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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Dongdaemun Fashion District has been successfully positioned as the main hub for fashion 
product distribution in Korea since 1960 thanks to its unique and successful fashion merchandis-
ing system. This system enables the distributors to respond quickly to consumer need and inex-
pensive price. However, at the present time, Dongdaemun Fashion District has been facing seri-
ous challenges from new types of retail stores such as fast fashion brands like ZARA and online 
shopping malls. To achieve this result,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ata from 68 em-
ployees of wholesalers in the Dongdaemun Fashion District. They were required to answer ques-
tions regarding the marketing system supporting program, amenities like restrooms, and traffic 
congestion. For the case study, C.I.S, a successful global wholesale system in Italy,was selected. 
C.I.S has 130 offices offering professional services in the field of trade, legal and tax issues, and 
insurance. This study suggests cooperation among related wholesalers in order to make an area 
management plan in the Dongdaemun Fashion District. Also, for the wholesalers to build up 
product inform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for the Global marke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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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은 2011년 기준으로 142억불

규모로 전 세계 섬유류 수출의 2.0%를 점유하고 있

다. 이 중 섬유 수출은 124억불로 세계5위로 4.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류는 세계 19위 18억불로 0.4%

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류의 수입은 118억불

로 세계 6위의 수준으로 전 세계 섬유류 수입의

1.6%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의류 수입은 61억불로

1.4%의 점유율을 보인다. 이러한 국내 섬유산업의

산업비중은 10인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살펴 볼 때

국내 제조업을 기준으로 업체 수에서는 9.7%, 고용

인원수에서는 6.5%, 부가가치 측으로는 3.7%의 비중

을 갖는다. 그러나 섬유제품관련 산업 중 유통과 서

비스를 포함하고, 섬유류 제품제조업의 영세성을 고

려하여 1인 이상 업체수로 산정하면 제조업비중의

17.4%, 고용인원은 11.1%의 우리나라 산업에 매우

큰 영향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1) 이와 같

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의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4%로 매우 높은 반면에 세계시장의 점유

율은 4.2%로 나타나고 있음은 국내 섬유류 수출이

대표적 저 부가가지형의 제조 산업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특히 의류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세계 19위의

0.4% 점유율을 갖는 매우 부진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세아 상역, 한세실업과 같은 대규

모 벤더(Vendor)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패션산업은 유통을 중심으로 재편

되어 백화점 중심의 유통을 진행하는 수입브랜드 및

내셔널 브랜드 군과 백화점과 단독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저가 영 캐주얼 브랜드, 동대문과 남대문

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브랜드 그리고 시장브랜드의

대표적 고객인 개별 온라인 쇼핑몰이나 개인 매장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중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시장브랜드는 노동력기반의 영세한 제조업으로 인식

되는 매우 낙후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상품기획과

생산의 속도와 물량의 크기, 상시시장이라는 점 등은

매우 경쟁력 있는 제조업 시스템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패스트 패션 트랜드가 지속될 전망인

현 시점에서는 생산에 있어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가

지고 있는 동대문 시장의 경우 매우 경쟁력이 있는

패션산업시스템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대문패션시장에 대한 시장현황 및 생

산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현 동대문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

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동대문시장의 신속한 상품기

획력과 상품 생산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

의 모색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대문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되어

왔으며, 많은 제안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을 위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정부의 지원

책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자의 입장에서의 논의는 많

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대문 시장의 발전방안과 경

쟁력에 대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 동대문시장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시

장현황과 애로점, 국제적 도매시장으로 발전하기위한

제안을 알아보며, 대표적 의류제품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인 이탈리아의 도매시장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동대문 시장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한 발전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동대문 패션시장의 성장 배경 및 현황

동대문 시장은 1925년 개장한 이후 1960년대 화섬

생산과 함께 소규모 봉제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

면서 전국적 도매산지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60년

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동평화시장, 제일평화, 흥인,

남평화, 광희시장 등이 집중적으로 생겨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의류 도매 상권을 형성하였다. 1998년

이후 소매를 겸한 현대화된 두산타워, 밀리오레 등

대형도매상가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도매시장과 소매

와 도매를 겸한 쇼핑몰 기능의 이원화 된 형태로 변

모하면서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 선도적인

도/소매의류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 동대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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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타운은 1980년대 이후 남대문 시장과 함께 서울의

양대 패션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현

대식 시설을 갖춘 대형 상가가 설립되면서 전문적

패션상권으로 자리 잡았다. 동대문 패션시장의 규모

는 생산물량, 거래물량에 있어서 국내 뿐 아니라 세

계적으로도 최대의 상권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대

문시장의 경우 IMF 사태직후 밀리오레나 두타 등의

대형 상가가 들어서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아시아 지역의 패션쇼핑 메카로 주목 받기도 했다.3)

현재 동대문 패션시장은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

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평화’ ‘신평화’ ‘청평화’ ‘광희

패션몰’등의 전통 도매상권, ‘디자이너 클럽’ ‘U-us'

‘뉴 존’ 등의 현대식 신흥도매상권, ‘두타’ ‘밀리오레’

