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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시계 골목의 시계 수리 기술과 작업장 문
화의 역사적 변천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구한말부터 산업화
시기까지 최첨단 기술로서 각광받았던 ‘복원’ 중심의 시계 수리 기술은 오늘
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가 되었다. 도제식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기술을 전수
하던 시계 기술자들의 작업장 문화는 복원에서 교체로, 손기술에서 기계에 의
존하는 방식으로, 민간영역에서 제도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
적 재생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예지동의 시계 기술은 국내외의 전문대학과
시계회사를 중심으로 제도화된 서비스 센터와 비교했을 때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것은, 한때 주된 시계 생산국으로 손꼽히던 한국의 시계
산업이 그것을 고치는 수리 기술로부터 시작해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화 기계장치가 아닌 손기술을 사용해 시계를 복원하는 기술은 오늘날 고
부가가치를 가진 예술품을 생산하는 스위스의 독립 시계제작자 및 한국의 금
속공예 작가들의 기술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시계 골목은 국가의 지원이
나 대기업의 자본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중소 시계회사들의 모태
가 되는 생산 공간이었지만, 1990년대 새로운 시간 지시 매체의 등장으로 손
목시계의 인기가 떨어지고 치열한 경쟁으로 상당수의 국내 시계회사들이 문을
닫으면서 저가 조립 시계의 생산과 수리 작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시계라는 사물에 작동해 온 가치 체제(regimes of value) 아래에
예지동 시계골목의 작업장은 지속 가능한 상황학습의 장으로서 기능을 잃고,
마니아와 시계 산업구조 내에서 ‘시장기술’이라는 낙인을 안게 되었다.
현장에서 수집한 아카이브 자료와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시계골목의 과거와
현재를 재구성한 이 글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시
계의 수리라는 실천이 어떠한 상공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는지
를 살펴보았다. 또한, 노점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적 경관의 구체적인 양상과
기능을 밝히고, 시계골목에 존재하는 총체적 네트워크는 쓰레기가 되는 시계
를 상품으로 재탄생 시키며, 사물의 안전망(safety-net for materials)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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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반시설로서 생태·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짐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골목의 경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작업장 내의 구체적인 일상
생활을 살펴보았다. 시계는 하나의 사물이면서 동시에 여러 부속의 조립품으
로서 물질의 총합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시계 수리의 큰 범주를 복원의 기술
과 제작의 기술로 구분하여 수리, 선반, 문자판, 유리, 시야게-도금(부식-레이
저, 캇트), 줄(줄땜, 가죽줄)의 세부 분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세부 분야의
기술자들이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한정된 지
면으로 해당 기술을 완전히 기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를 통해 시
계 수리뿐 아니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정밀금속가공기술로서의 선반 기
술, (문자판) 인쇄기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기술자들의 작업은 실행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하는 ‘실천’의 영역으
로서, 도제식 교육을 분석한 레이브와 웬저의 상황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유효
하게 분석될 수 있다. 논문에서는 기술의 전수가 “어깨너머 기술”로 압축되는
합법적인 주변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술과 아카이브(생활유물)
자료를 통해 복원하였다. 또한, 기술자 중에서도 ‘장인’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시계 수리 기술에도 ‘일반 기술’과 ‘특수 기술’의 차이
가 존재하며, 기술자의 장인 ‘의식’은 온전한 개인의 몫이기보다 사회문화적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상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술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상황학습 공동체의 단절, 즉 선반과 같은 ‘특수 기술’ 분야에
서 후배 기술자를 양성하지 못하는 시계골목 작업장의 상황이 정치적이고 제
도적인 맥락에서 시계 수리 기술자들을 배척해왔던 시장과 국가의 지식 권력
이 작동한 결과임을 설명하였다. 시계골목에는 국가와 시장이 사치품과 밀수
품, 모조-변형품을 단속·검열한다는 명목으로 시계를 고치는 기술자들까지도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역사가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들이 보상위험을 기준으로 작업 공임비를 책정하는 방식이, 보험의 원
리가 반영된 공동체의 도덕적 기술임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의 합
의가 손님과 기술자, 시계를 매개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작업 과정에서 장
인 ‘의식’을 발현하는 데 기여해왔음을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시계 골목의 수리 작업장들이 당시로서는 시계 생산의
산업화에 실패했지만, 그 ‘너머’의 기능과 가치를 가지게 되었음을 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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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다. 시계 골목은 시계라는 유형의 물질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품 상황
을 총괄하는 공간이다. 시계를 생산-소비-폐기의 단일한 경로로부터 전환해,
그것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인 것이다. 각자
가 가진 모양과 색깔과 구조와 역사를 통해 시계들은 “역사 속 하나의 대상”
으로서 진정성을 획득하게 된다. 예지동에서 고쳐지는 시계들은 그것이 빛을
발했던 ‘어느 특정한 근대적 시대’가 아닌, 사람들 각자의 경험 속에서 탄생
하는 의미와 역사를 담은 기념물이다.

주요어 : 수리 민속지, 기술, 금속공예, 물질의 흐름과 자원순환,
물질문화, 도시 민속, 청계천
학 번 : 2017-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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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을 덧붙이거
나 논문 내용과 관계가 없어서 생략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습니
다.
[ ] 연구자에 의한 부연설명
(…) 연구자에 의한 생략
강조 연구자에 의한 강조

