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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위기의 원인을 포착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그 공간적 범위

를 획정하고 가치사슬 및 생산네트워크의 형태, 집적지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공간

적 범위는 동대문시장의 확장과 생산 배후지역의 확산을 통해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동

북부지역에 넓게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대문 패션산업에서는 임가공방식의 생산방식을 채택하여 가치사슬

의 각 단계가 발주업체인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생산네트워크는 방사형 네트워크 

형태로, 생산네트워크 간의 경쟁관계와 이를 반영한 생산 과정을 통해 개별 수준의 방사형 네트워크 특성이 전체적으

로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는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바라본 기존 연구 결과와 달

리 생산네트워크의 형태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분절된 산업집적지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동대문 패션산

업 집적지의 위기는 수요 감소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방사형 네트워크의 위상구조적 문제이자 내재적 문제로 해결 

방향도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서울시의 동대문 패션산업 연구 의 한계나 오류를 일정 부분 극복

함과 동시에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집적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산업집적지 연구를 확대시켰다는 데 의의

가 있다.

주요어: 동대문 패션산업, 동대문시장, 동대문 생산 배후지역, 구매자 주도 사슬, 방사형 네트워크, 분절된 산업집적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ongdaemun fashion industry once thrived in Seoul, now in a rapid 
decline. For this purpose, three research themes are put forward. That is, to fix the boundary of Dongdaemun 
fashion indust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ts value chain, production network and industrial agglo- 
meration, and to search for the cause of its decline and to suggest political solutions against it. The following 
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ly, Dongdaemun fashion industry has spreaded out over the last six decades 
and now its boundary can be marked within a radius of 10 kilometers of Dongdaemun Market in north- 
eastern Seoul. Secondly, Dongdaemun fashion industry has a buyer-driven chain and star production network, 
and therefore can be assumed that it is spatially segmented industrial agglomeration. Lastly, its rapid declin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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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도시의 경제 변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도시의 성장

과 쇠퇴가 빈번하게 관찰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도시의 

경제적 생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시의 산업과 그 

산업집적지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

며, 도심 쇠퇴지역의 도시 기능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

는 도시재생이 학술적․정책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과거 도심지역에 집적하여 생산기능을 

수행하며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도심부 제조업’

(강우원, 1996), ‘도시형 제조업’(심소희·구자훈, 2017), 

‘도심부 소규모사업장’(강현수, 1998; 김용창, 1997, 1998)

이나 ‘도심부 시장을 기반으로 한 생산지역’(김용창·이후

빈, 2012; 김용창 외, 2013)의 쇠퇴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

다. 대표적으로 한때는 ‘불이 꺼지지 않는’(서울역사박물

관 조사연구과, 2011) 생산지역으로 각광을 받았던 동대

문 패션산업 집적지가 현재 급속한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1)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중

국산 저가의류의 시장 범람, 해외 및 국내 패스트 패션2) 

브랜드의 시장 진출,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등 산업 내․외
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장경기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

는 대안 부족으로 점차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이 감소되는 

등 동대문 패션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 결과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생산 기반 붕괴 위험까

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문 상가뿐만 아니라 대표

적인 원부자재 전문상가인 동대문 종합시장의 공실이 급

증하며 일부 동대문 상가 고층부에서 숙박업소로의 공간 

전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3)은 동대문 패션산업의 이러한 

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산업, 문화가 결합된 ‘도시

문화산업’을 바라보는 경제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 제조

업이자 광의의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산업, 특히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를 선정하였다. 우선 동대문 패션

산업 집적지의 지역적 범위를 살펴보고 그 생산네트워크

의 형태 및 거버넌스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서울시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쇠퇴의 징

후를 설명함과 동시에 도시산업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라는 연구대상의 고유한 특성

상 본 연구는 탐색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가정 

설정을 위한 문헌연구와 함께 심층인터뷰를 이용한 질적 

자료의 수집이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이유는 

동대문 패션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

지 않는 상황에서4)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생산 배후지

역과 생산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뷰 조사에서 도출된 핵심 쟁점들은 추후에 수행

된 설문조사의 정량적․정성적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유용

하게 활용되었다.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수행된 인터

뷰는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를 구성하고 있는 동대문시장 

directly from the shrink of market demand on Dondaemun fashion, and inherently in the topological 
structure of its star production network. Thus the feasible political solutions can be found in that 
direction. Consequently, these results have academic implications for clearing up some previous studies’ 
misunderstandings and getting over one of the long-criticized research biases that pervades in industrial 
agglomeration theory, primarily focusing on the successful regions.

Key Words : Dongdaemun fashion industry, Dongdaemun Market, production area for Dondaemun 
fashion, buyer-driven chain, star production network, segmented industrial agglom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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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패션점포를 운영하는 도매업체 및 디자이너와 이들의 

발주에 따라 의류 제작에 참여하게 되는 패턴실, 샘플실, 

원부자재업체, 봉제업체, 나염업체, 자주업체, 마무리업체, 

포장업체 등 소규모 의류 공장주 등 21명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업계 경력 최소 10년 이상으로 40

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패션 아이템별로 관련 

업체의 선정 이유 혹은 평가 기준, 업체의 입지, 업체를 네

트워킹하는 방식․기간을 먼저 파악한 후, 한 아이템의 공정

라인에 네트워킹된 관련 업체들 간의 관계, 인접한 경쟁업

체들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생

산 배후지역에 대한 관련자 인식 등에 관해 반구조화된 질

문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응답

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되어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인터뷰 조사에서 도출된 핵심 쟁점들로 설문조사 문항

을 만들고, 인터뷰 조사와는 별도의 동대문시장 도매업체 

및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대문 도

매시장별로 도매업체 및 디자이너 2∼5인씩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57명으로 모든 인원에 대해 아이

패드를 활용한 전자적인 설문조사 시스템이 이용되었다.