‘맥 스타일’ 등의 현대식 소매상권, 그리도 동대문 종

합상가 등의 전통적 원부 자재 상권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2) 동대문 패션시장의 상품기획과 생산시스템 및

유통구조에 관한연구

동대문에서는 기획, 생산, 판매의 모든 과정이 동

대문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주가 기획과 생산

판매를 모두 주체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음

으로서 신속한 일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동대문 시장의 생산시스

템은 유통 단계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중간마진을 줄여서 소매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

반응에 의한 신속한 생산 시스템으로 재품의 공급과

중단을 위한 의사결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므

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생산체제를 가질 수 있

었던 것도 큰 경쟁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응생산이 용이한 동대문 시장의 생산시스템은 현

대 패션시장의 중요 가치인 다품종 소량생산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다.4)

동대문 패션상품의 유통 과정은 도매와 소매 형태

로 이루어지는데, 옛 동대문 운동장 서쪽 지역은 소

매중심이고, 동쪽 지역은 U-US, 디자이너 클럽 등

도매중심의 밤 시장, 전통적인 도매시장인 제일평화,

청평화, 동평화시장은 낮 도매 상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도매상가에서 부분적으로 소매를 겸하

거나 소매매장에서 도매를 겸하는 등 혼합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매상가에서 도매상가의 의류를

구매하여 재판매하거나 도매상인이 소매 상가를 운

영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5) 동대문

시장의 패션상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울지역

소매상과 지방 소매상, 외국의 바이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며, 동대문 입점 상인의 거래처가 대다수 인터

넷 쇼핑몰의 상품이 동대문 상품으로 구성 될 정도

로 인터넷을 통한 판매세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민정 외6)의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도매시장으로의 특성으로 인하여 동대문 시장

의 기획과 판매는 일반 패션시장보다 조금 빠른 주

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가 입점 점주가 직접 쇼핑

몰을 운영하여 자신이 스스로 소매상인으로 나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재고의 소

진 면에서 매우 유익한 결과를 얻으므로 모든 상인

들이 쇼핑몰 운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동대문시장의 패션기업의 주요한

문제점은 국내 시장에서 자라나 H&M과 같은 글로

벌 SPA브랜드의 급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대문 시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빠른 상품회

전력과 좋은 품질의 값싼 제품이라고 할 수 있었으

나 글로벌 SPA브랜드들이 상품력과 글로벌브랜드전

략으로 급격히 동대문 패션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면

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동대문의 패

션업체에서도 자신들의 기술적 노하우를 살린 새로

운 마케팅전략으로 “브랜드전략”의 도입에 대한 투

자와 기획능력의 보강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 환경 하에 재편되고 있는 의류 패션

산업 내에서 동대문 시장 또한 가격경쟁력만을 내세

워서는 힘들어지고 있으므로 시장 트랜드에 맞는 상

품기획 능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점차 급

속하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반응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과 디자인 개발능력의 투자가 필요

해지고 있다고 하겠다.7)

홍병숙 외8)는 동대문 패션시장의 경우 디자인 개

발 시 제도권 브랜드나 동일업종 히트상품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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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하고 있어 상품의 디자인 차별성이 없고, 디자인

개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고 동대문

시장에서는 유행상품의 개발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시스템에서 벗어난 전문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디자

이너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서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

들이 동대문 시장의 주요 거래 선이며, 판매처로 대

두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많은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과 함께 제품의 차별화는 더욱 큰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대문시장의 시스템에 관한연구는 ‘동대문의 패

션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9), ‘동대문 소

매상권의 재활성화를 위한 연구10)’, ‘동대문시장의 구

매자-공급자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11)’, ‘동대문 패

션시장의 구조적 특성분석을 통한 유통 활성화 정책

연구12)’등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모두 동

대문시장의 현황 또는 구조적 특징의 분석에 그치고

있고, 동대문시장을 생산시스템으로 하는 글로벌 마

케팅연구에 대하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시장진출

에 관한연구도 국내 패션브랜드의 해외시장진출에

대한 사례연구 중심의 연구가 있다.

추호정13)은 동대문시장의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특

성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 패션점포들은 공급자

와 비공식적이고 빈번한 의사교환에 바탕을 둔 대체

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거

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특

정업체와의 평균적인 거래기간은 1-3년 정도로 짧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는 공

급자의 기업가정신은 동대문시장의 경우 적용하기

어렵고, 시장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동대문시장의 거래관계의 유지는 경쟁력 있는

공급자, 또는 구매력 있는 거래선 중심 즉 구매경쟁

력 중심의 시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동대문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제품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패션산업과 중국패션산업의 경쟁력비교연구에

서 손미영 외14)는 한국 패션산업은 1960년대 후반부

터 선진국으로의 수출을 시작하여 축적된 기업 활동

으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생산비용의 증가로 기본 수요

조건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국내 생산을 통한 수요조

건의 악화를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극복하였으나 현재는 중국과 한국 패

션산업의 경쟁력 비교에서 중국패션산업의 세계화지

수가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초기 동대문 시장의 점주들은 직접 공장을 경영하