□ 본문에서 활용 혹은 언급되었으나 포함되지 못한 자료들은 <부록>에 실렸
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민속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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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조개껍질의 가치를 결정하는 행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개껍질 없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못한다
(Munn 1983: 283)”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물건은 언젠가 고장 나기 마련이다. 고장과 오작동은 예외적이라기보다 자
연스러운 일상이며, 물질과 인간의 기술-사회적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가
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Jackson 2019: 223). 인간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물건을 고치는 행위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 생활문화의 일부였
다(Strasser 2010[2000]: 64-69). 우리를 둘러싼 물질자원이 귀하고 부족하
던 시기, 사물의 삶을 연장하는 작업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치는 문화’의 의미를 환기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공인 네트워크와 수리기술의 발전 및 제약에 대한 역사적이고도 현재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설탕의
사회사를 분석한 역사 인류학자 민츠에 따르면, 사회적인 현상들은 본질적으
로 역사적인 것이며, 어떤 순간에 있었던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과거와 미래라는 배경으로부터 떼어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또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조와 의미는 그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역사적 기원들이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창조성을 형
성시키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며,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Mintz
1998[1985]: 38).
이 연구는 물건을 고치는 문화가 버리는 문화로 대체되어왔던, 특정한 시대
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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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는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고치는지, 무엇을 고치고 고치지 않는지, 고치
기를 선택받은 물건과 그렇지 못한 물건의 생애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시
적으로 살핌으로써, 사물이 시공간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흐름들을 발
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제기하는 중심적 질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지동 시계골목의 공간적 구성과 상공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연구자는 청계천 공구상가 일대의 형성과 일상적 경제
의 관계망을 연구한 송도영(2001)의 연구와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 상공인 공
동체를 조사한 서울역사박물관(권혁희 외 2010; 유원지 외 2010)과 한울문
화재연구원(2008)의 조사에 관한 후속 연구로서 ‘시계 골목’이라는 구체적
공간이 한국 시계 산업의 변화하는 지형과 도심재개발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지속하여왔는지를 살필 것이다. 산업화 시기 형성되고 번
성한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 상공업 공간이 ‘세운 구역’이라 통칭되고 주상복
합단지로의 변모를 앞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예지동 시계 골목이라는 근현대
산업적 경관을 잃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시대 사람들이 질문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시계를 고치는 기술은 어떠한 가치를 바탕으로 실천되
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특정 물건을 고치는 문화적 실천은, 그
물건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세계와 가치의 질서를 반영한다. 이 연구는 시계
수리의 여러 기술 분야에 대한 상세한 민속지적 기술 및 기록 작업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시계 수리(repair)가 실천되는 특정한 맥락과 상황을
포착하고, 그것이 어떠한 물질·사회문화적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지에 대해 규
명할 것이다.
셋째, 예지동 시계 골목의 기술이 ‘시장기술’이라는 평가는 이 지역에서 실
천되는 시계 수리를 둘러싼 사람-사물, 기술-시장, 제도-문화의 관계를 어떻
게 드러내는가? 연구자는 이러한 역동이 예지동에서 고쳐지는 시계,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기술자들의 작업에 어떠한 가치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기술할 것이다. 그러한 전환이 시계 골목의 사람-사물-공간에 허락하였던 기
회와 또 한편으로 제약하였던 한계의 양상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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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작업
을 새롭게 해석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계천 인근
의 골목 상권이라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 솜씨 좋은 장인들이 해오던 창조적
노동의 유용성과 가치를 산업화 ‘너머’의 작업장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할 것
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도구와 기계를 활용해 사물을 만들거나 고치는 방, 혹
은 건물을 의미하는 ‘workshop’의 개념을 공장식 분업의 형태로 물건을 만들
어내는 ‘shop-floor’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일터라는 넓은 의미가 있는 ‘작
업장’은 이 연구에서 작업장(作業場)이라는 의미와 공방(工房)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일터이자 창작 공간이기도 한 시계골목 작업
장의 정체성을 함께 담기 위하여 다소 넓은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하였다.
예지동 시계골목에서 작업장 문화가 작동하는 공간은 곧 시계 기술자와 상
공인들의 고유한 도덕이 작동하는 공동체의 영역이며, 또한 기술과 문화의 전
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때 전형화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못해 ‘시장기
술’이라 불리는 기술자들의 경험과 암묵적 지식(Polanyi 2015[2009])이 어떻
게 작동하고, 전승되고, 인정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
고 설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축이며, 그러한 작업장 문화가 지식 권
력이 작동하는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견제되던 역사적 계기들을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 작동하는 암묵적 지식은 단지
기술적 요소뿐만이 아닌, 의식의 차원에까지를 포괄한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는 예지동 시계골목의 작업장들에 개별적이고 집합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실행공동체(Lave·Wenger 2000[1998])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술자와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식,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전승이 한국 사회에서 물건을 지속해서 고치고 재사용하는 문
화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
의식이다. 물건을 고치는 작업에 대하여 개인과 공동체, 민속문화와 제도, 물
질과 의식의 차원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 연구는, 기술과 문화를 통해
사회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인류학의 고전적인 관점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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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1) 근현대 (수)공업 기술
생업의 일환으로서 시계 수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정체성은, 이들
이 오랜 숙련 기간을 거쳐 특정한 기술을 전승받아 행하는, 정밀기계공업이라
는 근대적 과학-기술영역에 종사하는 기술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이고,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 혹은 자영업자의 위치
에서 경제 행위를 한다. 시계 수리 기술자의 이러한 중첩된 정체성은 시계라
는 물건이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현재까
지 다변화되어왔던 산업적이고 기술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고 강조되
어왔다.
근현대 전통기술을 이어오는 장인들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박물관과 같은 문
화정책 기관이 주도해왔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은 2011년부터 ‘근현대 직업
인 생애사’ (조사)사업을 통해 다양한 직업인과 그들의 기술 및 도구들을 조
사 및 기록해왔다.1) 특히 『교동도의 시계수리공과 이발사(2012)』는 강화군
교동도 대룡시장의 시계수리공 황세환의 생애사 조사와 민속조사를 통하여
1970~1980년대 시계 수리기술의 습득과 시계 행상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고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예지동 시계 골목과 교동도 등의 지
역 시계점들을 이동하는 시계의 흐름도를 거시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미시적
차원에서 시계 수리·판매 관행이 어떠하였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2) 연구서
는 또한 시계수리공의 도구들의 사진들을 일일이 찍어 그 쓰임새를 기록하는
1) 『의성 성광성냥공업사와 극장 간판화가 백춘태(2012)』, 『교동도의 시계수리공과 이발사
(2012)』, 『염색연구가 이병찬의 염색 인생 30년(2012)』, 『100년의 테일러 종로양복점
(2014)』 , 『을지로 수표교에서 4대 80년 송림수제화의 장인들(2014)』과 같은 조사보고
서 뿐 아니라, 유물들의 사진과 설명으로 구성된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또한,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2018)』에서는 산업화 시기 가발, 악기, 자동차, 주방기구와
같은 수출주력상품, 밀가루, 설탕, 탁주, 성냥, 연탄과 같은 생활용품, 목재, 제철, 전기
설비와 같은 산업 기반시설 제조 산업에 종사하던 인천 공단 사람들의 도시민속문화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2) 저자는 교동도 시계수리공 황세환 씨가 예지동 시계 골목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곳, 수
리를 맡기는 곳의 단골 거래처를 따로 두어 신용거래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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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따로 마련하여 연구자가 시계 수리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큰 도
움을 주었다. 그러나 연구서의 조사 대상 지역은 시계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광범위한 공간이 아닌 교동도의 개인 수리점포였기 때문에 시계의 고장 난 상
태를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고칠 것인지 고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
는 과정, 수리 비용의 책정 방식과 논리, 시계가 서너군데의 전문 점포들을
돌아다니며 부분적으로 수리되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와중에 드러나는 사회
적 연결망과 구조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청계천 일대 공구상가에 대한 연구와 서울역사박물관의 조사연구서들은 이
를 보완하는 구체적 기록물로서 연구자의 지역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
다. 송도영(2001)은 시계골목의 기술자들이 공구와 도구, 재료를 구입하고 개
발하는 청계천 인근 공구상가의 형태와 사회경제적인 기능을 탐구하며, ‘중심
성’과 ‘비공식 경제’를 이들 지역의 가장 큰 특성으로 꼽았다. 서울역사박물
관에서는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의

일환으로

『세운상가와

그

이웃들(1권,

2010)』, 『도심 속 상공인마을(2권, 2010)』의 집필을 통해 청계천 공구상가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에 대해 후속 조사를 진행하였다.3) 이들 책에서는 세운
상가 일대 도심 상공인과 기술자들에 대한 상세한 문헌·구술자료를 제공하였
다.
한편, 임근혜(2016)는 근대화·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맥락
에 따라 신상품과 신기술을 개발하며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곧 주
체로서 행위 하는 안성맞춤 유기 장인들의 실천에 주목하였다. 전근대적 전통
계승자가 아닌 장인·상인·노동자·기술인·경제인의 정체성이 결합한 ‘생활인’
으로서 유기 장인의 정체성을 설명한 임근혜는 전근대와 근대에 관한 물질문
화 연구의 이분법적 접근 및 단절적 시각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2016: 3).
이러한 관점과 함께 임근혜가 제시한 유기 기술의 역사적 고증과 풍부한 사례

