ 층별 기능 및 시설배치방안
• 1층 및 로비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을 현 전시판매장 일부에 조성하고, 기존 ｢작은 미술관｣
공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소통휴식 복합공간’을 조성하며, 현 전시판매장의 일부를 할애하여
작은(디지털) 도서관을 배치함
• 2층 : 교육, 창업, 공동작업장 등 관련이 높은 시설들을 군집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 제고
• 3층 : 식당 및 주방을 제외한 공간에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을
배치, 하늘정원과 연계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함. 다만 ‘쉼터 등’ 일부공간을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오픈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표 6-2> 기업 및 주민 공동 활용방안
구 분

수용기능

3층

∙ 식당 및 주방, 하늘정원

∙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

2층

∙ 관리사무실
∙ 봉제교육센터

∙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 봉제 특종장비 공동작업장

∙ 제품전시장 및 상담실

∙ 소통휴식 복합공간 – 휴게시설 및 카페 등
∙ 작은(디지털) 도서관

1층 및 로비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 외부공간 및 실내공간 디자인 개선방안
￭ 동측 주진입부에서의 접근 용이성 및 시인성 제고를 위한 상징적 디자인 필요
• 패션센터의 성격을 살리는 건물 외벽 디자인과 홍보물 설치
• 1층 현관 전면 리모델링 등 유동인구 흡인력 제고를 위한 건물 이미지 쇄신 작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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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옥상정원을 개방된 공간으로 외부 접근계단을 설치하고 카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건물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연계 추진 검토
￭ 일반주민들의 차량이용 방문 편의성의 제고를 위한 별도의 주차장 확보 및 운영 필요
￭ 서측 공원부에서의 접근 용이성 및 시인성 제고를 위한 입구 디자인의 개방적, 상징적 디자인 필요
￭ 저층 로비 및 입구 디자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 개선
• 1-2층 개방 갤러리 공간의 특징적 디자인으로 공간의 상징성 제고

3) 광역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유치
❚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 개정 검토
￭ “센터 내 공동작업장과 공동작업장 내 기계장비 등 물품은 입주자만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수정 검토
• 공동작업장 및 공용장비 등의 이용 대상을 양･포･동 소재 봉제업종 기업으로 확대하되,
소정의 사용료 부담 원칙을 명시
￭ “양･포･동 패션봉제산업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조항 신설
• 센터 입주기업에 국한하지 않는 양･포･동 봉제산업 육성지원 역할을 수행할 공공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와 주요 업무 범위 명시
❚ ‘디지털 전환’ 정책 차원의 정부 지원 필요성 및 정책 홍보 강화
￭ 양·포·동 봉제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은 우리나라 섬유·봉제산업 발전정책의 핵심전략인 ‘디지털
전환’과 이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이와 같은 양·포·동 봉제 클러스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두드림패션센터의 공용시설과
특종장비, 전문인력 등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광역)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
￭ 양·포·동 클러스터 거점으로서 두드림패션센터의 비전과 역할 관련 정책 홍보 강화
• 양·포·동 봉제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연구 수행 및 홍보자료 제작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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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Do Dream Fashion Center in Dongducheon

The achievements of attracting companies and creating job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Do Dream Fashion Center are contributing insignificantly to the economic growth
of Dongducheon Cit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foundation for high-tech or
specialized industries is weak.
However, although it should have a regional corporate support service base function
that matches the official name of the ‘Gyeonggi Textile and Sewing Knowledge Industry
Center’, it is currently only playing a supporting role for resident companies.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Do Dream Fashion Center, the vision
of the Do Dream Fashion Center is to establish a base for nurturing the fashion sewing
industry specialized in knit and leather, which are regional specialized material industries.
As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marketing, which is a key short-term task, it is necessary
to set ‘brand companies’ and ‘Internet shopping malls’ as key target distribution channels
and focus on discovering and expanding suppliers.
Another short-term key task, a sewing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manpower supply
and demand, is to introduce the ‘on-demand education’ method and operate a hobby class
and a job class separately.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goal of strategically fostering
specialized sewing industries such as knitwear and leath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peration of specialized programs for nurturing human resources suitable for this fiel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corporate support public infrastructure for the Do
Dream Fashion Center's wide-area base function,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expansion
of shared equipment over public facilities in terms of relative importance. 'Sewing
machines' and 'Design machines' are the highest priority targets for provision of public
infrastructure, and 'Completion automation system', 'Cutting machine', 'Pattern machine',
and 'Product exhibition hall' should also be reviewed as priority target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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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as a way to reorganize the guidelines for resident companies of Do Dream
Fashion Cent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occupancy opportunities for new businesses
by setting a limit on rental space per business,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occupants
by reducing the occupancy space and period per busines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smart sewing factory equipped with automated production facilities by
creating a smart sewing industrial complex for companies whose contracts have expired
to resettle within the region.
For the public space function and facility improvement plan to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Do Dream Fashion Center, two alternatives are proposed:
‘business-friendly use plan’ and ‘companies and residents joint use plan’.
Exterior space design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designing the exterior walls of
the building and installing promotional materials to enhance the character of the fashion
center, installing external access stairs to the 3rd floor roof garden and rest facilities such
as cafes, and open, Consider the symbolic entrance design, etc.
As an improvement plan for interior space desig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sign
of the low-rise lobby and entrance to be user-friendly, and to enhance the symbolism of
the space with the characteristic design of the open gallery space on the 1st and 2nd fl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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