고, 도매 또는 소매유통을 직접 시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동대문시장의 경우는 인근에 종

합원부자재시장이 있으며,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소

규모 봉제업체에서 생산을 하므로 ‘원스톱’생산체제

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동대문시장의 가장 큰 특

성인 반응생산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고, 24시간 이내

재생산이라는 신화적인 시스템도 가질 수 있었다. 동

대문시장의 상인들은 그날 기획한 제품의 판매추이

를 현장에서 파악하여 즉시 주문하는 시스템을 추구

하므로 재고의 리스크를 가지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

였다. 이는 오늘날 자라, 유니클로, H&M등의 패스

트 패션기업이 추구하는 단 사이클의 기획생산을 우

리나라의 경우 동대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오래전

에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대문 시장의

생산시스템은 35,000개의 소규모 개별업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자연발생적인 산업단지로 단일 구성체인

글로벌 패스트 패션기업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브랜드전략과 상품의 기획과 생산, 홍보 등

의 마케팅시스템을 구성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동대문 시장의

현 문제점 및 이를 타계하기 위한 동대문 지역 생산

시스템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대문 도매시장의 업체들이 갖는

애로점에 대한 조사와 해외 도매시장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글로벌 도매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정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동대문 패션시장의 현황분

석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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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전략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동대문 패션도매시장의 현황과 문제

점에 대한 동대문 도매 업체들의 인

식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동대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 지원책과 그 효율성에 대한 동대

문 도매업체들의 인식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이탈리아의 전문 패션도매시장 시스

템 사례를 통한 도매 의류시장의 글

로벌 마케팅전략을 제안한다.

본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동

대문 패션시장의 현황 및 구조를 살펴본 뒤 각 상가

의 현황 파악을 위한 직접 방문조사와 입점업체 대

표 또는 종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가격, 생산 시

스템, 기획 및 디자인 시스템 등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글로벌 마케팅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해외 의류도

매시장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동대문 시장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찾아보았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1차 문헌중심의 동

대문시장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과 매장방문을 통한

업체 담당자와 간접인터뷰방식으로 상권별 현황파악

을 실행하였으며, 이후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리된 질

문지에 응답하는 형식의 설문지법을 통한 2차 자료

조사로 업체현황에 대한 5문항, 주요고객에 관한 3문

항, 생산 처 등 거래업체에 관한 4문항, 현 시장상황

에서의 애로점 5문항,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하여 자유 구술방식으로 응답하

게 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12년 10월~12월 45개 업체를

매장방문을 통한 동대문 시장주변 환경 분석 및 입

고주기와 생산지에 대한 질문, 상품 및 가격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2차 업체에 대한 직접조사는 조사대상

7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10월 10부터 11월 8일

까지 업체별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한 68개를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1) 동대문 패션도매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동대문 도매 업체들의 인식

(1) 동대문 패션시장의 상권 현황 분석 및 1차

조사 결과

1차 예비조사는 매장의 현황과 상권 분석을 위한

상가 방문을 통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업체

직원과의 자유 구술 방식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이

해와 가격, 유통 현황, 상가의 특성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대상 업체의 조사 결과는 <표 1>과 같으

며 총 45개 매장으로 제일평화 7개(16%), 유어스 9

개(20%), 디자이너클럽 4개(9%) 디오트 7개(16%),

동평화 9개(20%), 광희패션몰 2층 4개(9%), 테크노

상가 5개(11%)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의 입고 주기,

주요 상품가격, 주요 생산지, 도매가능 단위 등에 대

한 매장 직원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평균 상품입고주기는 21개(47%) 업체가

주 1회라고 응답하였으며, 주 2회의 경우는 4개(9%)

업체, 2주에 1회~2회는 20개(44%) 업체로 신상품이

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이점은 제일평화, 유

어스, 디자이너 클럽 등 신흥 도매시장에 주 1회 신

상품 출시하는 매장이 디오트, 동평화 등 전통 도매

시장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신상품의 출고 시

기는 시즌에 따라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생산 처 현황에서는 14개(31%) 업체가 성북동,

회현동, 신당동 등의 동대문 주변의 소규모 공장을

활용하여 전량 국내생산을 하고 있으며, 4개(9%) 업

체는 국내생산과 중국생산을 9:1로 국내생산 중심으

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17개(38%) 업체는 전량 중

국 수입을 하고 있고, 5개(11%) 업체가 국내 생산과

중국생산을 병행하는데 그 비율은 2:8 정도로 중국

생산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전량 홍콩 수입업

체가 3개, 국내생산과 홍콩 수입을 7:3 비율로 유지

하는 업체도 2개 있었다. 생산 처 현황의 특이점을

살펴보면 국내생산중심의 기업은 주로 신흥 도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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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목 내용 분포업체 수 (n=45) 빈도 (%)