3) 시리즈의 제1권은 역사, 경제, 공간을 주제어로 설정하여 세운상가와 그 일대 소규모
제조업 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역사 연구와 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지리적 위치
와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 일대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기록하고 자료화하
는 과정을 담았다. 제2권에서는 도심 상공인의 생활문화를 조사하고 생애사 연구 방법
을 통하여 세운상가 일대의 경관이 정책적 결과물이라기보다 상공인들이 만들어온 삶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밝히며, 이는 도시 민족지(urban ethnography)적인 성격
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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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기 제작이 시계 수리와 같은 금속 가공 기술 분야이기에 본 연구를 수
행하는 데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2) 수리 민족지(repair work ethnography)
물건을 고치는 실천이라는 주제는 인류학에서 최근에야 주목받고 있다. 그
러나 물건을 고치는 문화와 기술에 관한 민족지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그
맥을 이어왔다. 특정 물건을 고치는 문화적 실천은, 그 물질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세계와 가치의 질서를 반영한다(Dant 2010; Jackson 2014 : 223).
망가진 물건에 책임을 느끼고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며 그것을 본 상태로 되돌
리려는 노력은, 생태적 고려라는 물질세계에 대한 그의 실천일 수도 있고, 고
물 덩어리를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경제적 실천일 수
있다. 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량생산양식에서 탄생한 물건을 차별된 방
식으로 재-생산하는 창의적 노동과정, 예술품에 역사성을 부여하며 지적 만족
을 느끼는 여가생활,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활동일 수
있다.
수리라는 기술과 서비스 자체에 대한 고전적 민족지 연구는 하퍼(Harper
1987), 올(Orr 1996), 헨케(Henke 2000)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들은 수리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에 주목하여, 이 과정에서 구성되는 기계와 사
람, 기술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하퍼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 전자제품 수리
세미나를 이끄는 기술자가 고장난 물건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작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고장 난 물건
을 찬찬히 살피며 이전의 기술자가 무엇을 잘못 처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활
속 적절한 도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기술이 문화적, 경제적, 예술적
이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상황과 물질세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다. 따라서 그는 기술자의 작업을 레비스트로스의 브리콜라주(bricolage)와 마
찬가지라고 묘사한다(Harper 1987: 74).
올은 휴대폰을 수리하는 기술자들의 매일의 일상과 대화를 두텁게 기술하는
민족지를 통해 그들의 행위와 실천이 계획적이고 특정한 양식에 맞춰지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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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화되는 행동(situated action, Suchman 1987; Orr 1996: 11;
Jackson 2019: 11 재인용)”이라고 설명한다. 매일의 ‘고장’ 상황에서, 기술자
들은 눈앞에 놓인 기계 하나만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하퍼와 올은 수리의 결과가 본래 상태의 정상화이기 때문에 그
들의 작업이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수
리 기술자들은 비가시적 상황들이 적극적으로 보여지도록 유도하고, 수리하는
행위를 힘든 작업으로 가치 매기는 노력을 지속한다(Haper 1987; Orr
1996).
헨케는 수리의 사회학(sociology of repair)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였다. 1994
년 봄, 한 주립대학 캠퍼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동부 정비소 건물에서 수
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대
학을 업무공간이라고 가정하고, 수리 활동이 매개하는 질서의 작동방식(메커
니즘)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에서 헨케는 수리 기술자가 물건을 고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질서 또한 재-창조, 대학 캠퍼스라는 작업 공간의 중심
점에서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는 실천을 수행함을 강조하였다(Henke
1999: 63-71)4).
헨케 이후의 수리에 대한 연구는 크게 노동과 산업구조, 물질문화, 가치와
질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먼저 노동과 산업구조의 측면에 관한
연구들은, 물건을 고치는 ‘작업이자 노동’이 가지는 특성과 그것이 산업화 사
회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수리 작업에 있어서 ‘비가시성’
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동과 눈에 띄지 않는 결과물이라는 두 가지 결과
를 의미한다. 수리기술의 인지되거나 명백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특성은 이를
자칫하면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적 업무로 착각되도록 한다. 기술자들은 실험
실에서의 ‘중간계급’으로서 과학자들과는 또 다른 계층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중간자적 위치는 기술자들의 작업이 존중받지 못하게 하는 문화적 경계물이라
고 할 수 있다(Mukerji 1989: 138; 125-127).
4) 그가 주목한 수리업(repair work)의 세 가지 특성은 네트워크 된 신체, 즉흥성, 비가시
성이다. 헨케는 ‘수리’라는 메타포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며, 보통 때에는 실천 네트워크 속에 묻혀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무대 뒤(back
stage)에 있던 것들이 전면으로 드러나게(front stage) 됨을 참여관찰 연구를 통해 보
여주었다.

- 7 -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단트는 생산의 작업과 수리의 작업을 비교하며,
수리가 생산보다 더욱 장인적인 과정임을 마르크스의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였
다. 자본가들의 경제 속에서 기업들은 전자동화된 방식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따라서 수리 자체도 어려운 방향으로 현대의 물질문화를 이끌어왔다. 상품들
은 그것의 구성품들을 밀봉하거나 블랙박스화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고치기
어렵게끔 끼워 맞추고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대신 열을 가해 접합시키고 리벳
으로 압착 해버린다. 이는 새로운 것만 찾게 되는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버리
면 그만인’ 사회-기술적 구조를 만들어낸다(Dant 2010: 1).
기술과 물질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물건을 고치는 행위가 인간과 사
물의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왔다. 세넷은 물질문화를
다루는 3부작의 책을 기획하는 첫 시도로 장인을 저술하였으며, 문화로 구현
되는 기술, 즉 특정한 생활양식을 수행하는 기술을 통해 인간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일 자체를 위해 일을 잘 해내려는 욕구’를 장인의
식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장인
의 삶과 그들이 축적해온 실기의 역사를 환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준거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제안하였다. 즉, 장인이 물질과 관계 맺는 독특
한 방식과 기술들을, 현대인들이 지구의 한정된 물질자원을 활용하는 데 참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의 측면에서 잭슨은 수리 연구가 물질문화, 장인 연구, 개발 기술 등의
다양한 인접 학문 분야에서 기술적 인공물과 시스템의 관계성에 대한 풍부한
서사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Jackson 2014: 231-233). 수리에 대한
논의는 또한 생산에서 지속가능성으로 기술의 주요 주제를 전환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수리에 대한 잭슨의 주요 논의 중 하나는, 고장 난 물건을
고치는 수리 행위를 물질과 인간이 맺는 관계에서 작동하는 돌봄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ibid.). 사람들은 왜 물건이 고장 나면 고칠까? 사람
과 물건 사이의 애착으로 특징화되는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해석에서 더 나아
가서, 잭슨은 돌봄이 서로 간의 의미와 행동을 만들어내는 적극적 행위임을
강조한다(ibid.). 이처럼 상호적 관계와 의존성의 사슬로 얽힌 “돌봄의 윤리”
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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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기하는 물건(evocative objects)(Turkle 2007)’, 서크먼의 ‘애착의 물
건(affiliative objects)(Suchman 2006)’ 논의가 대표적이다(Jackson 2014
:23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틴즈는 수리가 사물에 대한 돌봄의 생태들의 한 형태
로서, 생산-소비-폐기, 그리고 돈벌이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경제적 사고를 넘
어서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라고 강조한다(Martínez 2017). 마틴즈는
러시아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폐허가 된 에스토니아의 도시 탈린에서, 국가
사회주의가 쓸모없고 상징적으로 오염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무질서한 상징
을 갖게 되는 반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 상징이 젊은이들의
복구, 재건운동을 통해 나타남을 포착하였다. 탈린의 청년들이 폐허가 된 건
물들을 고치고 재생하는 실천을 통해서 세대 간의 대화와 화해, 과거에 대한
기억 작업이 진행되었다(Martínez 2017; 2019: 349). 마틴즈는 이러한 지점
에서 고장나거나 쓸모 없어진 사물의 사이에 낀(in-between) 상태는 새로운
삶을 기다리고, 새로운 관계와 재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Laviolette
2006) 그것을 고치는 물질적인 실천을 요구(Hawkins 2006)하게 된다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그 사회에서 미시권력으로 존재하며 화해와
재건, 성찰의 서사를 만들어낸다(Martínez 2019 : 349).
3) 물질문화 연구
물질문화는 만져서 알 수 있는(tangible) 인간 행동의 분야다. 문화라는 것
이 ‘비물질적’이라는 점에서 물질문화라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다.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유형이며, 보이지 않고 늘 변화하는
반면, 물질적인 사물들은 견고한 형태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문
화가 물질로 구성된 문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작품이 담고 있는 지혜의 가치
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물을
활용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은 세계의 일부로서 자연 속
의 물질적 기능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시각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세계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글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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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피-지배계층)의 기억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Stocking
1985; Buchli 2002).
아파두라이는 상품을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특
정한 유형의 사회적 잠재성을 지닌 사물로써 물물교환이 서로 다른 사회적,
기술적, 제도적 환경 내에서 상품의 교환을 연결함으로써 상품교환의 특수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Appadurai 1986: 9-16).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물의 교환과 이동의 양상은 (원시 사회의) 선물
교환과 (서구 사회의) 상품의 교환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ibid.).
아파두라이가 제시한 사물의 사회적 삶(social life of things)에 있어서 상품
상황(commodity situation)은 모든 것을 잠재적인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이 생산으로부터 교환과 분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목한
다. 물건이 일단 만들어지면, 판매, 수리(‘애프터서비스’), 소비, 폐기의 과정
에서 일정한 경로를 가지게 된다. 사물의 공간적 이동과 형태적 전환, 상품
가치의 형성과 소멸과 같은 특정한 “상품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움직이는
사물(things-in-motion)을 통해 사회구조를 해석하고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
는 근거가 될 수 있다(ibid.: 5).
아파두라이는 또한, 기술적 지식, 취향. 정치적 규제의 관계가 초기 근대의
상품의 흐름의 시스템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잘 변화하지 않았음을 밝힌 레디
(Reddy)의 연구를 소개하며 경제와 기술로서 환원될 수 없는 문화적 차원에
서의 지식-생산 양식의 전환,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 사물의 사회사 연구
(ibid.: 47)에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이에 오명석은 시장경제의 다양한 상품들
에는 일정한 경계 짓기와 특정한 규범들로 구성된 문화적 장치가 작동하고 있
으며, 따라서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 관행, 유통경로, 그것이 국가나 시장으로
부터 적용받는 규제, 재산권의 강조 등은 아파두라이가 ‘가치 체제(regimes
of value)’라고 부르는 이러한 문화적 장치의 작동 양상을 드러낸다고 설명한
다(Appadurai 1986: 41-47; Murakami 2016: 60-62; 오명석 2018: 130).
따라서 미술품이 다른 상품들과 구분되어 화랑에서 매매 되는 현상, 조선 시
대 사치 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신분에 따라 특정 의복이나 장신구를 착용하도
록 한 것, 박정희 정권의 국산품 애용 운동과 밀수품 퇴치 운동 등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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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정치 권력의 밀접성을 보여준다.
한편 세넷은 문화로 구현되는 기술을 화두로 물질문화 연구를 수행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장인(The Craftsman)』을 저술하였다(Sennett 2010[2008
]). 이 책에서 세넷은 장인의식을 숙달된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면면히 이어
지는 인간의 기본적 충동으로서 “일 자체를 위해 일을 잘 해내려는 욕구”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세넷은 장인의 원칙과 의지가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
해 장해에 부딪힐 때가 많음을 지적하며, 예컨대 부족한 학교 교육 시스템이
나 장인의식을 무시하는 회사의 생산공정으로 인하여, 혹은 경쟁의 압력이나
좌절감 혹은 강박관념 때문에, 서구 문명이 장인의식의 욕구를 인정하고 고무
해주는 일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를 지나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들여다본다
(ibid.).
세넷의 연구는 서구 사회에 현존해왔던 다양한 장인들에 대한 풍부한 역사
적 사례와 함께, 그들이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여 물질과 어떠한 교감을 나누
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
석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는 솜씨 좋은 수공예 장인이 물질뿐 아니라
‘삶’을 능숙하게 다루고 개척해나가는 사람이라고 찬사하였다. 또한, 이들이
도구를 쓰는 방식, 몸동작을 조직하는 방식, 물건을 보는 사고방식에 관한 구
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였다(ibid.: 25-30).
또한, 물질문화의 범위는 만질 수 있는 물건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경관(landscape) 모두를 포함한다(Tilley 1994; Bender 2002). 틸리는 인류
학자들이