2. 문헌연구

생산을 둘러싼 사슬 개념(Chain-like concept)이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지난 3∼40년간 다양한 사회과

학 분야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논의들이 촉발된 계기

는 무엇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지속된 경기호황

이 끝나고 1970년대 벌어진 두 차례 오일쇼크와 전 세계적

인 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게 된 대규모 산업구조조정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

황에서 기업들이 기존의 대량생산방식대신 생산의 외부

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대량생산방식이란 기업이 생산설

비에 대규모로 투자하여5)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

하는 내부화된 생산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기술 측면에서

는 생산과정의 기계화․자동화와 생산단계별 특화, 수요 측

면에서는 대량수요시장에 대한 예상을 전제한다. 이러한 

대량생산방식은 수요가 충분할 경우 손익분기점만 넘으

면 이익이 급속히 늘어나지만, 수요가 감소할 경우 고정비

용의 비중이 높아 생산량을 줄여도 생산원가를 줄이기 힘

들어 기업의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수요급감과 경기불황 상황에서 당시 기업들이 선택한 방

법이 생산의 외부화, 즉 아웃소싱인 것이다.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부품이나 반제품 형

태로 외부에서 구매함으로써 고정원가 비중을 줄이고 변

동원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원가구조를 변화시켜 환

경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즉 대량생산체계에서 유연적 

생산체계(flexible specialization)라고 하는 경제 패러다

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생산의 외부화가 

가져온 여러 현상들을 포착하기 위해 사슬이나 네트워크 

개념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1) 사슬 개념의 전개

사슬 개념은 크게 상품사슬(commodity chain)과 가치

사슬(value chain)의 두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상

품사슬은 상품을 둘러싼 생산체계 내의 일련의 과정으로, 

원료인 상품6)을 생산․가공하여 소비자에 이르게 되는 공급

사슬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연구 및 분석방법으로서의 상

품사슬이란 세계체제론에서 파생된 것으로(이재열, 2016), 

Wallerstein이 1974년 ≪The Modern World System≫

에서 처음 그 용어를 언급한 이래 세계화 과정에서 자본주

의의 영토적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Hopkins and Wallerstein, 1986, 1994; 정선화, 2011). 

즉 장기간에 걸쳐 핵심부-(반주변부)-주변부라는 지리적 

·위계적 분업구조가 자본주의 세계경제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상의 불균등한 배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세계체제론 연구는 1990년

대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 관심을 가진 또 다른 일군의 정치

경제학자들이 이어나갔는데, 이들은 조직사회학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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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론을 기반으로 글로벌 상품사슬(global commodity 

chains, GCCs)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Gereffi and 

Korzeniewicz, 1994; Raikes et al., 2000). 이들은 시장과 

자원에 대한 차등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공간적 불균형을 분석하기 위해, 특히 기업의 전략과 활동

에 초점을 맞춰 재개념화를 시도하고(Gereffi and Korz-

eniewicz, 1994; 이재열, 2016), 글로벌 상품사슬의 배열

과 흐름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분류7)하는 방식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Gereffi and Korzeniewicz, 1994; 

Gibbon, 2001a, 2001b; Gereffi et al., 2005). 그간의 상

품사슬 연구는 경제체제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상

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그들의 행위, 상품

사슬의 조정․통제기제인 거버넌스와 제도적 틀, 상품사슬

의 공간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치사슬은 Porter(1985)에 의해 처음 주창

된 용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개별 가치활동(va

lue activities)8)의 체계이자 일련의 생산활동과 기능의 

연계를 의미한다. 즉 가치사슬이란 전후방으로 연결되어 

부가가치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기능․
프로세스의 연계를 뜻하는 것이다. 가치사슬은 기업의 경

쟁우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단계별 원가를 파악하고 핵

심활동들의 강점이나 약점 및 차별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이승철, 2007). 이러한 가치사슬 논의는 거래비용

경제학, 조직경제학, 공급사슬관리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글로벌 상품사슬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 가치사슬로 확장

하기도 하였다. Gereffi et al.(2005)는 글로벌 가치사슬

에 대해 기업 간 연계의 본질과 내용, 특히 가치사슬을 조

정하는 지배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글로벌 가치사슬

의 거버넌스 유형을 명시적 조정의 정도와 힘의 불균형 정

도라는 기준으로 거래의 복잡성, 거래의 형식화 정도, 공

급자의 능력에 따라 구분9)함으로써 특정한 산업의 동태적 

측면 내지는 구매자 주도 사슬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

이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요약하면 사슬 개념은 공통적으로 생산주체로서 기업

에 초점을 맞춰 투입-산출의 전후방 생산단계와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지리적 영역

성(territoriality)을 규명하는데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사슬이나 가치사슬 연구에서 주로 취하고 있

는 거버넌스 분류체계 연구로는 거버넌스의 전체적인 특

징을 밝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Talbot, 2009), 거버넌

스 중개기구로서 국가의 역할이나 노동조직 및 노동과정

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Gibbon, 2001; Smith et al., 

2002)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는 사슬 개념이 기본적

으로 경제활동을 선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

된다고 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개념의 전개

원래 공학 분야에서 전기통신, 운송 등 복합시스템 관

리와 관련된 용어로 물리적인 망의 모양을 나타내던 ‘네트

워크(network)’라는 용어는 Moreno (1934)의 연구에서 

연줄·연고·인맥 등을 가리키는 사회도측정법(sociometr

y)의 의미로 전용되어 사회적 관계 또는 연계의 의미로 처

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 이후부터 사회과학 분

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김은영, 2006).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용되지만, 

다양한 사회주체 간 관계, 특히 기업이나 산업 측면에서 

기업의 협력 대상인 정부, 대학 등의 관계나 기업 비즈니스

를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기업 간 

공식적인 네트워크 관계로는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하청

관계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의미는 그러한 

공식적인 관계 외에도 비공식적 상호작용 측면을 중시하

고 있다(Ros-enfeld, 1997). 한편 거래비용경제학의 시

장(market)과 기업(hierarchy) 이외의 가능한 생산조직

으로 네트워크가 고려되기 시작하였다(Powell, 1990; Gr

abher, 1993; Amin and Hausner, 1997).

