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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antecedents (i.e. specific investment, opportunistic behavior,            

communications, uncertainty, interdependence, power imbalance, shared value, and flexibility) that influence          

the trust and commitment of domestic apparel manufacturers toward contractors as well as the effect of               

trust and commitment on firm performa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total of 128 apparel manufactur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coefficient,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pecific investment, communication, shared value, and flexi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rust; however, opportunistic behavior had a negative effect. Interdependence, shared value, and             

flexi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commitment; however, power imbalance and uncertainty had a negative              

effect. Trust did not exert an effect on commitment in this research; however, trust and commit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in addition, trust and commit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findings offer insight on how to better manage apparel manufacturer-contractor relationships            

to ensure success.

Key words: Antecedents of trust and commitment, Firm performance, Relationship satisfaction, Apparel           

manufacturer; 신뢰와 몰입의 선행변인, 기업 성과, 관계 만족, 패션 기업

I. 서  론

패션 산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짧은 제품 수명주기로       

인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과 단 사이클 생산이 필연적으       

로 요구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관       

련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동이 중요하다(Abernathy    

et al., 1999; Bonacich & Appelbaum, 2000; Jin, 2006).        

이에 패션 기업들과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기업 간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그 관계를 좀 더 유연하고도 효     

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높은 신뢰와 몰     

입의 수준이 필요하다(Doney et al., 2007; Morgan &     

Hunt, 1994).

그간 신뢰와 몰입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행     

되어야 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나 신뢰와 몰입의 인     

과관계, 또는 그 성과를 밝히는 연구들은 최근까지 다     

양하게 진행되어 왔다(Doney et al., 2007; Ganesan, 1994;     

Jang & Lee, 2006; Morgan & Hunt, 1994; Park & Park,     

2010; Sung & Oh, 2007).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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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마다 신뢰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     

들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또 패션 산        

업에서는 패션 기업과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특히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패션 기업만을 대상으로 신뢰와     

몰입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하여 종합적이면서    

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Dickerson(2003)은 패션 기업과 유통업체를 포함한 관     

련 기업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      

하여 서로 협력해야만이 양측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더 높은 소비자 만족이라는 공동목표와 신      

뢰를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상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패션 산업에서 아웃소싱이 비용을 절      

감하고 업무 향상성을 높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트랜드        

인 상황에서 패션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을 생산해 줄 공        

급업자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국내 공급업자나 해외       

공급업자일 경우를 막론하고 패션 기업에게 신뢰할 만      

하고 믿을 수 있는 협력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된다(Teng & Jaramillo, 2005). Cigolini et al.(2004)은 같       

은 공급사슬 안에 포함되는 기업들 간의 협력은 오늘날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파워풀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협력업체 선택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으며, Jin(2006)은 의류제품 공급사슬은 다     

른 산업과는 다르게 현재의 경쟁상황에서 단순히 한 기       

업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공급사슬에 관     

여된 모든 기업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적절한     

시기에 절절한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협력적인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패션 제품의 제조를 위한 성공적인      

협력업체의 선택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     

여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Lin et al., 2002). 그러므로 현재 새         

로운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국내 패션 기업들이 직면        

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      

성 향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적이고      

도 장기적인 거래 관계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패션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와 몰입의 선행변인인 특별 투자, 기회주의, 의사      

소통, 상호 의존성, 힘의 불균형, 불확실성, 공유 가치,       

유연성 및 평판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뢰와 몰입이 기       

업 성과와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기업 간의 교환 관계에서 신뢰와 몰입의     

중요성

신뢰란(Trust)란 교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믿을     

만하고 교환 관계에 있어서 의무를 다 할 것이라는 믿     

음이다(Morgan & Hunt, 1994). 기업 간의 신뢰가 높은     

관계에서는 기업 구성원들 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도     

신뢰하게 된다. 신뢰는 기업 간의 관계 마케팅의 결과     

를 평가하는데 주요 기준이 되며 몰입과 더불어 비즈     

니스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Wong &     

Sohal, 2002). 

몰입(Commitment)이란 기업 간의 교환 관계에서 거     

래 구성원들의 관계 지속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     

인 맹세이며 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     

고자 하는 의지로 설명될 수 있다(Dwyer et al., 1987).     