경관을

연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제들—1)

생애사

(biography), 2) 장소(place), 3) 이동성(motility), 4) 매개(mediation), 5)
주체, 미학, 복지(agency, aesthetics, and well-being), 6) 갈등과 경합
(conflict and contestation), 7) 자연과 문화(nature and culture)—이 논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Tilley 2017: 1-13).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풀어내는

주요한

개념으로서

물질성,

형상화

(embodiment), 경합과 감정을 끌어왔다. 경관은 다른 인공물처럼 손에 잡히
지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생각하
고 살아가게 하는 물질적 매개물을 구성한다. 또한, 다양한 촉감과 표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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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습도, 냄새와 소리, 계절적 리듬, 장소와 경로들, 문화적 형식들, 그리고 건
축물들을 포괄하며, 수많은 정체성들을 반영한다. 이러한 물질성에는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가 형상화된다. 이때 우리의 신체는 경관을 감
각 하고, 경관 내에서 감각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데, 경관을 묘사하는 언
어에서 사람의 몸에 빗댄 은유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현상이 이에 대한 사례
로서 뒷받침되었다(ibid.).
경합과 감정에 관한 논의에서, 틸리는 경관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사
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기대하는 서로 다른 잠재성과 가능성, 가치체계를 반
영하기에, 필연적으로 경합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사회가 사람의 문화(people-culture)와 대지의 자연(land-nature)으로 이분화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는 변화와 밀접하게 엮였을 뿐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정치, 문화적 관계를 반영한다
고 주장한 벤더의 연구에서 구체화 된다(Bender 2002: 135-136). 그리고
대지를 사고 팔 수 없는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부족 사회처럼, 특정한 집단들
이 경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착과 감정이,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자연’을 돌보고자 하는 이유이며, 우리를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
는 것은 이러한 감정이기 때문에, 공공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관의 가치
를 평가하거나 관련한 논의를 할 때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비-이성적
이라는 밀튼(Milton 2002: 40)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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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연구지역의 역사

[그림Ⅰ-3-1] 1910년대와 1990년대 지적도를 중첩한 지도. (자료: 한울문화재연구
원(2008:73) 자료를 연구자가 편집)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시계-귀금속 골목(이하 “시계골목”이
라 칭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시계골목은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47번지
예지상가 인근에 위치한 옥방길과 시계골목길을 의미한다. 현재의 행정구역
상 명시된 예지동은 북쪽으로는 종로4가, 동쪽으로는 종로5가와 접해있고, 남
쪽은 청계천로를 경계로 중구 주교동과 마주보며 서쪽은 장사동과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옛 마을에는 웃냇골(혹은 웃냇개), 석수방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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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피마동, 옥방골, 장붓골, 칠방동이 있었다. 청계천 바로 인근에 위치한 동네
는 냇골(청계천)의 윗쪽에 자리 잡았다 하여 웃냇골이라 불렸으며, 종로4가와
인접한 하피마동에는 임금이나 높은 관리들의 말을 피해 서민들이 오고 간 피
맛골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담겼다(종로구 1994: 215-220; 전종한
2009: 782-783). 석수방골, 옥방골, 장붓골, 칠방동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는 관련된 문헌자료나 구술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
나 현재까지 전해지는 옥방길이라는 명칭에 근거해, 그 인근에 비녀와 가락지
등을 다듬는 장인들이 거주하였던 옥방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
다.
[사례Ⅰ-3-1]
내 자리가 뭐하던 자리냐면 옛날에 마굿간, 말이 일루 다녔으닌까. 우마차
나 이런 게 이 길로 다녔으닌까. 이게 피맛골이야. 양반들이 말타고 대로
로 가닌까, 에이, 꼴보기 싫다고 뒤로 가서 여기가 뭐, 술집서부터 해서
이게 100년이 넘은 자리닌까. 여기[귀금속길]가, 개천이야. 복개공사한 거
야, 이 자리가. 물이 흐르던 자리. 이런 데가 사람이 다니던 도보가 있던
자리겠지? 요 아래, 여관, 말도 밥주지만 그 사람들도 서울에, 한양에 왔
을 때는 여관에서 자야 하잖아. 저기가 여관이 있던 자리. 내가 살던 자리
가 다 그런데야. 말죽거리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 (예지동 수리기술자 함
영기, 60대)

해당 지역의 조선시대 지명과 기능이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것은 아니
다. 다만 해당 지역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파악
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와 이어지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사학자들이
편찬한 종로구지에 따르면 조사 지역이 위치한 청계천변과 종묘 일대는 조선
시대 초반부터 ‘반농업적 직능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었다고 한다. 조선
초기부터 시전 가운데 철물전 또는 잡철전, 현대식 표현으로는 철물점들이 많
던 곳이기도 했다.5) 관청에 물자를 상납하는 관청수공업자와 시전에 판매될
물건을 만드는 민간수공업자들이 종로일대에 상시로 운영되었던 시전건물을
5) 탑골공원 앞 사거리 근처에는 ‘철물교’라는 이름의 다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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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분업화 양상을 띠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6)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예지동은 종로(육의전)7)와 배오
개장(동대문시장)의 인근에 위치한 한옥 밀집 지역이었다. 관련 기록이 많지
는 않지만 당시 사건 사고에 휘말린 예지동의 주민들이 신문 기사에 등장하면
서 자택 주소가 밝혀져 해당 지역에 거주자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8) 1913년 예지동에 설립된 천일약방은 당시 유명했던 조고약(趙膏藥)9)을
개발하여 큰 명성을 얻었다. 1930년대에는 56개의 (당시 제국 치하에 등록
된)상점들이 있었다는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의 상권도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지동에 살았던 사람은 서울에 일터를 가지고 있는 직공이나 상인, 혹은
종묘 관계자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10) 당시 청계천 일대는 일제 강점기의 군
수산업에 부수적으로 전개되는 기계공구업 및 민간 산업용 공구를 제작하거나
유통, 지원하는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송도영 2001: 58). 따라서 해
당 업종에 종사했던 상공인들이 피맛길이자 주거공간이었던 예지동에 다수 거