생산네트워크 개념은 사슬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

버넌스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

해 생산과 관련된 주체로 기업 외에 국가와 노동, 소비자를 

포함시키고 이들의 관계를 사슬 대신 생산회로(production 

circuits)로 이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Dicken, 2004).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생산네트워크의 다양한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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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스케일을 포함시키기 위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확장

되었다. 사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개념은 경제학자인 

Ernst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최초로 논의되었는데(이용

숙, 2006), 지역의 주요 대기업의 역할만 강조하는 기존 논

의를 비판하고, 이들 대기업들과 연계된 부품업체 및 관련 

업체들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글로벌 생

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라는 용어를 사

용한 바 있다(Ernst et al., 2001).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

는 경제지리학자인 Dicken과 그의 동료들로 구성된 ‘맨체

스터학파(Manchester School)’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s, 

GPNs)는 특히 글로벌 상품사슬 연구를 비판하는 과정에

서 등장하였다(Czaban and Henderson, 1998; Dicken 

et al., 2001; Henderson et al., 2002). 이들은 글로벌 

상품사슬 논의에서 상품사슬의 공간적 차원이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글로벌 경제 공간을 연구

하는 관계적이고 지리적인 접근방법으로 글로벌 생산네

트워크를 제시하였다(Hess and Yeung, 2006). 이들은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의 다규모적

(multi-scalar)이고 다입지적인(multi-locational) 경

제활동이 지역의 성장과 쇠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

로써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논의들이 기존의 글로벌 

상품사슬이나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는 방법

론적 측면에서 크게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

적이 많다(Bair, 2008). 그 결과 개념들이 분석수준에서 

서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3.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공간적 분포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는 동대문 상가들로 구성된 동

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의류를 생산하

는 동대문시장 주변의 생산 배후지역으로 구성된다. 동대

문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에 자리한 상가들로 

그 경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반해, 동대문

시장 주변의 생산 배후지역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

호하다. 아래에서는 그 공간적 범위의 변화 과정과 경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동대문시장의 확장

동대문시장은 행정구역상 중구 신당1동과 광희동, 종

로구 종로1·2·3·4가동과 종로5·6가동에 걸쳐있다. 동대

문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의 30여 개의 대형 상

가들이 인접한 단지(complex)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

하쇼핑센터10)가 포함되기도 한다. 동대문시장에는 특히 

완제품을 판매하는 상가 외에도 원부자재를 판매하는 상

가들11)도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상가들 사이로 지원시

설이나 각종 노점들이 들어서 있다.

동대문시장은 1905년 설립된 종로구 예지동의 광장시

장을 시작으로 청계천변을 따라 공간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김종광, 2012).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청계천 

복개에 따른 뚝방부지, 전차 철거에 따른 차고부지, 동대문 

일대의 학교 및 공공시설 이전부지에 상가건물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광장시장에서 출발한 동대문시장의 영역이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확장12)되었다. 이후 1979

년 청계천7가 재개발사업13)을 통해 블록 상가 개발이 이루

어져 상가들이 한꺼번에 들어서면서 동대문시장의 중심

축이 이들 근대식 상가로 교체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어 1990년대에는 동대문시장에 주차장이 완비된 고층

의 현대식 상가들14)이 한꺼번에 들어서게 된다. 이와 같은 

현대식 상가군의 등장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당시 경

쟁관계였던 남대문시장을 압도하게 되면서 동대문시장은 

전국적인 중앙 패션도매시장으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더불어 소매 중심의 대형 상가군이 동대문시장 서쪽에 들

어서면서 동대문시장은 의류소매업을 아우르게 되었다

(진양교, 2001). 특히 IMF 경제 위기 직후 개장한 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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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는 동대문시장의 유통혁명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

다. 이로 인해 대다수 서울 도심재개발사업이 침체되어 있

던 2000년대 이후까지도 대형 복합쇼핑몰15)이 경쟁적으

로 건설되면서 오늘날 동대문시장의 외연이 획정되었다.

2) 동대문시장 생산 배후지역의 확산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전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대문시장 외에 그 생산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간 이루어진 동대문 패션산업 관련 연구에서는 공

식적인 통계의 부재를 이유로(김광선, 2000) 현황을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산 

배후지역을 동대문시장 인근 지역(반경 1∼5㎞)에 국한시

켜 이해하면서 창신동만을 동대문 패션산업의 생산 배후지

역으로 지목하거나(김양희·신용남, 2000; 김광선, 2000; 

이우관, 2001; 장승권, 2001; 박혜령·박미령, 2002; 남

기범, 2003; 김지윤, 2015; 하지태·최영림, 2016; 박훈, 201

7), 서울시 봉제업체 전체를 간접적으로 그 생산 배후지역

으로 보면서 동대문시장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한구영, 2017). 본 연구에서는 일

단 문헌을 통해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 다음, 동대문시장 

도매업체와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를 통해 오늘날 동대문시장의 생산 배후지역의 범위를 살

펴보기로 한다.

