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허브 전문가 테이블

신용남 교수의
동대문 이야기
① 신용남 교수님 본인 소개
1990년 이대에서 소매로 시작해 동대문에서 도매장사
1999년 동타닷컴 사이트 시작, 3년간 매일 사실에 근거한 글을 게재
2000년대에 삼성경제연구소와 책 발간 『재래시장에서 패션 네트워크』
이런 과정을 통해 장사꾼에서 학자로 인정받고 ‘동대문 향토학자’라고 불림
국내외 동대문 관련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현재는 주로 창업관련 창업코칭을 하고 있음(하이서울창업스쿨 9년간 패션반 담임)
백제예술대학에서 시작해 신구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역임
패션 쪽 창업, 경영(소창업) 등에 관한 활동(성동구 가방 등 창업 관련 일 연관)
[관련기사] “대학교수된 동대문 상인 신용남씨”, 한겨레 신문, 2004-03-01

② 동대문의 시작
동대문의 시작 : 1905년 광장시장이 형성되면서 동대문 시작
시장의 형성 이유 : 교통이 집중되면서 에너지가 형성되는 곳에 시장 형성
배경 : 동대문의 경우 서대문-동대문 전차가 다니고, 남대문-종로3가 물자 보급 과정에
서 광장시장 형성.
청계천 리폼 및 염색의 시작 : 외국 원조물자(컬러원단)이 들어왔을 때 청계천에서 국내
정서에 맞게 다시 무채색으로 염색, 사이즈도 국내 사람들에 맞게 수선하면서 자연스레
형성
평화시장의 시작 : 청계천 판자촌 불나고, 청계천 복개되는 시점에 평화시장 건립. 당시
전쟁 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는 마케팅적 요소로 반영하여 명명.
평화시장의 발전 : 1960년대 처음 생겼을 때는 큰 명성 날리지 못함. 그때까지 남대문
시장이 가장 큰 시장. 광장시장도 옷을 팔지 못하고 패션사업이라 할 수 있는 건 원단
정도(그때까지는 집에서 바느질한 옷을 입음). 그리고 평화시장 와서 리폼 개념이 도입.
68~70년 무렵 국내에서 나이론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이후부터 국내에서 의류가 생산되
기 시작. 그리고 비로소 봄, 가을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
함(지금의 중국공장의 역할을 했음). 그럼에도 평화시장 또한 서울에 있는 시장일 뿐 전
국을 커버하는 시장은 못되었는데 70년대에 경부고속도 개통되고, 전국 고속버스의 반

이 서울역에 반이 동대문에 서면서 전국화.
동대문과 남대문 : 이후 동대문-남대문 큰 시장 형성. 동싸롱, 남싸롱 단어 발생.
아트프라자 : 1990년 동대문 아트프라자 생기면서 마케팅 요소 발생. 생긴배경은 남대
문의 포화상태, 젊은층들의 개념 변화(옷→패션), 교복자유화 시기 등 영향.

5~600만명

캐쥬얼 의류문화 수요인구 발생. (문화적 타격) 86-88년 아시안, 올림픽 시기에 해외문
화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 확대. 이를 수용한 것이 아트프라자 역할 당시 아트프라자 새
벽 5시에 문 염(통행금지 영향). 지금도 관행으로 남아있음, 대구 의류조합, 부산패션조
합 버스 등이 남대문까지 오는 버스 상권 발생. 아트프라자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를
건물 앞에 설 수 있게 기사들에게 마케팅
제2의 평화시장 : 1980년 평화시장 성공 후 아류(서평화, 동평화, 젊은층 타겟인 청평화
등)들이 생기기 시작. 동대문의 번성기. 동대문에 들어오는 상인들의 60% 남대문 상인
들 이주자(탈라, 입동 언어 발생)
프레야타운 :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정부에서 허가 낸 최초 도매시장. 제품 만드는 사람
들이 모두 프레야 타운으로 넘어옴. 동대문이 가장 광범위했던 시기.
동대문 성격의 변화 : 밀리오레 들어오면서 기존 도매에서 소매라는 새로운 시작 새로
운 영역으로 바꿈. 밀리오레가 영역 선점. 팀204 이월상품(땡처리) 마케팅.
동대문의 신화 : 일주일에 2개씩 계속 동대문 기사 나옴. “우리나라에서 질이 가장떨어
졌다고 생각한 동대문에서 희망이 새로 떠오르고 있어!” 와 같은. 이루 전국에 밀리오레
가 생기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됨. 도매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③ 동대문의 현실 : 패션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SPA(제조사직판) 상품들이 IMF이후 해외에서 다수 들어오면서(예:홍콩 지오다노) 모든
상가 무너짐. 가격 경쟁이 안됨. 동대문에 남아있는 시장이라고는 두타정도.
동대문 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에도 큰 피해. 전년도 SPA 국내 시장점유율 27%, 일본
은 작년 43%, 국내도 일본의 점유율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