6) 동대문 근처에 자리잡은 염초청(염소청, 방산시장 근처), 훈련원(현재 DDP 자리)등의 군
사시설에는 군졸들이 사용하는 칼이나 화살촉 혹은 은세공품등을 공급하였으며, 빙산시
장과 중부시장 옆으로 종로와 퇴계로를 남북으로 잇는 대로가 ‘훈련원로’이고, 쌍림동
일대는 1백여개의 대장간이 밀집해 풀무재(야현)라고 불렀다. 남촌 지역에는 주자서, 교
서관 등 인쇄관서와 선혜청, 균역청 등 세무기관이 자리 잡아 인쇄에 필요한 쇠붙이를
공급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定都(정도) 600년 서울 再発見(재발견) <20> 청계천일
대 자재시장,” 1993.06.17.)
7) 일제강점기 시기 서울의 상업중심은 기존의 한국인 위주의 ‘종로’와 일본인 위주의 근대
상가 ‘본정통(本町通ㆍ혼마치도리)’으로 이원화되었다. 사대문 안 서울은 ‘북촌’의 한국
인 지역, ‘정동’ 주변의 서구인 지역, ‘을지로’ 주변의 중국인 지역, 남산 주변의 일본인
지역 등으로 나뉘어 각기 상이한 건축 양식과 도시 기능을 가지는 다원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였는데, 특히 본정통을 중심으로 다방이나 바아(Bar), 약국, 상점과 같은 근대적
여가·상업 공간이 확산되었다(전종한 2013: 433-452).
8) 『동아일보』, “門前(문전)에棄兒(기아) 참쳑본집에,” 1922.09.28.
9) 후에 ‘됴고약’이라고 알려진 이 약은 상처를 치료하는 특효약이라 해서 신문광고에도 자
주 등장하였다.
10)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에 등장한다. 18권에서는 서울
토박이 한상숙의 일생을 구술사 자료로 정리하였는데, 한국전쟁 이전 잠깐 동안 한상숙
이 예지동의 효경다리 인근에 위치한 “육간마루의 한옥” 에서 거주하였던 이야기가 등
장한다. 한상숙의 아버지는 전매청에서 근무하다가 구두공장으로 취직했고, 시아버지와
둘째 삼촌은 약방을 경영하였다. 남편은 경성전기회사에 다니다가 시아버지의 가업(약
방)을 이었다(한상숙 1991). 이를 통해 당시 예지동을 포함한 서울 중심지역에 거주하며
일했던 사람들은 도심제조업, 상업, 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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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대상 지역이 상업 밀집지역으로서 성장한 계기는 한국전쟁 이후 복구를 하
는 과정에서 생긴 공터 때문이다. 당시 예지동의 한옥 대다수는 폭격을 맞아
파괴되었다. 청계천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그 잔해를 치우고 생긴 공터에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도 있었다. 천막집과
하꼬방을 간이로 만든 공간에서 시계 수리 기술을 가진 이북민들은 만물상을
운영하며 시계 수리와 판매를 겸했고11), 그 중 자본을 모은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평양갈비, 함흥냉면, 아바이 순대 등을 파는 음식점을 열었다. “사과상자
에 고무줄을 매달아 시계를 팔고 간단하게 수리해주며 시계 노점의 역사를 열
었던(예지동 노점상인 B씨, 60대)” 이들은 한국전쟁 직후 세운상가 일대와
청계천 주변에 정착한 월남한 전쟁 피난민이나 부랑자들, 지방 이주민들이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유원지 외 2010: 15). 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집터를
상인들에게 내어주다가 팔아버린 내용은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제18권에
등장하는 서울토박이 한상숙 씨의 아래와 같은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례Ⅰ-3-2]
예지동 개천께만 죄 탔어. 길 이쪽 집이 몽땅 탄거야. 그러니 그 잿더미에
다가 어디 가 뭘 건지구 뭘 해. 동대문 시장두 폭격을 해서 아주 어수선
산란하지, 길이 길이 아니지. 그래 가지구는 그 터에다가 감 장수를 세를
놔서 일년에 갈이면 감 한 목판씩 받아 먹구. 세두 놔보구. 그렇게 멫해
땅으루 있다가 팔렸어. 그 땅 팔아서 세쩨 시간 내주구 막내 장가 들이구
집 사주구 다 하셨지. (한상숙 1991: 136)

예지동에 시계기술자와 세공인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청계천과 남대문 일대의 상인들의 이주가 계기가 되었다. 청계천
에서 장사를 하던 행상인과 노점상들이 하나둘씩 예지동 골목 안쪽으로 옮겨
오다가 1967년 청계고가 건설이 시작되면서 장사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
으로 이주를 했는데, 예지동도 이주 지역에 포함되었다. 남대문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예지동으로 왔다. 1960년대 후반
11) 『기획특집 열 하나 동네』, “권농동, 봉익동 편(김향수 구술),”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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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시장은 다양한 상품에 대한 도매 상가로 기능하고 있었지만, 심각한
공간 부족 문제로 임시·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
다(윤남륜 외: 67). 남대문에서 상업 기술을 익힌 중간상인들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비교적 경쟁을 덜 하면서 노점을 차릴 수 있었던 곳이 예지동이었
다. 당시 남대문시장보다 더 커진 규모를 내세우며 성장하던 동대문시장의 상
권과 가깝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는 시계뿐 아니라
과일, 의류, 잡화 등 여러 품목을 함께 취급하였고, 상점보다는 음식점, 술집
과 유흥가가 활성화되었다.12)
예지동에 분포하는 건축물의 준공년도는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분포
해있는데, 해당 자료를 통해 예지동 지역의 상가 개발이 주로 1960~1980년
대를 전후하여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울문화재연구소 2008:
121).13) 특히 1970년대 가장 많은 건물이 지어졌는데, 현재에는 예지동의 시
계-귀금속 상가로 잘 알려진 ‘예지상가’도 1974년 준공 허가를 받아 건축되
었다.14) 예지상가는 건립 초창기 복합적인 상업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1층에

12) 1960년부터 중간상인(나까마)으로 예지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1964년 예지동에 시계
수리점 ‘시보사’를 개업한 김선식(80대)에 따르면, 1964년 당시 예지동에는 20여개의
노점상이, 36개의 금은방·시계수리점이 자리하고 있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10: 217).
13) 200개 건물 중 1960년대가 26개, 1970년대가 34개, 1980년대가 32개, 1930년대가
28개, 1990년대가 25개, 1940년대가 17개, 1950년대가 12개, 그리고 1910년대와
1920년대가 각각 3개 씩이다.
14) 예지귀금속 상가 자리인 예지동 47번지에는 본래 총 26평, 40평 규모의 단층 한옥 가
구가 두 세대 있었다. 각 가구에는 각각 두 채의 함석 혹은 기와지붕으로 된 단층 한옥
집이 있었다. 1947년부터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차의영이라는 사람이 해당 부
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70년 지숙자라는 사람이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있었다. 이후
1974년 두 가족이 4개로 지분을 나누어 대지를 구입하였는데, 토지 공유자 J씨와 김○
○는 부부이고, 전○○와 I씨는 장인과 사위 사이였다. J씨와 전○○는 고향 친구인데,
전○○의 주도로 한옥집들을 허물고 1974년 준공허가를 받아 예지상가를 지었다. 당시
예지상가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건축설계사무소는 종로구청장에서 퇴임한 사람
을 이사로 들여왔으며, 7백 14평의 시장 건축 허가를 내고 3백 31평을 무단증축하였다.
이 사실은 1976년에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크게 알려져, 관련 공무원 4명이 직위해제 당
하거나 사표를 제출하고, 예지상가는 상당기간 동안 해마다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또
한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낮은 4층에 옥탑방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이러한 소동 이
후 같은 해 10월, 예지상가 지분의 절반을 소유했던 전○○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
중 절반, 예지상가 전체 지분의 1/4을 사위인 I씨와 딸 전○○에게 반반씩 이전한다.
이로써 I씨가 예지상가 전체 지분의 3/8을, 딸인 전○○이 1/8을, 나머지 1/2은 J씨 부
부가 소유하여 1995년까지 운영하였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47 부동산 등기; 동아
일보, “예지상가의 무단증축 봐준 세 구청직원 파면,” 197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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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계와 귀금속점이, 2층부터는 중식집, 일식집, 다방, 목욕탕, 여관, 카바레,
노래방 등 다양한 업종들이 함께 입점해있었다. 동대문고속버스터미널과 가까
웠기 때문에 인근 동대문 시장을 방문하는 지방의 상인들이 주 고객이었다.
1970년대부터 예지동에서 귀금속 장사를 했고, 1990년대부터 예지상가 관리
인으로 근무해온 C씨와 1970년대 초반 남대문에서 중간상인으로 일하다가 예
지동에 노점을 차린 D씨는 아래 구술에서 당시 상가와 골목의 풍경을 설명한
다.
[사례Ⅰ-3-3]
충신탕, 목욕탕, 2층부터 4층까지, 옛날에는 목욕탕에 따라오는 여관, 숙박
업 까지 다 붙어있었잖아. 2층은 목욕탕, 3층은 숙박업소, 충신여관이나
마찬가지지. 그것이, 그 다음에 여, 이쪽에 8번지, 이쪽 건물 쪽에는 그렇
게 세분화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상가 자체는, 1층에 다방, 식당, 2층
에는 이발관, 목욕탕, 3층에는 당구장, 그 때 시대에 유행하던 그 업종들
이 거의 망라해 있었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때 유행했던
업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때 70년대, 그러면서도, 그 때 당시는, 노점,
60년대부터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까지는, 주로 노점에 시계상
들이 많았지, 귀금속상들은 많지가 않았고, (예지상가 관리인 C씨, 80대)
[사례Ⅰ-3-4]
여기가 전부다 귀금속이었어. 노점은 시계고. 이 안에는 전부 다 귀금속이
었다닌까? 노점은 시계고. (예지상가 노점 D씨, 80대)