일제강점기 동대문시장은 생활용품 및 직물을 판매하

던 곳으로, 본격적으로 의류시장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한

국전쟁 이후이다(강현주, 2007; 장미진·양승우, 2015, 

2016; 박훈, 2017; 한구영, 2017). 1960년대부터 우리나

라 섬유산업이 발전하고 기성복 수요가 급증하면서 평화시

장16)을 중심으로 의류 생산공장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시

장 내부에 일괄 생산-유통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러한 

생산체계가 동대문시장 내 다른 상가에도 확산되었다. 하

지만 1970년 전태일 분신자살사건을 계기로 평화시장 일

대의 생산공장들이 대거 임대료가 저렴한 동대문시장 인

근 주거지 내로 이전하면서 동대문패션산업의 생산과 유통

이 공간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주은선, 1999). 1980

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시장 주변 인근 주

택가, 특히 창신동으로 대표되는 주택가가 가내 하청업체 

밀집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평

화, 동화, 통일, 신평화 등의 기존 상가 건물에는 공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고 봉제업체는 청계천 6가와 동대문

운동장 주변의 창신동, 충신동, 숭인동, 이화동, 신당동, 

장충동 등지의 주택가로 확산되었다. 이에 더해 의류 제작 

공정이 각기 다른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하청이 성행

함에 따라 영세 하청업체들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공

간적 확장은 2000년대 들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

는데, 한구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봉제업체들은 서울

시 전역 및 남양주시, 부천시, 인천시, 의정부시 등 서울 

근교까지 산재해 있어 서울시 봉제업체의 밀집지역이 도

심부에서 도심 밖으로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

다. 물론 이러한 봉제업체들이 동대문시장의 도매업체들

과 독점적으로 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서울

시 봉제업체 분포를 동대문시장 생산 배후지역으로 등치

시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간 동대문시장의 생산 

배후지역이 공간적 확산을 거듭해왔음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동대문시장 생산 배후지역의 범위를 살

펴보기 위해 발주업체인 동대문시장 도매업체와 디자이

너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도매

업체로부터 얻은 자료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공식적이고 

누적된 통계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수많은 생산업체를 대

상으로 그 수주 현황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생산업체들의 위치를 동 단위로 파악하였다.

“실력은 공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동네별로도 

차이가 나. 창신동? 거기 봉제가 제일 싸긴 해. 거기 봉

제(실력)는 중국 꺼랑 차이가 안 나. 우리 집 공장은 마

장동하고 왕십리에 있어. 아이템에 따라서는 의정부나 

포천까지도 공장을 두고 있는 집도 있어. (북쪽으로) 

신설동이나 면목동, 성북동, (남쪽으로) 이태원, (서쪽

으로) 아현동, 그 정도가 경계가 될까. 한강 이남은 여

기랑 크게 관계없고.(D상가, 여성의류업체 사장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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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디자이너들 모여서 가게에서 회의하고 공장 

들어가는데, 너무 멀면 곤란하지만 시장하고 꼭 가까

울 필욘 없죠. 원단에 따라 잘 하는 공장이 따로 있고. 

우리 단가에 맞춰 원하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 집을 찾

는 거니까. 시장에서 가깝다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요. 어차피 여러 공장을 돌아야 하는 거라 좀 멀다고 

더 힘들고 가깝다고 덜 힘들지도 않아요.(C상가, 여성

의류업체 디자이너 J)”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취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동대문시장에 납품하는 

생산업체가 동대문시장에 인접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

와 달리 서울 동북부 지역에 대략 10km 반경에 넓게 분포

하고 있으며(<그림 1> 참조), 둘째, 복종이나 지역별 봉제 

능력의 차이, 공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동대문시장의 생산 

배후지역 내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대문

시장의 대표적인 생산 배후지역으로 주목받았던 창신동 

봉제골목의 경우 이곳에 대한 도매업체들의 선호가 급속

히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곳이 향후 동대문 패

션산업의 배후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해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특성

다음으로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가치사슬 개념을 통해 생산단계와 거

버넌스 구조를 살펴본 다음, 생산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거

그림 1. 동대문 패션산업 생산 배후지역

자료: 동대문 도매업체 및 디자이너와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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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생산에 필요

한 요소가 조직되는 방식이 집적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본 그간의 산업집적론 연구들(Quigley, 1998; Ro-

senthal and Strange, 2003)에 기댐과 동시에, 이를 분

명히 하는 것이 그 공간적 분포를 밝히는 첫걸음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1) 임가공 생산방식의 가치사슬

동대문 패션산업의 가치사슬은 여타 패션산업과 마찬

가지로 크게 디자인 개발 단계와 제품 생산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한구영, 2017), 전 공정이 외부화되어 있다.

<그림 2>의 동대문 패션산업의 가치사슬 중 디자인 개

발 단계에는 디자인 기획을 위한 시장조사와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디자인작업 외에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앞서 시

제품을 만들어내는 패턴작업과 샘플작업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이 단계의 주요 참여주체는 디자이너, 원부자재 공

급업체, 패턴사, 샘플사이다. 디자인의 경우 동대문시장 

도매업체의 사장이 직접 하거나 따로 디자이너를 고용하

고 있다. 패턴과 샘플의 경우 각각 패턴실과 샘플실로 독립

된 개인사업체(패턴사, 샘플사)로 존재한다. 디자이너가 시

장조사를 통한 제품기획과 디자인, 그에 필요한 원부자재

를 선택한 다음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이를 패턴사와 샘

플사에게 보내 작업을 의뢰하면 패턴을 만드는 패턴사와 

샘플을 만드는 샘플사는 디자이너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 다음 디자이너에게 샘플을 납품하게 된다.