Ganesan(1994)은 기업 간의 관계는 상호 간의 몰입이     

토대가 되어야만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관계의     

질은 구매업자와 판매업자 간의 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 주     

장하였다. 기업 간의 교환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인 파     

트너쉽의 초석이 되는 신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Spekman et al., 1998), 그 이유는 신뢰를 기반으로 다     

져진 관계에는 그 관계에 특별한 가치가 부가되어 관     

련 기업들이 그들 간의 관계에 몰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Morgan & Hunt, 1994). 

2. 패션 기업 간의 관계에서 신뢰와 몰입의 선행     

변인

1) 특별 투자 

특별 투자(Specific Investment)란 기업 간의 교환     

관계에서 한 기업이 파트너 기업과의 거래 형식에 적     

합하게 맞추기 위하여 특별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     

다(Anderson & Weitz, 1992; Ganesan, 1994). Anderson     

and Weitz(1992)은 파트너 기업의 특별 자산 투자는 그     

기업에 대한 불만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양측의     

파트너쉽에 대한 몰입에도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 협력업체의 특별 투자에 대한 인지를 많이     

할수록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는 깊어지며 거래 기업     

들은 협력업체의 특별 투자를 관계 유지의 약속으로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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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한다. 따라서 거래 상대 기업의 특별 투자는 그 기        

업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Kwon &      

Suh, 2005).

2) 기회주의

거래 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    

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효율성 및 효과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대 기업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떨어뜨린다(Kwon & Suh, 2005; Morgan & Hunt, 1994;       

Smith & Barclay, 1997). Arnold and Sutton(1997)은 구       

매업자와 공급업자의 관계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은 장     

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해 주는데       

왜냐하면 기회주의가 난무하는 시장 상황에서의 기업     

간의 구속력은 관계 성과에 있어서 덜 효과적이기 때       

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기회주의는 구매업자와 공급업     

자 간의 장기적인 관계 몰입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복잡한 행동 측면이라 할 수 있다(Saleh & Ali, 2009). 

3) 의사소통 

기업 간의 교환 관계에서 의사소통(Communications)    

은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 간의 장벽을 극       

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미 있고 제한이 없는       

정보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Morgan & Hunt, 1994). 효과적인 정보의 공유는 결정       

적으로 기업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 주며 상대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연장시킬 수 있게 해 주는 역할       

을 한다(Bowersox et al., 2000). 패션 기업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들(Hwang et al., 2007; Jang & Lee, 2006; Yug          

et al., 2003)에서도 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4) 불확실성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Uncertainty)이란 교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      

운 것을 의미하며, 예측되지 않은 일들의 발생은 기업       

간의 관계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Ganesan, 1994).      

최근 들어 기업 간의 교환 관계에어서 상대 기업의 불        

확실한 행동이 그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Joshi & Stump, 1999;       

Kwon & Suh, 2004), 여기서 파트너 기업의 불확실한       

행동으로 인하여 관계 성과를 평가하는데 문제가 생기      

게 되면 그 때부터 그 파트너 기업에 대한 신뢰의 수준         

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5) 상호 의존성 

기업 간의 관계에서 의존성이란 한 기업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거래 기업과 관계를 유지하     

기를 얼마나 원하는지에 대한 수준을 말한다. 상대 기     

업으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의 중요성이나 다른 기업으     

로 대체 시 전환 비용에 따라 의존성의 정도는 달라지     

게 된다(Saleh & Ali, 2009). 상호 의존성은 신뢰와 몰     

입에 영향을 미쳐 기업 간의 관계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Kumar et al., 1995). 기업 간     

의 교환 관계에서 상호 의존도가 높은 경우 일반적으     

로 상대 기업의 요청에 대하여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     

으며 서로 간의 관계 전환 비용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6) 힘의 불균형 

기업 간의 교환 관계에서 힘이란 한 기업이(A)이 상     

대 기업(B)에게 일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다(Anderson & Weitz, 1992).     