상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시계 골목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시계골목길과 옥
방길에는 주로 음식점이 즐비해 있었다. 돼지 순댓국, 돼지고기 곰국, 연탄구
이집, 육회집이 앞다투어 장사를 했다.15) 점포가 있는 음식점뿐 아니라 포장
마차, 리어카상도 성행하였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포장마차는 ‘아바이순대’라
불리는 함경도 순대였다. 오후 3시 반 무렵이면 시계골목길에서 귀금속길로
가는 예지상가와 현 신한은행 건물 사이길 입구에 리어카가 자리를 잡고 선술
15) 광장시장에서 유명한 육회, 마약김밥, 빈대떡 등의 메뉴가 본래 예지동에서 유래했다
는 이야기가 있다(예지동 수리 기술자 함영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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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열었다.16) 예지상가 건설을 기점으로 이 지역에 전문 상가건물들이 들어
서고 임대료가 높아지자, 음식점들은 길 건너편의 광장시장으로 자리를 옮겼
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예지동에 있던 다른 상점이나 약국들도 마찬가지로 주
변 지역으로 옮겨갔다. 1960년대 중반에 광주에서 올라와 70년대 당시 30대
중간기술자로 예지상가에서 일했었던 수리기술자 송용호(70대)는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잠시 들어와서 음식이 다 팔릴 때까지 있다가 떠나던 선술집들을 생
생히 기억하며, 그 선술집들이 광장시장으로 옮겨가 음식점으로 자리 잡은 후
에도 한동안 인연을 유지하며 방문하였던 경험을 술회하였다. 또한, 1960년대
부터 약방을 하던 약사 안경복(80대)는 1970년대 당시 식당, 쌀집 등 주거지
인근의 상업시설들이 시계방이 들어서며 오르는 권리금과 임대료에 다른 지역
으로 밀려나는 공간의 재구성이 발생하였다고 회상하였다.
[사례Ⅰ-3-5]
옛날에는, 이 앞에, 지금 현재 이 건물[예지상가] 앞 쪽이 전부다 음식점
이었어. 거기 건물들이, 옛날에는 건물들이 지어져 있지도 않았었고, (...)
그 이전에는, 거기가 전부 다 음식점이었어, 음식점. 그러닌까는, 돼지 순
댓국같은거, 돼지고기 곰국 해서 먹는거, 옛날에는 연탄불로 해가지고 이
렇게 구워서 먹고 그랬거든, 숯불로 한 데도 있었고, 그랬는데, 돼지고기
집, 순댓국집, 뭐 쪼그마하게 한 사람도 있었고 크게 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었어. 저 위에 사거리까지. 그러다가 집을 짓고 나닌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고, 저쪽, 저 쪽으로 지금도 와서 한 사람이 있을거야. 저쪽
광장시장 앞에, 저쪽으로, 꼴목으로 들어가면 육회집들 있잖아, 그 앞집에
육회집 있는데 골목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돼지고기를 구워서, 그 할머니
가 했었어. (예지동 수리기술자 송용호, 70대)

16) 손님들은 리어카 주변으로 모여들어 서서 순대를 안주 삼아 술을 마셨는데, 워낙 인기
가 많아 오후 5시가 되면 음식을 모두 팔고 골목을 떠났다고 한다. 전국에서 시계를 고
치러 오는 상인들이 이 아바이 순대를 먹으러 일부러 시간을 맞춰 기다리는 경우도 있
었다고 한다. 예지동 골목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순대 외 다른 장사꾼들은
통행을 방해한다고 해서 이 골목에 들어오지 못했다. 오직 아바이 순대만 마지막까지도
‘전통’ 선술집이라고 인정받아 주인의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됨) 장사를 이어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예지동 수리 기술자
송용호, 노점상연합회장 T씨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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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Ⅰ-3-6]
그 전에 여기가 한옥집이 있었는데 거기 뭐 식당도 있었고, 쌀집도 있었
고, 여 옆에가 뭐 계산약국, 현대약국 있다가 없어졌지. 시계가 번창해지닌
까 그 사람들이 시곗방하는데 권리금을 높여서. (예지동 약사 안경복, 80
대)