소속매장

신흥도매시장

제일평화 7 15

유어스 9 20

디자이너클럽 4 9

전통도매시장

디오트 7 16

동평화 9 20

광희패션몰 4 9

테크노상가 5 11

신상품 입고주기

주 1회 21 47

주 2회 4 9

2주 1~2회 20 44

생산처

국내생산 100% 14 31

국내 90%, 중국 10% 4 9

중국생산 100% 17 38

국내 20%, 중국 80% 5 11

홍콩수입 100% 3 6

국내 70%, 홍콩 30% 2 5

도매판매

가능수량

1 디자인 컬러별 5장 22 49

1 디자인 컬러별 1장 17 38

3 디자인 컬러별 1장 1 2

재고상황에 따라 유동적 5 11

<표 1> 1차 동대문 패션시장 현황조사 결과

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통 도매상권의 경우 국내

생산보다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도매 판매가능 수량의 경우는 22개(49%)의 업체

가 한 가지 디자인에서 컬러별 5장 이상 구매해야

도매가 가능하며, 17개(38%) 업체가 한 가지 디자인

에 컬러별 1장, 1개(2%) 업체가 세 가지 디자인에

컬러별 1장, 4개(9%) 업체에서는 재고상황에 따라

기준은 달라진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도 상권별 차이

가 나타나는데, 전통도매시장의 경우 도매가능 최저

수량이 매우 높았으며 신흥도매시장에서 좀 더 유동

적이었다. 이러한 도매판매수량의 차이는 상품의 가

격구조를 보면 이해 할 수 있는데, 상권별 가격구조

를 살펴보면 상권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신흥도매상권의 경우 평균가격은 외투 60,000~

148,000원, 자켓 47,000~78,000원, 가디건 30,000~

70,000원, 원피스 드레스 35,000~70,000원, 티셔츠 15,000~

32,000원, 팬츠 20,000~60,000원, 스커트 40,000~

60,000원이었으며, 동평화 등 전통도매시장의 경우

외투 10,000~39,000원, 자켓 15,000~29,000원, 가디건

4,000~15,000원, 원피스 드레스 10,000~24,000원, 티

셔츠 2,000~14,000원, 팬츠 3,500~35,000원, 스커트

3,500~15,000원으로 중간가격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신흥 도매 상권에 비해 평균 60~70%의 매우 낮은

가격대를 구성하고 있다.

업체에서 느끼는 애로점에 “전문 인력 부족”, “경

기하락으로 인한 매출저하”, “시설의 노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 “디자인 고유성 상

실”, “브랜드의 필요” 등이 나타났으며, 국내 생산인

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동대문도매시장에서도 중국

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중국 생산의 경우 최소수량의 단위가 크

고 동대문 시장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빠른 반응

생산을 할 수 없어 대량 물량을 기획생산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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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목 분류 내용 분포 업체 수 (n=68) 빈도(%)

응답자 성별
여 66 97

남 2 3

응답자 연령

20대 16 23.5

30대 29 42.6

40대 22 32.4

50대 1 1.5

응답자 직무

사업주 23 33.8

디자이너 3 4.4

정규직 판매담당 42 61.8

응답자 학력
고등학교 졸업 43 63.2

대학교 졸업 25 36.8

응답자의

종사기간

1년 이하 2 3

3년이하 17 25

3-5년이하 26 38

5-10년이하 15 22

10년이상 8 12

<표 2> 2차 조사대상자 인구 통계적 특성

는 상황으로 시장조사와 상품기획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었다. 하지만 동대문

시장의 인력구조는 상품을 기획하거나 디자인하는

인력도 매장 근무를 병행해야하는 상황의 소규모업

체가 많은 까닭에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해결 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남아 있다.

(2) 동대문 패션시장의 업체현황분석

동대문 패션시장의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

성은 <표 2>와 같다.

2차 조사는 각 상가별로 약 10여개의 업체를 임의

적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활용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응답대상자의 성별은 66명(97%)가 여

성이었으며, 남성은 2명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20

대가 16명(23.5%), 30대 29명(42.6%), 40대 22명

(32.4%)로 30대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직무

분야는 사업주가 23명(33.8%), 디자이너 3명(4.4%),

정규직 판매 담당(61.8%)이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 43인(63.2%), 대졸 25인(36.8%)로 나타났으며,

종사기간은 1년 이하 2명(3%), 3년 이하 17명(25%),

5년 이하 26명(38%), 10년 이하 15명(22%), 10년

이상 8명(12%)의 분포로 5년에서 10년의 숙련된 종

사자가 많았다.

조사대상 업체의 분포는 전통 도매상권인 디오트

12개(18%) 업체, 청평화 10개(15%) 업체, 테크노상

가 7개(10%) 업체, 광희패션몰 5개(7%) 업체였으며

신흥도매상권인 APM 12개(18%) 업체, 누존 11개

(16%) 업체, 유어스 6개(9%) 업체, 디자이너스 클

럽 5개(7%) 업체로 전통 도매 상권과 신흥 도매상

권의 비율이 50%씩 분포하였다. 조사대상 업체의 현

황은 <표 3>과 같다.