거래 기업보다 힘이 더 센 기업은 거래 기업을 신뢰하     

거나 몰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상대 기업의 충성이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상     

대적인 힘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Anderson & Weitz,     

1992). 또 상대적으로 힘이 적은 기업이 힘이 센 기업     

을 신뢰하고 그 관계에 몰입하는 것은 힘이 더 센 기업     

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     

다(Kumar et al., 1995). 

7) 공유 가치

공유 가치(Shared Value)란 상대 기업이 자신의 기업     

과 공통된 관심사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다     

(Doney et al., 2007). 상대 기업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     

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상대 기업의 행동, 목표, 그리고     

규정들이 적절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상대 기업     

과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많다고 지각하는 기업일수록     

그 상대 기업에게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 기업     

에 대한 신뢰도 증가하게 된다(Doney et al., 2007; Kwon     

et al., 2003).

8) 유연성

기업 간의 관계를 위하여 기업이 요청하는 조정사항     

들에 대하여 상대 기업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때 그     

상대 기업은 유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연성 있는     

거래 기업은 상대 기업과의 규범이나 정책을 느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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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며, 상대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폭      

넓은 제외사항들을 반영한다(Anderson & Narus, 1990).     

변화하는 기업 간의 거래 상황에서 거래 기업의 유연       

성 있는 대처력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킨다       

(Sung & Oh, 2007).

9) 평판

거래 기업이 그들의 상대 기업의 구성원들을 배려하      

고 희생하는 모습은 산업 내에서 좋은 평판(Reputation)      

을 얻을 수 있게 된다(Anderson & Weitz, 1992). 다른        

기업들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나 조직 안에서의 행동과     

언행을 통한 평판으로 그 기업의 신뢰 가치를 추론해       

낼 수 있다(Doney et al., 2007). 거래 기업에 대한 신뢰         

는 그 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한다는 평판에 의해서 작        

용하며(Anderson & Weitz, 1992; Kwon et al., 2003;       

Masella & Rangone, 2000; Sung & Oh, 2007), 거래 기         

업이 상대 기업을 배려한다는 평판은 그 기업의 믿을       

만하고 일관된 행동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증진시키게 된다(Ganesan, 1994).

3. 신뢰와 몰입이 기업 성과와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1) 기업 성과 

기업의 성과가 증진되는 것은 기업 간의 관계에서      

신뢰와 몰입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루어진다(Jang & Lee, 2006;      

Lee et al., 2004; Morgan & Hunt, 1994; Sung & Oh,          

2007; Yug et al., 2003). Yug et al.(2003)은 패션 기업의         

해외 소싱 파트너 업체에 대한 몰입이 증가할수록 소싱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ang and Lee       

(2006)의 연구에서는 패션 기업의 원단공급업체에 대     

한 몰입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패션 기업의 생산성       

과, 경제적 성과 및 정서적 성과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2) 관계 만족 

조직 관계에서 관계 만족(Relationship Satisfaction)은    

거래 기업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관계에 대한 긍정       

적인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Sharma & Patterson, 2000;      

Zineldin & Jonsson, 2000). 기업의 입장에서 거래 기업       

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 수로 기업 간의 갈등은 감소되        

고 관계에 대한 만족은 높아지게 된다(Anderson &      

Narus, 1990; Morgan & Hunt, 1994). Wong and Sohal     

(2002)은 기업 간의 교환 관계에서 높은 신뢰의 수준은     

마케팅 관계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기준     

이라고 하면서, 거래 상대 기업에 대한 신뢰와 몰입은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Yug et al.(2003)은 패션 기업의 해외 소     

싱 업체에 대한 신뢰와 몰입은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의 교환 관계에서 신뢰와 몰     

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     

뢰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와 몰입이 기업 성과     

와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뢰와 몰입의 선행변인(특별 투자, 기     

회주의, 의사소통, 불확실성, 상호 의존    

성, 힘의 불균형, 공유 가치, 유연성, 평     

판), 신뢰와 몰입, 그리고 기업 성과와     

관계 만족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알     

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신뢰와 몰입의 선행변인(특별 투자, 기     

회주의, 의사소통, 불확실성, 상호 의존    

성, 힘의 불균형, 공유 가치, 유연성, 평     

판)이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신뢰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     