예지동에 ‘시계 전문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1970년대 초반으로, 남
대문 우주상가와 함께 시계 도매상과 수리-생산 기술자들이 밀집하면서 결혼
예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노점을 운영하면서 자본을 형성한 시계골목 초기 정착자들이 이 시
기에는 정식으로 점포를 얻어 입점하였다. 노점상과 행상인을 제외한, ‘점포’
를 가지고 있는 시계점들은 대략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첫 번째 형태는
한 명의 주인이 분야별 수리 기술자들을 두고 도매점을 운영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형태는 여러 기술자들이 임대료를 나눠 내면서 하나의 상호를 가지고
각자 자영업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 시기 1층에 자리한 모든 점포의 앞 편에
는 노점 가판이 한두 개씩 붙어서 장사를 해도 벌이가 잘 되었을 만큼 시계
판매는 큰 유통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계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대문이 대학이라면 예지
동은 중학교(황학동 수리기술자 정민호, 80대)”라고 할 정도로 남대문의 기술
자들을 으뜸으로 쳤다. 시계 도매시장 형성 초기에는 남대문의 경쟁이 치열하
자 상대적으로 실력이 덜 한 기술자들이 기회를 찾아 자리를 잡는 곳이 예지
동이라고 여겼다.
한편, 1982년 4월 예지동이 포함된 세운상가의 동쪽 지역은 재개발구역으
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시는 이듬해 세운상가와 그 인근에 입점해 있던 전자기
기 수리·생산 업체들을 신설된 용산 전자상가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하
였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형성된 상권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시 장사
를 하기가 어렵다”는 상인들의 우려가 있어 경쟁업종의 재등장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1986년 예지동을 비롯한 세
운지역에 고물영업제한 고시를 공고해 중고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취급하는 업
종의 신규 허가를 제한하였으며17), 1987년에는 해당지역(세운상가와 세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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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쪽 지역)을 ‘위락지구’로 지정하여 시계, 카메라, 보석류를 도심의 성격
에 맞는 ‘도심부적격’ 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운상가 2층에 시계 상가들을 배
치할 계획을 세웠다.18) 이에 1984년에는 예지동 일대의 높은 임대료와 권리
금이 지속되고 청계천 복개와 관련된 재개발 관련 논의가 대두되자, 세공인들
과 귀금속 점포들을 중심으로 예지동의 상인들이 종로3가 인근의 봉익동19),
종묘 인근의 묘동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20)
1990년대에 들어서는 강남 개발로 인해 상당한 상업 시설이 강남으로 옮겨
가고21) 전국에 백화점이 생기며 고급화를 선전하고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도시와 산업 유통망의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를 가
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예지상가의 운영방식을 둘러싸고 일어난 법적
분쟁이었다. 1987년부터 1990년은 집값이 전년 대비 21.0%나 급등하는 투기
열풍이 일어나, 한국 역사상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였다.22) 특히
1995년은 종로4가 로터리와 종묘 인근에 종묘 귀금속백화점이라는 현대식 상
가가 개점해, (1984년 종로3가에 이어) 예지동의 귀금속-시계 점포들이 또
한 번 확장의 계기를 맞은 해이기도 했다.
이후 2004년 2월 5일 서울시가 이 지역을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상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청계천복원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종로구청)로 하고 주민대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상인들
을 위한 임시 대체 사업장(세운스퀘어)을 마련하고 공공신탁방식을 도입하는
재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주대표회의 구성 및 개발방식을 조율하는 과
정에서 서울시와 종로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주, 상인들 간의
17) 『경향신문』, “장사·예지동 등 세운상가 일대 고물상 영업제한 고시,” 1986.04.16.
18) 『경향신문』, “世運(세운)상가일대 새都心(도심)상권 발돋움,” 1985.06.17.
19) 그 이전까지 본래 봉익동은 주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예지
동의 상점 등이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지역이었으나, 1960년대 종로에 귀금속 거리가
형성되고 1970년대 중반에 봉익동에도 상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점차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 『경향신문』, “서울 최대의 紅燈街(홍등가)20년「鍾(종)3」寶石(보석)거리로 "換骨奪胎(환
골탈태),” 1991.04.16.
21) 『동아일보』, “서울 江南(강남)귀금속상가 혼수 한곳서 "몽땅 해결",” 1993.10.25
22) ‘전세값 파동’이라 불리는 서울 시내의 부동산 폭등 현상으로 사람들의 주거지가 도시
주변부로 대거 이동하는 ‘전세 도미노’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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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23) 이로 인해 ‘신탁방식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명목
으로 ‘예지동 재개발 상인임시대책위원회의’가 결성되었다.
또한, 사업 주체가 SH로 변경된 이후24)의 개발 과정에서도 변동이 발생하
였는데, 문화재위원회의 높이 관련 심의를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세
운4구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170m 반경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0m를 벗어나지만, 서울시 조례는 문화
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공사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
한다. 더욱이,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가 종묘 앞 초고층 건축 계획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문화재청은 향후
그려질 설계안에 대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2차례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였다.25) 심의 과정에서 재개
발 진행에 대해 두 편으로 의견이 갈린 시계 골목의 지주들은 편을 갈라 집
단 민원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반영된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라 국제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이 당선되었고(KCAP, 네덜란드), 설계안에 대한
건축·문화재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26) 해당 지역의 재
정비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공사는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
행 중이며, 노점의 가판대와 골목길이 구성하는 시계골목의 경관은 수년 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3) 개발에 반대하는 지주들은 S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재개발이 지
주들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재개발 사업 추진 초기에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때문에 ‘세운상가 제4구역 내재산지키기 지주모임’
을 결성하여 거세게 항의하였다.
24) 2004년 2월 5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시)
25) 2006년 9월 20일 ICOMOS 한국위원회는 『종묘앞 고층건물 건립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수정요구』사항을 문화재청을 통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전달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ICOMOS 위원들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자문을 실시하였고, 이듬해 1월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종묘보호자문단이 구성되어 ICOMOS 한국위원회와 세운
촉진지구 총괄계획가, 그 외 자문단 등이 자문 및 심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서울시 환
경영향평가 심의(2008.12.17.)와 건축심의(2009.03.03.),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의 자문(2009.06.24.)을 거쳐 2009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
회 심의가 진행되었다(본위원회심의 6회, 소위원회심의 6회).
26) 세운 4구역은 계획설계(2017년 4월~12월)와 건축심의(2017.12.2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심의(2018.01.08.), 문화재심의(2018.04.20.)를 거쳐 2018년 6월 29일 사
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되었다(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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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역사적 민족지와 민족지적 현재의 통합(권혁희 2012)”으로서의
글쓰기를 시도한다. 권혁희는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폭파되어 사라진 한
강의 하중도(河中島) 밤섬마을의 옛 주민들이 ‘부군당(符君堂)’이라는 의례
의 물질-공간을 통해 도심 속 마을 공동체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주체적인 역사적 행위자로서 문화적 실천을 지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권혁희 스스로가 정의한 “역사적 민족지와 민족지적 현재의 통합”이라는 방
법론적 시도는 “역사인류학자들이 아카이브에 예민하게(keen) 반응하여, 아카
이브를 통해 역사적 민족지를 구성해내고 사회적 과정과 역사적 주체들의 문
화적 실천들을 정교하게 엮어내감으로써, 역사적인 내러티브들을 인류학적인
감수성으로 품어내는 작업(2012: 29)”의 결과물이다. 사라진 마을을 아카이
브와 현장연구로 복원해 낸 권혁희의 작업과 달리, 연구자의 현장인 예지동
시계골목은 재개발을 ‘앞두고’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시계골
목의 상공인 공동체는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다른 지역이나 대체상가로
이동한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로 분열되었고, 연구자가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는 이곳의 상징이기도 한 골목 입구의 대형 시계를 유지-보수하는 최소한의
의례와 공동체 활동마저도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시계골목의 상공인-작업장 공동체를 시계라
는 물건과 그것을 수리하는 관행, 예지동이라는 지역의 역사를 기록과 문서,
(근현대) 유물의 수집과 정리,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총합하여 복원하고자 하
였다.
이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 공간 정보 파악, 생활유물 수집, 시계 관련 종사
자들에 대한 참여관찰, 면담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 조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제공하는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시계’, ‘고
물상’, ‘예지동’을 키워드로 1920~1999년대 신문기사들을 수집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예지동’만을 키워드로 하였으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대상 지역이
배오개장을 시초로 하는 동대문 상권이었으며 세운상가와의 깊은 연관성을 가
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고시계 매매와 귀금속 판매가 1993년까지 ‘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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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고물상’과 ‘시계’ 키워드
를 추가하여 다시 문헌 조사를 하였다.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예지동과 우리
나라 시계 산업사를 이해할 수 있는 1,000여 개의 기사를 목록화할 수 있었
다.
공간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세운4구역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한울문화
재연구소가 위탁받아 수행-작성한 지표조사 보고서, 그리고 1960년대부터 예
지상가에서 귀금속업종에 종사해온 현재 예지상가의 관리인의 제보 자료를 활
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0여 년의 기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상점과 노점
상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다. 현재 운영하는 시계 관련 점포들뿐 아니라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생겨난 다수의 빈 곳까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은 연구자가
대상지역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영세 점포가 많고 재개
발 예정 지역인 ‘사업구역’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온라인상에 나타나지 않은 점포들이 많았기 때문이
다. 일반‘손님’들은 모르는 수리업자들의 점포에서 연구자가 아는 시계인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연구자는 그들과 같은 ‘업자’의 범위에 속한 것 같은 마
음이 들기도 했다.
생활유물자료 수집은 크게 기술자들의 도구와 지역이나 산업과 관련된 기록
물을 중심으로 하였다. 도구와 기록물을 직접 수집할 수는 없었기에 사진 촬
영과 스캔을 통해 자료를 디지털화하였다. 기술자들의 도구는 시계 수리기술
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자료였다. 기술자의 나이
와 업종별로 주로 활용하는 도구가 달랐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그것
을 사용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이 다양하였다. 도구 자료를 수집하면서 기술자
분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기술과 그것의 습득 과정을 상세하고 실감나게 들을
수 있었다. 지역과 관련된 기록물은 대상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법적 분쟁 당
시 작성되었던 판결문, 신탁 방식을 반대하는 지주 모임의 홍보물, 상가 관리
인이 직접 작성하였던 지도, 예지상가 임대료 수납 기록 등이 있었다. 산업과
관련된 기록물로는 1940년대 세이코의 전신인 일본회사 정공사의 홍보물, 국
내산 시간 조정기(타임그래퍼) 사용설명서, 상인회 수첩과 정관, 고물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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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고물대장, 배달커피점의 판매 장부 등이 있었다.
현장 조사는 2019년 1월 중순에 시작하여 2019년 11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수리 작업장들이 밀집해있는 상가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기술자들을 소개 받았으며 수리 작업을 관찰함으로써 작업에 대해 이
해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리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 자
체에 대해서 직접 알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한 기술자의 권유
로 시계 분해-조립 기초에 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 5회 정도 이론을 학습하
고 실습하는 기회를 얻었다. 7월부터는 그동안 연구자와 기술자들 간에 구축
되었던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주요한 면담 참여자들을 확보하고 본격적
인 참여 관찰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참여 관찰을 하면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계 골목의 점포들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바쁘게 돌아갔으
며, 시계 기술은 고도의 집중과 숙련도가 필요한 정밀공업기술이기 때문에 처
음 연구자를 소개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규모도 2평에서
6평 내외로 매우 작아서 참여 관찰로 인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한곳에 오래 있기보다 상황에 따라 10분~30분마다 점
포를 이동해야 했다.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들어갈
당시(2019년 7월)에는 개발자 측이 9년이 넘도록 기다리던 건축 심의 인가가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을지로 일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던 상황이었
다. 사업 진행을 위한 재산조사도 진행되고 있을 때라 재개발을 반기지 않는
노점 상인들이 골목을 자주 드나드는 연구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거나 기자나
관공서 직원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참여 관찰을 처음 시작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골목에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마주친 상인-기술자분들께
연구자를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었는데, 추상적인 내용을 물질로 구체화함으로써 상호
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와 나이도, 성별도, 생업의 영역도 다른 기술자분들과 신뢰 관계를 형
성하기는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사람들이 자신들
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방인(즉, 연구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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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생활하고 조직화되어 있는가에 관한 무언가를 말해 준다(Becker
2018[1986]: 124)”는 지침을 되새길 수 있었고, 이러한 배척을 통해 시계골
목에서 작동해왔던 시장기술에 대한 터부와 유통-생산의 비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현지 조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 부분은 시계 골목의 역사
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청년기에 시계 골목에 들어와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거나, 인근 지역(봉익동, 인의동)으로 이동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시계골목과
의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70세 이상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1930년대 출생한 면담자(K씨, 황은주, 양길태, 윤현락, 성윤재)를 중심
으로 작업장 문화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시계 수리
기술자들의 기술 습득 과정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술 내용도 주된 질문에
포함되었다.
참여 관찰을 통해서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에 대한 시계 골목의 다
양한 주체들의 인식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관찰은 기술자와 손님, 연
구자의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를 통해 가능하였다. 각 작업장의 기술자들인 다
른 시계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주로 어떤 손님을 받는지에 대하
여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가는 손님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
어 이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참고가 되었다. 시계골목을 입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이곳을 오가는 고물상, 중간상인, 서울 외 지역의 시계 수리인
(전라남도 광주, 충청북도 대전)들을 방문하여, 다른 지역과 시계골목을 비교
해보았다.
이상과 같은 조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연구자가 본
논문에 목소리를 담은 연구 참여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지역의 역사와 시계
기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줄 수 있어 관련한 후속 연구에 참고가 될 25명의
본명은 당사자의 동의 아래에 실명처리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나이는 세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시계 기술의 시대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특히 1930년대~1940년대 초반 출생의 연구 참여자들(황은주, 정민호, 양길
태, 김선식, 윤현락, 성윤재)은 재조일본인들로부터 기술을 배웠던 시계기술자
들을 직접 만나본 마지막 세대로서, 당시의 작업장 풍경을 간접적으로나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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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주었다. 현재 시계골목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세대 기술자들은 1940년대 중후
반~1950년대 출생한 설상수, 이승화, 오석영, 김인섭, 이병수, 장충락, 이종태,
박형군, 함영기, 송용호, 한상용 등으로, 이들은 산업화 시기 시계골목의 작업
장 문화와 예지동 시계골목에서 통용되는 시계 부속의 일본식 명칭들에 대해
생생히 구술해주었다. 이러한 명칭들을 시계 전문 도구와 정품 부속 등을 수
입하는 P씨(50대)와 독립시계 제작자 현광훈(30대) 등 시계골목 작업장 공동
체 바깥의 시계 관련 종사자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종로구 예지동
시계골목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전라남도 광주(황은주), 대전(한석
찬), 황학동(정민호), 후암동(현광훈), 세운스퀘어(이종태), 압구정동(H씨), 산
림동(R씨) 지역에서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목록
은 아래와 같다.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익명 여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이름
고물상, 70대
고물상, 80대
예지상가 관리인, 80대
예지상가 노점상, 80대
예지동 수리기술자, 50대
시계 제작자 지망생, 10대
중간상인, 60대
백화점 수리 기술자, 20대
예지상가 지주
예지상가 지주
예지동 수리기술자, 80대
예지상가 노점상, 60대
배달커피원, 60대
배달커피원, 60대
예지동 수리기술자, 60대
시계 부품·재료·도구 수입업자, 50대
예지동 시야게기술자, 50대
산림동 정밀기계제작자, 60대
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설상수, 60대
예지동 노점상연합회장 김도갑, 80대
예지동 문자판 기술자 이승화, 60대
광주광역시 수리기술자 황은주,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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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실명