“패턴 선생님한테 디자인을 보여주고 의논해요. 디테

일이 많으면 고민이 필요하죠. 의논해서 디자인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샘플집도 바로 근처에 있어서 패턴 

넘겨주면 금방 나와요. 샘플 보고 디자인이나 원단, 

부자재, 수정할 거 수정한 다음에 공장에 넘겨서 제품 

만드는 식이에요.(D상가, 여성의류업체 디자이너 L)”

다음으로 <그림 2>의 동대문 패션산업의 가치사슬 중 

제품 생산 단계는 디자인 단계를 통해 완성한 시제품을 토

대로 제품을 다량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의 주요 참여

주체에는 도매업체와 원부자재업체, 그레이딩업체, 재단

업체, 봉제업체, 나염업체, 자수업체, 마무리업체 등과 업

체 간 운송을 담당하는 배송업체로, 디자이너는 제품생산 

단계에서 원부자재 및 의류제작 발주와 생산관리를 담당하

게 되며, 각 생산업체는 디자이너의 작업지시서와 생산관

리 하에 놓이게 된다. 동대문 패션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생산방식은 OEM, ODM과 같은 완사입방식이나 CMT방

식이 아닌 임가공방식이다. 즉 판매업체가 생산업체에 원

부자재를 공급하고 생산업체는 자신이 맡은 작업만을 담당

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

가공방식은 일반적으로 판매업체가 근거리에 있는 생산

업체와 하청계약을 맺음으로써 트렌디한 디자인, 스팟 생

산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품질의 의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소량 생산과 잦은 리오더에 대응

하기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된다(안영실·김희선, 2018). 

생산업체가 아이템별로 특화된 생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업체는 복종에 따라 생산업체를 선별하여 의

류 생산을 맡기게 된다. 하지만 임가공방식은 생산업체로

서의 생산 결정능력이 다른 생산방식에 비해 현저히 낮아 

판매업체에 종속 혹은 전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안영

실· 김희선, 2018).

그림 2. 동대문 패션산업의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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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따로 없어요. 아침에 가게에 모여서 회의하

고 공장 들어가서 작업 지시하고 확인해요. 원부자재

는 주로 동대문종합시장에서 해요. 공장이 여러 군데

라 한 바퀴 쭉 돌아야 해요. 작업 끝나면 배송업체 통해

서 다음 작업으로 넘겨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제작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요. 작업 단계마다 확인

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

이에요.(U상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S)”

“보내주는 원단이랑 부자재 받아서 작업해요. 원단에 

맞게 실, 단추, 심지, 바이어스, 파이핑, 다 디자이너가 

정해서, 사서, 개수 맞춰서, 보내주죠. 거기엔 우리가 관

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작업이 다 끝나면 다음 집

으로 보내요. 다음 집은 그 다음 집으로. 작업한 거 보낼 

때도 디자이너가 알아서 하고.(S봉제공장, 사장 N)”

정리하면, 동대문 패션산업의 생산방식은 발주업체가 

원부자재를 부담하고 생산업체는 생산 공임만 부담하는 전

형적인 임가공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가치사슬의 각 단계

는 발주업체인 도매업체와 그에 고용된 디자이너의 통제와 

작업지시에 따라 분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방사형 생산네트워크

이러한 가치사슬에 따라 동대문 패션산업에서는 생산

업체가 아닌 도매업체가 생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

(추호정, 2007). 즉 동대문 패션산업은‘구매자 주도 가치

사슬(buyer-driven chains)’17)로, 이로 인해 동대문 패

션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방

사형 네트워크(star network)’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동대문 패션산

업의 방사형 생산네트워크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중

앙 집중 네트워크(centralized network)라는 것이다. 나

머지 생산업체들은 중심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도매업체를 

통해서만 연결될 뿐이고 그들 간에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생산업체간 수평적 네

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다거나(전명숙·이상민, 2010) 그들 

간에 긴밀한 군집과 연계가 있다(유재윤, 2002)고 본 것과 

다르다. 이를 네트워크 조직 과정과 생산 과정으로 구분해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생산네트워크가 조직되는 과정에

서 도매업체가 생산업체의 연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잦

은 대면접촉이 이루어지고 실제 작업에서 역학관계가 다

양하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디자인 단계에서도 도매업체

그림 3. 동대문 패션산업 생산네트워크와 방사형 네트워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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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네트워크의 연결 여부를 결정하며, 제품생산 단계의 각 

생산업체들 역시 도매업체가 네트워크의 연결 여부를 결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산 과정에서 생산관리는 도매업

체나 디자이너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 단계별로 네

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생산업체들은 전후방에 놓인 다

른 업체들과 연결될 필요가 없다. 

“공장 섭외는 디자이너(도매업체)가 하는 거야. 우리

는 우리가 맡은 일만 하고 넘겨주면 되는 거지. ○○공

장 사장이랑은 일면식도 없어. 작업한 거 보내줘야 하

니까 업체명만 아는 거지. 서로 몰라도 되고. 안다고 

일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일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일 넘어 오면 처리해서 보내면 되는 거야.

(G나염공장, 사장 C)”

“공장에서 다른 공장을 소개해주기도 하지만, 소개받

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공장 실력도 알아봐야 하

고. 봉제 실력이며 납품기일 맞추는 거며 따져 볼 게 

많죠... 결정은 제가 하는 거에요. 안 맞으면 업체갈이

도 해야 하거든요.(C상가, 도매업체 사장 J)”

다만 같은 공정 단계에 속하는 생산업체들 간에는 재하

청 관계를 통해 생산네트워크에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도매업체의 통제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생산업체를 완전히 통제할 정도로 발주업체인 도매업체

의 발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가 생기는 것이다.

“일이 몰리면 미싱팀을 더 붙이거나 다른 공장에 하청

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건 공장 사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거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어요. 