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4. 신뢰와 몰입이 기업 성과와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 실행     

에 앞서 패션 기업과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패션 기     

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변수     

선정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로써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실행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하여 패션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을     
– 59 –



60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1, 2012

  

 

  

  

 

  

 

  

 

  

 

   

 

  

  

 

 

  

  

 

  

  

  

  

 

  

 

  

   

  

  
일대일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행한 결과 협     

력업체의 특별 투자, 기회주의, 의사소통, 불확실성, 상      

호 의존성, 힘의 불균형, 공유 가치, 유연성 및 평판이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변       

인들은 실증적 조사에서 사용될 신뢰와 몰입의 선행변      

인으로 선정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변      

수 선정의 타당성과 표면 타당성 및 개념 타당성을 확        

보하였다.

국내 패션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선행연구(Doney et al., 2007; Kwon & Suh,        

2004; Morgan & Hunt, 1994)에서 사용된 척도와 예비조       

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는 협력업체가 믿을만하다는 의미의    

‘신용’에 대한 내용과 협력업체가 본사와의 비즈니스상     

성공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의 ‘배려’에 대한 내용으로      

각 4문항씩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Cronbach' α값       

이 .94로 나와 측정문항의 내용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       

가 검증되었다(Nunnally, 2010).

협력업체에 대한 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Kumar et al., 1995; Lee et al., 2004; Sung & Oh, 2007)           

에서 사용된 척도를 중심으로 예비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몰입은 협력업    

체로 인하여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        

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계산적 몰입’과 협력업체에     

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정서적 몰입’으로 각 3문      

항씩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몰입을 구성하는 문항      

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87이었다.

협력업체의 특별 투자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Doney et al., 2007; Ganesan, 1994; Kwon & Suh, 2004)         

에서 사용된 척도를 중심으로 예비조사 및 전문가 인       

터뷰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총 4문항으로, 협력업체     

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Smith     

& Barclay, 1997)에서 사용된 척도를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을 파악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Anderson & Weitz, 1992; Dash      

et al., 2007; Kwon & Suh, 2004; Morgan & Hunt,         

1994)에서 사용된 척도를 중심으로 예비조사 및 전문      

가 인터뷰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총 4문항으로, 불확      

실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Joshi & Stump, 1999;      

Kwon & Suh, 2005)에서 사용된 척도를 중심으로 총 3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 기업과 협력업체와의 상호 의존성과 힘의     

불균형은 선행연구(Dash et al., 2007; Jap & Ganesan,     

2000)에서 측정한 방법과 같이, 패션 기업의 협력업체     

에 대한 의존성과 협력업체의 패션 기업에 대한 의존     

성을 합한 값을 상호 의존성으로 측정하고, 패션 기업     

의존성에서 협력업체 의존성을 뺀 값의 절대값을 힘의     

불균형으로 측정하였다. 공유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Doney et al., 2007; Morgan & Hunt, 1994)에     

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총 3문항으로,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Cannon & Homburg, 2001)     

에서 사용된 척도를 중심으로 총 3문항, 평판을 측정     

하기 위하여 여러 선행연구(Anderson & Weitz, 1992;     

Ganesan, 1994; Kwon & Suh, 2004)에서 사용된 척도     

를 중심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총 8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     

인의 문항들은 전체 변량의 77.77%를 설명하였으며     

Cronbach' α계수는 .77에서 .94였다. 

요인 1은 협력업체의 유연성있는 행동과 협력업체     

가 패션 기업을 배려하고 성실하다는 평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대상 패션 기업들이 협력     

업체의 유연한 행동과 이로 인한 긍정적인 평판을 각     

기 다른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유연한 행동에서 비롯된 평판이라는 통합된 한가지 요     

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요     

인 1은 패션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협력업체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긴급한 주문도 잘 수용하며, 종합적으로 패션     

기업을 배려하는 협력업체의 행동을 의미하므로 ‘유연     

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전체 변량 중 16.03%를     

설명하고 있으며 Cronbach' α는 .94이다. 