조사대상 업체의 1일 평균 매출은 100만원 미만은

9개(13.0%), 200만원 미만 30개 업체(44%), 300만원

미만은 25개 업체(37%), 400만원 미만 업체는 2개

(3%), 400만원 이상업체는 2개(3%)로 대부분은 100

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일 매출을 나타내고 있

었다. 조사대상 업체의 인력구조는 1인사업자가 3업

체(4.4%), 2인 구조업체는 16업체(26.5%), 3인 구조

업체 26업체(38.2%), 4인 구조업체 13업체(19.1%), 5

인 구조업체 7업체(10.3%)로 2-3인 구조의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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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목 분류 내용 분포 업체수 (n=68) 빈도(%)

소속매장

신흥도매상가

APM 12 18

뉴존 11 16

유어스 6 9

디자이너클럽 5 7

전통도매상가

디오트 12 18

청평화 10 15

테크노상가 7 10

광희패션몰 5 7

업체 매출

100만원이하 9 13

200만원이하 30 44

300만원이하 25 37

400만원이하 2 3

400만원이상 2 3

종업원수

1인 3 4.4

2인 18 26.5

3인 26 38.2

4인 13 19.1

5인 7 10.3

무응답 1 1.5

주요생산품

여성복(부인복) 12 17.6

여성복(캐릭터) 4 5.9

캐주얼 의류 52 76.5

매장 수

1개 28 41.2

2개 18 26.5

3개 17 25.

4개 이상 4 5.9

무응답 1 1.5

영업기간

(업체경력)

1년이하 2 3

1년이상-3년이하 13 19.1

3년이상-5년미만 11 16.2

5년이상-10년미만 15 22.1

10년이상-20년미만 24 35

20년이상 2 3

무응답 1 1.5

주요고객

인터넷 쇼핑몰 23 25.3

로드샵 50 55

도매업체 6 6.5

대형소매 쇼핑몰사업자 12 13.2

주별 입고신상품

수

2-3스타일 23 33.8

3-5스타일 30 44.1

5-10스타일 13 19.1

무응답 2 3

생산처

국내생산(동대문지역) 28 41

국내생산(지방) 22 32.5

국내생산(동대문과 지방) 17 25

무응답 1 1.5

현재 수출지역

중국 16 23.5

일본 1 1.5

유럽 2 3

동남아 2 3

<표 3> 조사대상 업체의 현황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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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47 69

수출 희망지역

중국 17 25.0

일본 12 17.6

동남아 7 10.3

러시아 1 1.5

유럽 및 기타 4 5.9

무응답 27 39.7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은 여성 부인복

12업체(17.6%), 캐릭터 여성복 4업체(5.9%), 캐릭터

캐주얼55업체(82%)로 캐주얼 중심의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운영 중인 매장의 수가 1개인 업체는 28업체

(41.2%), 2개인 경우는 18업체(26.5%), 3개인 경우

17업체(25.0%), 4개 이상인 경우는 4업체(5.9%)로

대부분 1개의 단독매장을 운영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주요 고객은 인터넷 쇼핑몰과 로드 샵, 도매업체, 대

형 쇼핑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제품의 출시는 주당 2-3스타일을 출시하는 경우

가 23개(33.8%) 업체, 3-5개 스타일이 30개(44.1%)

업체, 5-10개의 경우는 13개(19.1%) 업체로 대체적

으로 주당 3-10개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있었다.

주요 생산 처는 국내생산으로 동대문근교에서 생산

하는 업체가 28개 업체(41%), 동대문과 국내지방 생

산 업체가 17개 업체(25%), 동대문을 제외한 국내지

방생산이 22개 업체(32.5%)로 주로 동대문과 서울지

역, 지방 등 국내의 생산 처를 가지고 있었다.

수출에 있어서는 69.1%인 47개 업체가 수출은 하

고 있지 않으며, 중국에 16개 업체(23.5%), 동남아 2

개 업체(2.9%), 유럽 2개 업체(2.9%)로 수출에 있어

서는 대체로 미진한 현상이다. 이중 수출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17개 업체(39.1%)로 나타났으며, 수출

희망지역은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의 순으로 희망

하고 있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 동대문 패션시장의 특성은 2-3

인의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주의 직접운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대문 인근과 서울 근교의

생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당 5-10개의 새로운 제품

을 출시하는 기동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

된다. 1차와 2차 조사의 시기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동대문 패션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없었으며, 새로운

상품의 출시와 생산시스템에 있어서도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단, 1차 조사에서 23개의 업체가 중

국에서 생산을 하였다고 했으나 2013년에는 해외생

산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업

체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동대문에서 중국생산을 하

는 기업은 저가 판매를 하는 전통 도매시장을 중심

으로 나타났는데, 신흥 도매시장의 경우는 홍콩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15)에

서 조사한 2012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한국을 여

행지로 선택한 이유로 66%의 관광객이 쇼핑을 선택

하였으며 한국의 활동 중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역

시 쇼핑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쇼핑장소로는 41.8%

가 명동을 28.3%가 동대문시장을 선택하였다. 즉 쇼

핑의 장소가 동대문 도매시장이 아닌 소매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대

만, 일본 등 방한 외국인에게 알려진 동대문시장의

브랜드 이미지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 시장

의 진출의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2) 동대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책과 그 효율성에 대한 동대문 도매업체들의