급하게 주문 넣는 거고, 또 나만 그 공장 쓰는 것도 아

니니까요.(C상가, 도매업체 사장 B)”

“아래층 공장 사장은 원래 내 밑에서 일했어. 일감이 

갑자기 많아지면 거기에 좀 나눠줘. 다른 데는 안 보

내.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보낼 순 없지. 일솜씨도 잘 

모르고 납기도 얼마나 잘 지킬지 모르는데.(G나염공

장, 사장 C)”

이와 같이 동대문 패션산업에서 도매업체가 생산네트

워크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방사형 네트워크의 

허브에 해당하지만 네트워크에 속한 생산업체를 배타적으

로까지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생산업체들은 

대개 한 도매업체로부터 충분한 작업량을 확보하지 못하

기 때문에 여러 생산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필요한 작업량

을 확보한다. 도매업체들도 각자 생산네트워크가 다를 뿐

만 아니라 한 도매업체가 여러 생산네트워크를 거느리고 

있다. 즉 동대문 패션산업의 생산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보면 도매업체들과 생산업체들 간에 “다대다 관계(many

-to-many relationship)”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동대문 패션산업의 생

산네트워크가 개별적으로 보면 방사형 네트워크이지만 

전체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 생

산 과정을 살펴보면, 생산업체들은 도매업체별로 구분하

여 생산하고 다음 공정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등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생산네트워크들을 실질적으로 분리

시키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도매업체들과 생산업체들 간

에 “일대일 관계(one-to-one relationship)”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 패션산업에 속한 개별 

생산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여러 가게 일을 맡아 하고 있어. 근데 한 가게 일을 다

른 가게에 흘리거나 하면 안 된다고. 일이 섞이면 안 

돼. 민감한 문제라구. 순서대로 작업하고, 작업이 끝

나면 바로바로 배송업체 불러서 보내지. 쌓아놓을 데

도 없고.(G나염공장, 사장C)”

이렇게 생산네트워크를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생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관

리하는 도매업체들 간의 경쟁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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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활이 걸린 디자인이나 원가 등 핵심적인 정보를 서로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생산 수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네트워크 연결의 전제조건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매업체들은 경쟁관계

에 의해 서로 분리되고, 결과적으로 동대문 패션산업에 속

한 개별 생산네트워크들도 서로 분리된다고 할 수 있다.

“옆집이랑 밥 같이 먹고 수다나 떠는 거지. 공장 어디

냐, 단가 얼마냐. 이런 거 서로 안 물어. 물을 필요도 

없고. 손님 놓고 경쟁하는 사인데.(U상가, 도매업체 

사장 P)”

정리하면 동대문 패션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개별적

으로 각각의 독립적인 도매업체를 허브로 한 방사형 네트

워크 형태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개별 생산네트워

크가 도매업체 간 경쟁관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분리된다

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별 수준의 방사형 네트워크의 

특성이 전체적으로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3) 분절된 산업집적지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방사형 네트워크 형태를 띠고 있는 

동대문 패션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자기완결적’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실 기존 연구에

서는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자기완결성을 일관되게 주

장하면서(김광선, 2000; 이우관, 2001; 신용남 외, 2014; 

한구영, 2017), 이러한 지역 내 완결된 구조의 네트워크로 

인해 행위주체들 간 학습과정이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보

았다(김광선, 2000). 즉 기존 연구에서는 동대문 패션산

업 집적지의 생산네트워크에 대해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하면서 하나의 전체(a whole)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지역에 국지적으로 

한 산업의 관련 업체가 집적하여 있더라도 해당 산업의 실

제 생산네트워크 형태에 따라 집적지가 분절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게다가 산업집적지의 참여주체들의 간에 배

타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할 경우 전체 네트워크 수준에서

도 연결성이 떨어지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가공 생산방식의 방사형 네트

워크를 가진 동대문 패션산업 생산네트워크들은 경쟁관

계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연결성이 낮기 때문에 집적지 역

시 분절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실제 봉제공장들이 밀집한 종로 

5·6가 봉제공장 골목에서 골목 단위로 인터뷰를 실시하였

는데, 국지적인 골목 수준에서조차 이웃 골목의 공장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하는 업체들끼리도 모르는데. 일 같이 안 하는 업

체를 어떻게 알아. 보시다시피 여긴 죄다 공장들인

데... 우리 골목 정도야 알지. 그렇다고 딱히 서로 잘 

아는 건 아니야. 무슨 모임이나 협회가 있는 것도 아니

고. 일적으로 아는 공장 몇 없어. 우리 공장 일도 바빠.

(S자수업체, 사장 M)” 

“우리가 일감을 수주하러 다니지는 않아. 그럴 여력도 

없고. 업체랑 연결되면 일을 받아서 하는 거지... 거래 

한 번 트면 꽤 오래 해. 새로 공장 뚫는 게 업체에도 부담

이니까 사고 크게 안 내면 쭉 가는 거지.(P봉제공장, 

사장 K)”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앞서 밝힌 동대문 패션산업의 생

산 배후지역 내 나타나고 있는 지역 분화와 함께 산업집적

지가 분절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허브 중심의 내부 연결과 

허브들 간의 배타적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대문 패션

산업의 방사형 생산네트워크 특성은 공간적으로 산업집

적지가 분절되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생산네트워크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적어도 장기

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 특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는 

공간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분절된 산업집적지(segment

ed industrial agglomeration)’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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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형 생산네트워크와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
지의 성공과 위기

이러한 방사형 생산네트워크는 그간 제품 디자인이나 

시장수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여 동대문 패

션산업 집적지가 혁신공간이나 학습지역으로 불리는 데 

일조한 바 있다(김광선, 2000; 장승권, 2001). 하지만 최

근의 시장수요 급감 역시 방사형 생산네트워크에 즉각적

인 영향을 미쳐 동대문시장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성공과 위기가 네트워

크의 위상구조적 특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사형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말단에 미치는 내부 충격에 대해