요인 2는 ‘이 협력업체는 어떤 사실을 속이거나 기     

만하는 행동을 한다’, ‘이 협력업체는 그들의 목적을 성     

취하기 위하여 어떤 사실을 왜곡한다’ 등과 같은 내용     

이며, ‘기회주의’라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 중 12.06%를     

설명하고 있으며 Cronbach' α는 .91이다. 요인 3는 ‘이     

협력업체는 우리회사 제품의 위하여 생산 설비에 투자     

를 한다’, ‘이 협력업체는 우리회사의 제품 생산을 위     

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한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특     

별 투자’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 중 9.54%를 설명     

하고 있으며 Cronbach' α는 .85이다. 

요인 4는 ‘이 협력업체는 우리 회사 사람들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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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협력업체는 우리 회사와       

비슷한 비즈니스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등과 같은 내       

용이며  ‘공유 가치’라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 중 9.42%        

를 설명하고 있으며 Cronbach' α는 .89이다. 요인 5는 ‘이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제품 생산 가격을 예측할 수 없       

다’, ‘이 협력업체의 제품 납기 성과를 예상할 수 없다’        

등과 같은 내용이며 ‘불확실성’이라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 중 8.21%를 설명하고 있으며 Cronbach' α는 .90       

이다. 

요인 6은 ‘우리는 이 협력업체에게 비즈니스상 의존      

하고 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이 협력업체와의 관계       

를 중단하면 우리 회사는 기존의 매출을 유지하기 어       

려울 것이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패션 기업의 협력업       

체에 대한 의존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 중      

7.57%를 설명, Cronbach' α는 .81이다. 요인 7은 ‘이 협        

력업체는 우리 회사는 시기 적절한 정보를 서로에게 제       

공한다’, ‘이 협력업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으로 ‘의사소통’이라 명명    

하였으며 전체 변량 중 7.56%를 설명, Cronbach' α는       

.84이다. 요인 8은 ‘만약 우리 회사가 이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중단하면 이 협력업체는 우리 회사만큼의 물량      

과 이익을 제공해 주는 다른 회사를 찾기가 어려울 것        

이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협력업체의 패션 기업에 대       

한 의존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 중 7.34%를      

설명하고 있으며 Cronbach' α는 .77이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연성, 기회주의, 특별 투자,      

공유 가치, 불확실성, 의사소통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 다음으로 상호 의존성과 힘의 불균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Dash et al.,      

2007; Jap & Ganesan, 2000; Kumar et al., 1995). 우선         

‘상호의존성’의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요인 6의 ‘패      

션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성’과 요인 8의 ‘협력       

업체의 패션 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합하여 ‘상호 의존       

성’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힘의 불균형’의 척도를 구      

성하기 위하여 ‘패션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성’      

과 ‘협력업체의 패션 기업에 대한 의존성’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힘의 불균형’이라 명명     

하였다. 

기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Cousins et     

al., 2008; Lee et al., 2004)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        

로 예비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수정·보완하      

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업 성과는 협력업체      

와의 관계로 인한 판매 수익의 증가나 재정적인 성과     

와 같은 내용의 재무 성과, 협력업체와의 관계로 인한     

제조 비용 절감이나 신속한 생산 등과 같은 내용의 생     

산성과,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로 인한 고객 불평     

의 감소, 고객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과 같은 내용의     

고객 성과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각 4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Cronbach' α값은 .96이다. 

관계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선행연구(Dash et     

al., 2007; Ganesan, 1994; Kwon & Suh, 2004)에서 사     

용된 척도를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총 3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95였다. 

척도와 관련한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와 Amos 18을 사용하     

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경     

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의류 제품 생산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국내 패션 기업 및 전문 패션     

유통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을 위     

하여 Statistics Korea(2009)의 ‘한국표준산업분류 2009’    

에서 산업 코드 C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중 C141(봉제 의복 제조업)과 C143(편조 의복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지가 배부     

되었다. 본 조사는 2010년 10월 약 2주간 실시되었다.     

대상 기업에게 총 1,02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171부(회수율 16.74%)가 회수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     

용된 설문지는 총 128부였다. 