인식

동대문시장의 문제점 및 정부의 동대문 활성화 정

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개상 업체의 응답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동대문 패션시장의 문제점에 대

해서는 인건비문제 25개(36.7%) 업체, 전문가 기술

자의 부재 문제 17개(25.4%) 업체, 품질문제 11개

(16%)업체, 설비노후 문제 3개(5%) 업체가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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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목 분류 내용 분포 업체수 (n=68) 빈도 (%)

문제점인식

인건비문제 25 36.8

품질문제 11 16.2

시설의 노후 4 6

전문기술자의 부재 17 25.0

무응답 11 16.2

체감경기

매우 나쁘다 10 14.7

나쁘다 34 50.0

평소와 같다 22 32.4

좋은 편이다 0 0

매우 좋다 0 0

무응답 2 2.9

정부지원책의 시급성

기술개발지원 3 4.4

편의 시설확충지원 19 27.9

전문인력 양성지원 5 7.4

마케팅지원 39 57.4

무응답 2 2.9

서울시의 동대문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참여해 보았다 0 0

잘 알고 있다 0 0

들은 적 있다 10 14.7

알지만 관심 없다 8 11.8

전혀 모른다 49 72.1

무응답 1 1.5

동대문 디자인프라자(DDP)에

대한 인식

매우 관심있다 0 0

잘 알고 있다 0 0

들은 적 있다 6 8.8

알지만 관심없다 12 17.6

전혀 모른다 48 70.6

무응답 2 2.9

<표 4> 동대문 시장의 현 당면 문제에 대한 인식

와 인력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상태로 여러 선행연

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변화되어진

부분은 품질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설비의

노후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5%만으로 나타남으로

과거의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동대문 시장의 체감경기는 대부분

의 응답자가 나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근원에 대하

여 <표 5>와 같이 생산 공급자의 입장에서 “경쟁구

도가 치열해 지고 있다”, “포화된 유통시스템의 문

제”, “경쟁은 많고 비용과 인원은 없다” “ 너무 바쁘

다”, “동대문의 제품이 획일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

다”, "일정하지 않은 생산비”, “복잡한 유통망” 등이

있었다. 또한 스스로를 판단 할 때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동대문시장이 불친절하고 교통이나 편의 시설

이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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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패션도매시장의 문제인식 동대문 패션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너무 바쁘다. 생산성 저하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불친절

-일정하지 않은 생산비

-유통망, 포화된 유통시스템의 문제

-경쟁구도가 치열해 지고 있다

-경쟁은 많고 비용과 인원은 없다

- 같은 품목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것 (덤핑방지)

- 세금에 대한 지원

- 노점상의 활성화

-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확충

- 외부 표지판의 정비

- 교통 혼잡의 완화

- 수도권과 지방 유통의 연계

<표 5> 동대문 패션도매시장의 문제인식 및 활성화 제안

있다.

동대문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제에 대

하여는 마케팅지원(56.5%), 편의시설의 확충(27.5%),

전문 인력 양성(7.2%)로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으로

마케팅의 지원과 편의시설의 확충에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추진하였던 동대문 시장

활성화정책 중 하나인 “서울 패션디자인 센터” 등

현재까지의 동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

업에 대하여는 참여해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

답은 없었으며, 49개(72%) 업체에서 ‘전혀 모른다’고

했고, 나머지 응답 업체들은 들은 적이 있거나 알지

만 관심 없는 경우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가장 시

급한 문제로 인식하는 정부지원정책이 기존에 시행

되었음에도 5년 이상 20년이 넘은 업체 경력을 갖는

동대문의 업체에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큰 문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서

울시에서 동대문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

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Dongdeamun Design

Plaza) 설립에 관하여도 49개(70%) 업체의 응답이

‘전혀 모른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대문 시장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업체들에게

별 다른 실효성이나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업체 입장에서 자유기재로 나타난 스스

로의 문제점과 활성화 제안은 <표 5>와 같다. 업체에

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동대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 부분으로 “같은 품목의 가격 차이

를 줄이는 것” 즉 품목별 가격차이가 심하여 자체경

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격경쟁은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나 덤핑이나 품질

저하가 동반되는 비정상적인 가격경쟁은 심화될수록

시장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상인들

간의 출혈적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격

경쟁에 대한 어느 정도 덤핑방지와 같은 자체적인

정화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 밖에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으로 조사 대상 업체

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지원”, “ 노점상의 활성화”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의 확충” “외부 표지판의 정비” “교통 혼잡의 완화”

“수도권과 지방 유통의 연계” 등이 나타났다. 이중 가

장 많은 부분은 세금의 축소 또는 세제 혜택을 말하

고 있으나 이 부분 또한 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기반

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업체 스스로의 노력

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의

시설의 확충과 외부 표지판의 정비, 수도권과 지방 유

통의 연계 등은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며, 시

급한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 진다.