서는 상당히 강고한 반면, 중심에 미치는 외부 충격에 대해

서는 취약한 위상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심이 그 말단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부 충격에 대해 중심은 말단의 문

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네트워크

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중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그 효과는 네트워크 존립 여부를 결정하게 된

다. 긍정적인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쉽

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네트워크가 붕괴되어 소멸하게 된다. 생산 과정상의 오류

나 불량이라는 내부 충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생

산네트워크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수요의 증가와 감소라

는 외부 층격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여 생산네트워크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가 직면한 위기는 바로 동

대문 패션에 대한 수요 급감이라는 부정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동대문시장의 도매업체들은 이에 반응하여 

국내 생산 자체를 줄이거나 생산지를 중국이나 베트남 등

으로 옮기는 선택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대문시장 내 

원도매업체 비중이 줄고 중도매업체 혹은 원도매와 중도

매를 병행하는 업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등 동대문 패

션산업 내 수많은 생산네트워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국내 생산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에요. 악순환이 되는 게 손님이 줄어드니까 

아이템 수도 줄이고 수량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손님이 더 줄고. 제작하는 데 은근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불경기에 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 

가서 물건해올까 생각 중이에요. 많이들 넘어가고 있

잖아.(C상가, 도매업체 사장 B)” 

“일거리가 엄청 줄었어요. 맨날 불경기다 불경기다 하

는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거 같네요. 어차피 젊은 사

람들도 잘 안 하려고 들고. 나 때까지만 하고 끝날 거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쪽 봉제 실력이 형편없었

는데 이제는 80%? 정도는 따라온 거 같아요. 그냥 이

대로 있어서는 이대로 끝날 거 같아요. 어디 사장 야반

도주했다는 소식도 자주 들리고.(P봉제공장 사장 K)”

정리하면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위기는 그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방사형 생산네트워크의 위상구조적 특성

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산업, 문화가 결합된 도시문화산

업에 대한 경제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 서울시의 동대문 패

션산업 집적지를 선정하여 그 공간적 분포와 가치사슬·생

산네트워크의 형태 및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오늘날 이

곳이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연구내용 및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

다.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는 동대문시장과 그 생산 배후지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대문 상가로 구성된 동대문시장

이 지역적으로 확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동대문 패션산업의 

생산 배후지역도 공간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1960년대 평화

시장을 중심으로 확립된 일괄 생산-유통 시스템이 이후 기능

적으로 분산되면서 공간적으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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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는 기존연구

에서 파악되었던 것보다 현재 훨씬 넓은 생산 배후지역을 가

지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터뷰를 

통해 경계를 획정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기는 하지

만, 그 생산 배후지역은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서울의 동북

부 반경 10㎞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가치사슬과 생산네트

워크의 형태 및 구체적인 거버넌스, 나아가 그로 인한 공간

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생산방

식은 임가공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치사슬의 각 단계는 발

주업체인 도매업체의 통제와 작업지시에 따라 분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형적인 구매자 주도 가치사슬의 형태를 보

이고 있다. 개별 생산네트워크는 각각의 독립적인 도매업

체를 따라 방사형 네트워크 형태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

로 도매업체와 생산업체 간 다대다의 관계를 맺고 있으나 

이들은 실제 생산 과정에서 각각의 생산네트워크를 실질적

으로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매업체와 생산업체 간 일대

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개별 수준의 방사

형 네트워크의 특성이 전체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 내부는 상당히 파편화

된 분절된 산업집적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오늘날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바로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성공

을 이끌었던 방사형 생산네트워크가 이제는 위기를 가속

화시키고 있다. 동대문 패션에 대한 수요 감소라는 외부 

충격이 즉각적으로 생산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

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방사형 생산네트워크의 위상구조

적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조업이자 광의의 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

는 패션산업, 그 중에서도 서울시의 동대문 패션산업을 대

상으로 하여 기존 연구 결과의 한계나 오류를 일정 부분 

극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의 

공간적 범위와 생산네트워크의 형태, 집적지의 특성 등에 

대해서 각각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시

도한 것이다. 특히 그간의 산업집적지 연구가 성공한 집적

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연구편향을 지적하는 내외의 비

판에 대해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집적지를 연구대상

으로 삼음으로써 그런 비판을 일정 부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

지의 서로 분리된 방사형 생산네트워크와 분절된 산업집

적지의 특성 그리고 그러한 생산네트워크의 위상구조적 

특성에 내재된 동대문 패션산업 집적지가 성공과 위기는 

향후 정책적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주

1) 다음은 동대문의 쇠퇴를 다룬 기사 중 일부이다.

아시아경제 2019년 4월 23일자 기사, 관광객 러시에도 웃지 

못하는 동대문…“혁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http://view.asiae.

co.kr/news/view.htm?idxno=2019042315043960876

동아일보 2019년 5월 16일자 기사,“동대문패션 절반, 메이드 

인 차이나”… 독창성 사라지며 발길 ‘뚝’ http://www.donga.

com/news/article/all/20190516/95544727/1

동아일보 2019년 5월 17일자 기사, 어머니 손에 붙들려 찾아

간 ‘보세천국’ 동대문, 최근 가보니 충격적 http://www.donga.

com/news/article/all/20190517/95567876/1

2)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기획-생산-유통 프로세스의 

수직적 통합을 바탕으로 하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원단 구매에서 봉제, 마케팅, 물류, 판매의 초국

적 네트워크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패션산업의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패스트 패션이 패션산업을 구매자주도

적 산업에서 소비자주도적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한구영, 2017). 한편 패스트 패션이란 용어는 소

비자의 구매정보를 분석하여 최신 유행 스타일의 제품을 빠르

게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처음 제시하였다(D’Andrea and Arnold, 2002). 