대상 기업의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업무 부서     

로는 상품기획실이 전체의 37.5%(n=48), 디자인실이    

35.9%(n=46), 생산관리실이 10.2%(n=13), 기타(홍보팀,   

마케팅팀 등)가 10.9%(n=14)로 대부분이 상품기획실    

이나 디자인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직급으로는 사원/     

대리가 53.9%(n=69), 과장/차장이 27.3%(n=35), 부장/실    

장/팀장/이사/사장이 15.6%(n=20)로 과장 및 차장 이     

하의 실무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상     

패션 기업의 취급하는 복종(복수응답)은 여성정장이    

25.2%(n=66), 남성정장이 16.8%(n=44), 캐주얼웨어가   

28.2%(n=74), 스포츠웨어가 16.0%(n=42), 유아동복이   

7.3%(n=19), 이너웨어가 4.2%(n=11), 기타(유니폼, 한복,    

드레스 등)가 2.3%(n=6)로, 캐주얼웨어와 여성정장을    

제조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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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논의

1. 신뢰와 몰입의 선행변인, 신뢰와 몰입, 기업 성       

과와 관계 만족 간의 인과 관계

국내 패션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과 신뢰와 몰입이 기업 성과      

및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RMR과 RMSEA는 .05 이하일     

때 매우 우수한 모델이고, .08 이하일 경우 우수한 모        

델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Browne & Cudeck, 1993),      

GFI, AGFI는 .9 이상일 때 우수한 모델이며(Jöreskog &       

Sörbom, 1997), NFI와 CFI는 .9 이상일 경우 우수한 모        

델(Bentler, 1990)이라는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연구모델의 전반적인 모     

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χ
2
=30.24(df=16, p=.017), RMR=     

.03, RMSEA=.08로 나타났으며, 모형 설명력을 살펴보     

면 GFI=.96, AGFI=.82로 나타났고, 독립모형 대비 연      

구모형을 살펴보면 NFI=.97, CFI=.98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      

는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매우 근사한 값으로 적합 기       

준치를 충족시킴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대체로 우수      

한 모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신뢰와 몰입의 선행변인이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

신뢰와 몰입의 선행변인 특별 투자, 기회주의, 의사     

소통, 불확실성, 상호 의존성, 힘의 불균형, 공유 가치     

및 유연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특별 투     

자(r=17, C.R=2.87, p=01), 의사소통(r=.15, C.R=2.60,    

p<.01), 공유 가치(r=.11, C.R=.20, p<.05), 유연성(r=.39,     

C.R=5.12, p<.001)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회주의(r=−.14, C.R=−2.62, p<.01)     

는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는 상호 의존성     

(r=.29, C.R=4.79, p<.001), 공유 가치(r=.15, C.R=2.22,     

p<.05), 유연성(r=.40, C.R=3.73, p<.001)이 몰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의 불균형     

(r=−.24, C.R=−4.18, p<.001)과 불확실성(r=−.19, C.R=−2.51,    

p<.05)은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able 1)     

(Fig. 1). 

이러한 결과는 상대 기업의 유연성 있는 대처력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Sung and Oh(2007)     

의 연구결과와 거래 기업의 좋은 평판이나 공정한 거     

래를 한다는 평판은 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Anderson & Weitz, 1992;     

Doney et al., 2007; Ganesan, 1994; Kwon et al., 2003;     

Tale 1. Path coefficients of antecedents of trust and commitment on trust and commitment (N=128)

Estimates Standardized Estimates S.E. C.R.

Specific investment → Trust .15 −.17** .05 2.87

Opportunistic behavior → Trust −.10 −.14** .04 −2.62

Communication → Trust .13 −.15** .05 2.60

Uncertainty → Trust −.06 −.06 .06 −1.06

Interdependence → Trust .02 −.05 .02 1.12

Power imbalance → Trust −.00 −.00 .04 −.16

Shared value → Trust .09 −.11* .04 2.20

Flexibility → Trust .38 −.39*** .07 5.12

Specific investment → Commitment .01 −.01 .07 .23

Opportunistic behavior → Commitment .02 −.03 .05 .51

Communication → Commitment .03 −.03 .07 .46

Uncertainty → Commitment −.21 −.19* .08 −2.51

Interdependence → Commitment .13 −.29*** .02 4.79

Power imbalance → Commitment −.23 −.24*** .05 −4.18

Shared value → Commitment .13 −.15* .05 2.22

Flexibility → Commitment .40 −.40*** .10 3.7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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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 Oh, 2007)와 유사하다. 또 공유 가치는 신뢰뿐        