이에 대한 현재 실행 중인 동대문 패션시장 활성

화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은 2011년 5월 11일 문화부

와 지식경제부, 서울시는 제 1회 패션산업 정책 협의

회를 통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패션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 중 동대문의 세계

패션메카로의 육성에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 포함되

어 있고, 실질적인 실행방안으로 “동대문 지식기반집

적지구 추진”, “디자인-생산-유통의 완결형 패션집적

지로 육성” 및 지경부의 “패션브랜드기업과 봉제업

체간 일감연결 등 상호협력 도모”를 목표로 하며, 이

중 서울시는 동대문 지역 상권의 확대를 통한 디자

인 패션도시로의 패션산업 육성정책은 동대문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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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DDP) 건립 후 다양한 패션행사를 D.D.P. 및

그 주변지역 유치를 통한 활용 확대를 하는 안으로

만들어졌다.16) 이와 같은 목적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

인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패션도시로의 목표

설정과 실행방안에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동대문

시장 입주 상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

되어야 마땅하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 대한 동대

문 패션시장의 조사 대상 업체의 반응은 72%(59개

업체)가 관심이 없거나 별다른 기대를 안 하고 있으

며, 동대문 시장의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사결과 2014년 개관을 앞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대한 응답자의 19명(28%)이 도움

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17명(25%)이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대외적으로 홍보적인 부분에서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동대문을 대외적으로 유명하게 할 것이다”

“럭셔리 브랜드와 일반보세 옷은 상관관계가 없을
듯하다”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지 개선효과 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에서 효과

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줬
으면...”
“좋은 영향...크게 피부로 와 닿지 않음..”

“활성화 될 수 도 있다....”

등으로 많은 부분의 우려가 있지만, 업체의 입장에서

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이 상인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동대문 패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방안은 대단위 봉제 의류, 유통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설패션제품 도매시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이탈리아 CIS 시장의 사례분석을 통

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해외시장의 의류제품 도매시장의 구조 및 지

원시스템 사례를 통한 동대문 패션시장의 글

로벌 마케팅 전략 제안

1986년 세워진 유럽의 최대 패션 생활제품 도매시

장인 B2B 유통단지 CIS(Centro Ingrosso Sviluppo)

는 이탈리아 중남부 도시인 나폴리에서 20Km 지역

인 노라(Nola)에 세워진 식품을 제외한 상설패션 생

활제품 도매시장으로 전체 면적은 약 5,000,000평방

미터에 생활용품을 비롯한 물류 시스템, 편의시설을

가진 패션생활제품의 B2B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산

업지구이다. 패션생활 제품 상가는 1,000,000 평방미

터의 대지에 8개 동으로 만들어진 유럽 최대의 생산

유통 도매상가로 취급 품목은 의류를 포함하여 약

325개의 패션 생활제품 제조 도매 기업의 판매를 위

한 쇼룸과 인접한 나폴리 섬유 봉제 산업단지와 연

결된 구조로 이탈리아 중남부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

를 기반으로 Made in Italy의 고품질의 중저가 제품

을 생산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CIS는 거래되는 제품의 직접 수출을 위한 세

관과 물류시스템을 관리하는 산업단지로 이탈리아의

18번째 수출 경제자유구역인 인터포르토 캄파노

(Interporto Compano)가 있다.17) 인터포르토 캄파노

는 수출입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개의 기업

이 상주하여 CIS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수출입에 대

한 행정적 업무와 기술적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물

류단지로 3,000,000 평방미터에 달하는 창고 시스템

과 자체적인 철도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유럽 전역의

35개 도시로 직접 운송하는 ISC(Interporto Servizi

Cargo)개별 철도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CIS

산업 지역안에 제품의 원부자재의 수급과 디자인 지

원 등 제조를 위한 지원시설 뿐 아니라 수출 업무를

위한 세관은 물론 5개의 은행, 투자 상담회사, 세무

사, 개별 운송회사, 도매상인, 법무사,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 입주업체와 방문자를 위한 비즈니스 편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1000여개의 개별회사에

서 약 9000여명의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뿐 아니라 프랑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지역, 중동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담당자가 일평균 20,000명

선으로 방문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벨기에의 특별

한 관심을 받고 있는 관계로 북유럽시장의 진출을

위한 이탈리아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18)

이러한 CIS 산업단지의 도매시장 지원시스템을 통해

도매시장 방문고객은 입주기업에 관한 정보를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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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시스템 물류시스템

- 입주 기업을 위한 트랜드 및 디자인 지원 시스템과

입주 업체의 상품 정보 및 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이다.

- www.cisnet.it/

- 이탈리아 주요 자유경제구역 중 하나인 Nola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 시스템과 자체 세관, 무역회사,

운송회사, 항만, 철도 연계서비스 등의 운영으로 새로운

물류 중심 산업단지로 부상 중이다.