④ 동대문의 희망은 무엇인가?
국가브랜드 : 동대문이라는 국가브랜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큼. 중국-일
본이 수출의 개념보다 내수시장으로 봐야함. 밤 8시 이후 동대문에 중국바이어들이 가장
많음. 현재 중국으로 수출 되는 것이 얼마인가 파악할 필요 있음. 현재로서는 동대문에
중국바이어들 없으면 문 닫아야 함.
동대문의 가능성 : 한국 패션산업 구매동기 연구에서 중국인들에게 한국 옷을 사는 이
유에 대해 물어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선입견보다 한류의 영향이 큼. 그러나 동대
문에 모든 게 모여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했다기 보다 마케티드(수동) 당한 것 이라고 하
는 게 맞을 것. 중국바이어 왔을 때 처음에는 국내 정서에 맞는 걸 찾다가 점차 중국의
정서에 맞게 생산해 주길 요구하고 특정상가가 중국화 됨
유연한 생산-유통구조 : 3년전 기준으로 볼 때 청바지 파는 곳이 수출한 양 120억. 2주
일만에 청바지 디자인 4~50개 뽑아냄. 청바지 만드는 과정은 10~20일정도 걸림(원단가공-워싱-후가공 등). 만들어 놓은 것 가져가고 안가져 간 것이 재고로 남음. 이런 샌
산-유통 문제로 인해 점차 패스트 패션으로 가고 빅 세일등이 성행. 재고문제가 이렇게
심각함. 상가의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망함. 이에 상인들은 방법을 바꿔서 12월까지

2~300개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중국의 큰 손(주요 바이어)들에게
감. 항저우 등지에 미리 오더를 받고 생산.
국내 다수의 디자이너 및 상인들이 마케팅을 위해 해외컨벤션을 감. 홍콩 패션쇼 등. 중
국 인터네셔널은 3~4일 동안 진행 될 때 12만명 정도 옴.

⑤ 연결방안 필요 : 중국-일본에서는 한국 봉제를 원한다!
일본봉제현황 : 일본은 100장을 판다고 했을 때 8장은 만들 수 있고 나머지는 사와야
함. 일본의 봉제는 백화점에 들어가는 고가 옷을 위한 봉제가 많음. 그러나 쓰나미 맞은
곳이 봉제공장들이 위치한 곳이어서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
일본-한국 봉제시장 연결 필요 : 동대문 봉제시장 - 일본시장 연계 된 것이 없음. 일본
에서 오더 받아서 국내 봉제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방안 중요. 현재 국내 봉제공장
일이 없음. 중국도 한국 봉제를 원하는 곳이 많음. 틈새시장 필요.
원단시장 연결 : 일본은 동대문종합상가 같은 원단시장 없음. 중국은 원단 살 수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항저우, 광저우 등 몇군데 말고 원단, 원부자재 살 수 있는 곳 없음.
원단 살 곳이 없다는 건 청년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의미

⑥ 동대문의 상징성 : 청년들의 역할
랜드마크 동대문 : 중국 사람들이 왜 동대문 오는가? 패션상품이 다른 곳은 없나?중국
인들에게 동대문은 상징화 되어 있고 랜드마크화 되어 있음. 이런 상징성을 청년들이 다
시 잡고 고리를 만들어야 함.
클라우드 소싱 : A랜드를 동대문에서 클라우드 소싱하여, A랜드는 장소만 주소 청년허
브에서 클라우드소싱하는 방법 할 수 있을 것. 현재는 분석틀이 3.0을 앞보는 세대. 동
대문을 우선 상업적으로 분석, 관찰한 후 청년들만의 눈으로 고정관념 없이 봐야함. 상
인들과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 롱테일이 클라우드소싱에 의해 활성화 되고 있
음.
틈새시장 : 마이크로트렌드가 메가트렌드로 될 수 있는 기회 잡아야 함. 예)피규어인형,
관절인형 등 이런 것 들을 열 수 있는 플랫폼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