만 아니라 기업 간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몰입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주요 선행변인이라는 것       

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급업체와 구매업       

체가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때 공급업체에 대       

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여러 선행연구들(Anderson &     

Weitz, 1992; Doney et al., 2007; Kwon et al., 2003;         

Morgan & Hunt, 1994)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 협력업       

체의 특별 투자는 패션 기업의 입장에서 협력업체를      

신뢰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        

러한 결과는 상대 기업의 특별 투자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Anderson & Weitz, 1992;     

Doney et al., 2007; Ganesan, 1994; Kwon & Suh, 2005;         

Kwon et al., 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협       

력업체의 특별 투자가 관계를 유지하려는 몰입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Anderson & Weitz, 1992; Heide      

& John, 1990) 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는 의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특별 투자가 되어있는 협력업체라면 신뢰를     

하고 거래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협력업체와의 의사소통도 신뢰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기업의     

경우 협력기업과의 의사소통이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ang & Lee, 2006; Yug et al., 2003)     

의 연구결과와 유사했으며 그 외 유사 선행연구들(Dash     

et al., 2007; Doney et al., 2007; Knemeyer, 2000; Kwon     

& Suh, 2005; Redondo & Fierro, 2007)의 결과와도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Anderson & Weitz,     

1992; Morgan & Hunt, 1994)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기업의 경우 패션 산업의 특성     

상 의류 제품과 관련하여 디자인이나 소재, 또는 봉재     

부분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만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업체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은 협력업체     

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원인이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회주의가 신뢰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nemeyer, 2000; Morgan     

& Hunt, 1994; Saleh & Ali, 2009)의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회주의적 행동이 몰입에도 부정적인 영     

Fig. 1. Research model path coefficients.

Results based on standardized solutions and their respective significance is denoted as *p<.05, **p<.01, ***p<.001.

Numbers in parentheses represent t-values associated with each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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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연구(Morgan & Hunt, 1994; Martin,      

2008; Saleh & Ali, 2009)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        

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산업의 경우 협력       

업체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더라도 제품의 품질이 좋      

다거나 대량 생산과 신속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조건      

등을 갖추고 있다면 관계 유지와 관련된 몰입과는 관       

련이 없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본 조사        

에 앞서 진행된 질적 연구결과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특성상 협력업체의 수와 규모가 점점 줄       

어들어 패션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제품을 만족스      

럽게 생산해 줄 협력업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       

회주의적 행동을 하더라고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       

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상호 의존성은 패션 기업의 입장에서 협력업체에 대      

한 몰입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Dash et al., 2007; Ganesan, 1994; Jang & Lee,        

2006; Joshi & Stump, 1999; Knemeyer, 2000; Mayer,       

2003; Myhr, 2001)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의존성이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Dash et al.,      

2007; Mayer, 2003)의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즉 패션 기       

업의 입장에서는 협력업체와 상호 간 의존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만 그 협력업체를 신뢰하지 않더라도 관계      

를 오래도록 유지하려는 의지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다.

힘의 불균형은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따라서 힘의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 수록 협        

력업체에 대한 신뢰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 간의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파트너 기업과의 힘의 불균        

형은 관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들(Anderson & Weitz, 1992; Dash et al., 2007)의 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힘의 불균형이 신뢰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Dash et al., 2007)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이는 질적 연구결과      

에서 나온 바와같이 상호 의존성과 마찬가지로 힘의      

불균형 또한 패션 기업의 입장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 유무와 상관없이 힘이 불균형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관계 자체를 유지하기를 꺼려하고 다른 대안책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몰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협력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     

면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oshi     

& Stump, 1999; Martin, 2008; Saleh & Ali, 2009)의 결     

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won & Suh, 2004, 2005)     

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기업의 경     

우 협력업체의 불확실한 행동은 패션 제품의 빠른 제     

품 수명주기와 소비자들의 요구의 다양성을 충족시켜     

주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신뢰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계 자체를 종결하고 다른 협력업체     

를 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신뢰와 몰입이 기업 성과와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는 신뢰가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신뢰와 몰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신뢰(β=.49, C.R=7.70, p<.001)와 몰입(β=.42,    

C.R=6.66, p<.001) 모두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신뢰와 몰입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신뢰(β=.47, C.R=7.63, p<.001)와 몰입     

(β=.44, C.R =7.02, p<.001) 모두 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able 2)(Fig. 1).