- www.interportocampano.it/

<표 6> 이탈리아 CIS의 기업지원 시스템 참고자료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상품에 대

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고객에 제공되는 정

보는 제품의 종류와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매장

위치 등으로 고객이 기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은 단지 안에 불카노 부오노

(Vucanobuono) 라는 쇼핑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데,

유명한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불카노 부오노

는 중앙의 160미터의 원을 중심으로 베수비오 화산

의 모양으로 40미터 높이로 지어졌으며, 160여개의

자라, 게스, 프레나탈, 페라리 등 국내외 패션상점이

들어서 있는 이탈리아 최대의 쇼핑센터로 9개 상영

관을 갖춘 영화관, 4성급 호텔, 슈퍼마켓, 피트니스

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자연 발생적인 상권의 형성이 아

닌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업단지의 역할을 하고 복잡

한 도심이 아닌 시외에 넓은 부지에서 편리한 교통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입주상인 등록 시스템

이나 호텔, 항만, 항공과 연결하는 교통망과 같은 수

출을 위한 바이어의 편의시설지원, 판매원 양성을 위

한 교육시스템, 제품의 정보를 관리하여 발신하는 홍

보시스템 등은 입주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전략

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9)

이상과 같이 살펴본 CIS의 성공요인은 B2B 비즈

니스 산업단지로서 갖추어야하는 기업지원시스템과

고객 편의 시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두드러져 보인

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동대문 도매시장의 경

우는 CIS의 인공적인 산업단지 조성과는 다르게 자

연발생적으로 이미 국제적 소비 도시인 서울시의 중

심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

러나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국제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성장하기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마케팅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CIS에

서와 같이 체계적인 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면 동대문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도매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음 <그림

1>과 같이 동대문 업주 자체적인 협의회의 구성과

Buying & Press Office의 설치를 제안한다. 기존의

업체 중심의 협의회가 아닌 등록된 상품 중심의 자

체적인 협의회구성으로 소매업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는 Buying & Press Office를 구성하고 물

류와 정보, 경영, 생산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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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글로벌 마케팅 지원시스템제안

4. 결론
그동안 동대문 패션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제

안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체계적 지원체제이다. 현재까지 동

대문 패션시장의 활성화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점의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의 제안들은 동대문

시장의 현실성과는 매우 상반된 의견일 수 있으며,

실효성 면에서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인들의 호

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에서 지원하

는 동대문 관광특구사업, 서울 패션 센터 등은 디자

인 중심의 지원체제로 마케팅지원이 결여되는 경우

가 많아 실질적으로 동대문 패션시장의 활성화를 도

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소규모 영세 상인

들이 중심인 동대문 패션시장에서 교육에 의한 프로

그램의 개발이나, 지원시스템을 가지기에는 매우 힘

든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대문 패션시장은 주 평균 3-5스타일의 매

우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상품회전율이 매우 높은

매장을 중심으로 약 37개의 대형 상가에 35,000개 이

상의 업체가 상주하는 대단위 전문 유통단지이다. 이

는 현대 유통산업에서 가장 활발하고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패스트 패션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매

우 높은 가능성 있는 도매시장으로 자리 매김 되었

다. 그러나 입주 업체의 자체적인 문제점의 분석은

인건비의 상승문제, 유통의 포화 상태, 제품의 다양

성 문제, 전문가와 기술자의 부재, 가격 경쟁 과열에

의한 제품의 품질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동대문 패션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생각하

고 있다.

둘째, 동대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은 실효성에서 매우 신뢰

를 잃은 면이 있으며, 입주업체에서 바라는 현실적인

지원정책은 동대문 도매시장의 마케팅전략의 지원,

편의 시설의 확충으로 기반 되는 시장 활성화에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되

었듯이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정책은 1회성 이벤트

프로젝트와 대형 건축 프로젝트와 같은 구조적 개선

책이 전부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정책인 마케팅

지원정책이나 교통 및 물류, 편의시설에 관한 정책은

도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이탈리아 패션생활제품 도매시장인 CIS의

경우 도매시장, 수출입을 위한 행정 및 홍보지원 시

스템, 교통물류시스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리테일

시스템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B2B 비즈니스의 성

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동대문과 비교하

여 볼 때, 동대문 시장의 가능성은 효율적인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최대의 매우 가능성 있

는 도매상권의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른 현 동대문 시장의

생산시스템을 활용한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방향모색

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케팅 지원시스템의

구축으로 우선은 기업의 개별 특성조사를 포함한 현

황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약 35,000여

개의 업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그들

의 주요 아이템이나 특성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

으므로 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마케팅역

량이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 경우 상가

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가 안에서의 업체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과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과당경쟁의

해소와 전문적 마케팅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는 상

가별 전략의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통합적인 물류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업체

조사에서 지적되었던 수도권과 지방의 연결 교통문

제와 중국 등 한류바람이 있는 동남아의 소매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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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결을 위한 물류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까지는 개별상인의 몫이었던 물류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좀 더 효율적인 도매 시스템으로 전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전문적인 동대문 상가 가이드와 물류지원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구매자 중심의 인포

메이션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 대상 업체가 상가별 소

수의 임의 선택한 업체의 종사자로 모든 동대문 도

매시장의 업체를 대표 할 수 없다는 점이며, 인위적

으로 형성된 이탈리아의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자연

발생된 동대문의 현황을 대입시키는 부분이 상호 효

과에 있어 미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

시점의 동대문 상권의 문제해결을 위한 입주 상인들

의 인식조사와 해외 성공사례연구를 통한 발전 방안

의 모색에 있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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