참고로 언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라는 용어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패션유통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3) 주간조선 2017년 2월 9일자 기사_동대문 일대 자고 나면 새 

호텔...패션타운서 숙박촌으로 대변신 http://pub.chosun.

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2&

nNewsNumb=20170223417&nidx=23418

4) 동대문 패션산업과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축적되

어 있지 않다. 국가승인 조사통계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

로 한국의류산업협회 패션봉제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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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봉제업체실태조사｣의 경우 통계품질의 질이 낮고(통계

청, 2017), 전국 봉제업체 DB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동대문 

패션사업을 위한 자료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같은 

기관에서 발간하는 ｢국내 우수 봉제공장 가이드북 대한민국 

봉제1번지｣의 경우 봉제업체의 일감연결지원을 위한 생산업

체 홍보자료로 제작되어 연구자료로서의 한계가 크다. 이외에 

사단법인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에서 비정기적으

로 작성한 ｢동대문 백서｣ 역시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 대량생산은 생산설비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생산물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하는 대규모생산의 법칙과 일정한 생산설비 규

모하에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물 단위당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대량생산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대량생산

방식은 설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 때문에 생산원가 중 고정원

가 비중이 높고 변동원가가 낮은 원가구조를 갖게 된다. 

6) 상품사슬에서 상품이란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학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7) 대표적인 상품사슬 분류체계로는 Gereffi and Korzeniewicz

(1994)의 생산자 주도 상품사슬(producer-driven chains)

과 구매자 주도 상품사슬(buyer-driven chains)을 들 수 있

다. 정보와 지식 이전의 복잡성, 지식 이전의 용이성을 나타내

는 형식화의 정도, 공급기업의 역량에 따라 시장(markets), 

(modular value chains), 관계적 가치사슬(relational value 

chains) captive value chains (hierarchy)

8)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기업의 가치활동은 주요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나뉜다. 주

요활동은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활동으로 이에는 제품의 

생산, 운송, 마케팅, 판매, 사후서비스가 포함된다. 지원활동

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으로 

구매, 기술개발, 인사, 재무, 기획, 일반관리, 법률사무, 회계

기능 등 현장활동을 지원하는 제반업무가 포함된다. 

9) 글로벌 가치사슬의 거버넌스 유형은 market, modular, 

relational, captive, hierarchy의 다섯 가지로 구분

하고 있다(Gereffi et al., 2005:89)

10) 청계6가지하쇼핑센터와 동대문스포츠지하쇼핑센터가 이

에 해당한다. 특히 동대문스포츠지하쇼핑센터는 현재 동대

문디자인플라자가 세워진 동대문운동장 자리에서 장사를 하

던 스포츠점포 상인들 일부가 입점한 곳이다. 

11) 대표적으로 동대문종합시장, 동화시장, 통일시장, 광장시장

이 동대문시장 내 원부자재상가이고, 동대문시장 인근에도 

방산시장, 우일타운, 우일프라자, 삼우텍스프라자가 원부자

재상가로 자리하고 있다.

12) 1962년 평화시장을 필두로, 동신시장(1962), 동대문상가아

파트(1968), 부관상가(1969→ 현 동평화시장), 동화상가(1969), 

성동상가(1969→ 현 신평화시장), 통일상가(1970), 동대문

종합시장(1971)이 들어섰다.

13) 동대문 일대 지역으로 신당동 217번지 주변은 노후된 목조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었으며, 불규칙한 가로망과 협소한 도

로폭으로 인해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이 

일대는 서울의 중심상업지역인 동대문시장과 스포츠 시설인 

서울운동장, 청계천 광로 및 고가도로변의 상가 등 각종 주요

기능의 시설이 인접해 있었으나 노후화된 목조건물, 협소한 

도로폭, 도시미관이 문제되고 있었다. 주변 동대문운동장에

서 국제 경기가 자주 치러지면서 서울시는 슬럼지구를 개선하

여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설부

에 신당동 217번지 일대의 19,444m2를 청계천7가 재개발구

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건설부는 1976년 

4월 7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계천7가 

재개발지구(19,444m2)를 지정하였고, 1980년 12월 31일 제

3․5지구의 사업을 끝으로 사업이 완료되었다. 당시 개발은 6

개 구역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구역의 남평화시장(1980), 2

구역의 흥인시장(1980), 3구역의 덕운상가(1980), 4구역의 

제일평화시장(1979), 5구역의 광희시장(1980), 6구역의 운

동장평화시장(1980)이 그것이다.

14) 아트프라자(1990), 디자이너클럽(1994), 우노꼬레(1996), 

팀2014(1996), 혜양엘리시움(1997), apM(1999), 누죤(2000)

이 이때 들어섰다. 

15) 헬로apM(2004), 굿모닝시티(2004), 라모도(2004), 패션

TV (2007) 등

16) 당시 평화시장은 건물을 주주별로 출자한 금액에 따라 점포 

한 칸 혹은 두 칸 등의 단위로 소유권을 나눴는데, 한 칸을 사면 

1층 매장과 2층, 3층의 공장을 한꺼번에 가지도록 분양했다. 

상가를 지을 때부터 생산공장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17)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논의에서 가치사슬

을 공급자 주도(Supplier-driven)와 구매자 주도(buyer-

driven)로 구분하는데, 공급자 주도 가치사슬은 대체로 대기

업이나 생산자가 생산네트워크의 핵심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자동차, 항공,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중공업 등

이 이에 속한다. 반면 구매자 주도 가치사슬은 대형 소매업자

나 구매업자가 생산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소비재 산업인 의류, 신발, 장난감, 가전제품, 수

공업품 산업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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