패션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는 몰입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뢰와 몰입이 모두 기업     

성과와 관계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아, 신뢰와 몰입은 모두 기업 성과를 증진시키고 관계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수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 기업은 협력업체를 신뢰해야만 그     

Table 2. Path coefficients of trust and commitment on firm performa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N=128) 

Estimates Standardized Estimates S.E. C.R.

Trust → Commitment −.02 −.02*** .11 −.19

Trust → Firm performance .49 .49*** .06 7.70

Commitment → Firm performance .41 .42*** .06 6.66

Trust → Relationship Satisfaction .51 .47*** .06 7.63

Commitment → Relationship Satisfaction .45 .44*** .06 7.0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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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      

니라, 신뢰와 몰입은 별개의 변인으로써 관계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몰입을 통해서가 아닌 신       

뢰만으로도 기업 성과와 관계 만족은 증진될 수 있으며,       

신뢰가 매개되지 않은 몰입만으로도 기업 성과와 관계      

만족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파트너 기업에 대한 신뢰와 몰입이      

파트너쉽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Myhr(2001)     

연구결과와, 신뢰와 몰입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Redondo & Fierro, 2007; Yug et al.,       

2003)의 결과와, 신뢰와 몰입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ang & Lee, 2006; Sung &       

Oh, 2007)의 결과를 지지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패션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신뢰       

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인 특별 투자, 기회       

주의, 의사소통, 불확실성, 상호 의존성, 힘의 불균형,      

공유 가치 및 유연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하여 알아       

보고, 신뢰와 몰입이 기업 성과와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협력업체의 유연성과 공유 가치는 신뢰와 몰입 모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의 특별 투자와 의사소통은 신뢰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주의적 행동은 신뢰에     

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상호 의존성은 몰       

입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힘의 불균형      

과 협력업체의 불확실성은 몰입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뢰는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와 몰입 모두 기업 성과와 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     

다. 기업 간의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협력        

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신뢰하는데     

필수적이며 기업 간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므로 패션 기업에서는 우수한 협력업체를 양      

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비즈니스 목표나 관심사를 협력      

사에게 잘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 협력업체가 생산       

설비, 기술 개발, 또는 인적 관리 등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 주문에 있어서 안정성 있게 관리        

해 주어 협력업체의 자금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패션 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원활     

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보 통신 관련 인프라 구축도     

필요할 것이며,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상호 간     

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업체에서는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직 종사자들에 대한 인적 관     

리와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납기일의 정확한 준수를 위하여 낙후된 생산     

기기나 설비들을 새로운 기기들로 전환하여 생산의 효     

율성과 제품의 품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를 실행하거나 변수를 선정하는 과정     

에서의 다음의 몇 가지 한계점과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유발된 편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     

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패션 기업의 제품 생산과 관련한     

협력업체 중 제품의 임가공업체 또는 기획·생산업체     

(jobber)에 대한 신뢰와 몰입을 중심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패션 기업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그 외의 원단     

공급업체나 부자재업체는 제외되었으며 유통, 마케팅    

등과 관련된 협력업체 또한 배제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를 다른 업종의 협력업체와의 관계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배제된 협력업체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패션 기업의 협력업체     

에 대한 신뢰와 몰입에 대한 일방적인 측면에서의 접     

근만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입장에서 조사     

된 패션 기업에 대한 신뢰와 몰입의 선행변인이나 신     

뢰와 몰입이 관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     

보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 양방향 연구를 실시하여     

패션 기업의 입장과 협력업체의 입장을 비교·분석하     

면 그 결과를 효과적인 기업 간의 관계 마케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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