예지동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 70대
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양길태, 80대
예지동 수리기술자 김인섭, 70대
예지동 선반기술자 이병수, 70대
예지동 수리기술자 장충락, 60대
세운스퀘어 유리기술자 이종태, 70대
예지동 줄땜 기술자 박형군, 70대
예지동 수리기술자 함영기, 60대
예지동 노점상인 전세진, 60대
예지동 수리기술자 송용호, 70대
예지동 약사 안경복, 80대
황학동 수리기술자 정민호, 80대
(전) 예친회 회장 김선식, 80대
예지동 도매상인 윤현락, 80대
금속공예가·독립 시계제작자 현광훈, 30대
함흥냉면집 사장 배순희, 80대
대전 광역시 수리기술자 한석찬, 70대
예지동 가죽줄 기술자 장영찬, 40대
예지동 가죽줄 기술자 한상용, 60대
예지동 가죽줄 기술자 홍기숙, 60대
예지동 수리기술자 성윤재, 80대
예지동 유리기술자 이윤복, 50대

[표Ⅰ-3-1] 연구 참여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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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계골목의 경관과 수리 네트워크
이 장에서는 시계 골목의 경관을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자는 시계 골목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관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구성되어있으며,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라는 도시계획의 ‘과정’
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기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
탕으로 연구자는 예지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자-상인-손님의 관계망이 어떻
게 시계 수리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시계 수리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이고도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가치27)를 밝히며, 이들의 일
상적 이동과 만남이 함께 구성하는 사람-사물-장소의 경관에 주목하였다. 서
울역사박물관(권혁희 외 2010; 유원지 외 2010)과 한울연구소(2008)는 재개
발 이전 청계천 일대 노점상과 중간상인, 음식점, 다방, 커피배달점, 매점 등
상공인 공동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 연구의 Ⅱ장에서는 이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세운재정비사업 ‘사업구역’ 지정으로 상공인들의 이주가
진행되며 변화를 맞이한 시계골목의 경관과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후속 조사
한 내용을 다룬다.

1. 골목의 경관
1) 노점상과 골목길
(1) 노점상
경관(landscape)28)은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특정한 사회-경제적, 정치
27) 심한별(2013)은 도시형태와의 상호관계에서 도심부의 생산활동 변화를 살폈으며, 그러
한 변화가 가진 특징을 정부 정책과 도시형태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분석한 바 있다. 서
울 도심부는 ‘생산관계(Lefebvre 1974)’가 국지적으로 기획되고 조직되는 '생산공간'으
로 기능하고 있다. 제조업이 점유하는 공간의 물리적 형태가 네트워크 지대로 존재한다
는 전재 하에(김용창 1997), 정부 정책, 도시형태와 같은 서울의 변화된 생산조건('제도
환경'이라 칭함)들이 어떻게 생산공간을 재조직하고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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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적 관계(Bender 2002: 135)”로서 물질문화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경관은 단지 보이는 것, 보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온몸으로 감각하는 경험의 총체다(ibid.: 136). 또한,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며 과거를 기억하고, 다양한 자원과 의미를 부여받으며 공동체
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도 골목을 “살게 하는” 노점
들은 오늘날 시계골목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자, 시계골목만의 독특한 경관을
구성하면서 이곳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물적 구조다. 시계골목에 처
음 들어선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도 노점이다. 옥방길과 시계골목길을 따라
나란히 늘어선 노점들의 상인들은 골목길을 들어서는 이들을 향한다. 행정적
으로는 엄연한 공공의 땅이면서도 관습적으로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열
린’ 골목에서, 사람들은 서로 마주 앉아 만나고 생업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간
다. 박환영이 도시 공간 속의 골목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도 공동의 것이 아
닌 그리고 자신만이 사용을 하면서도 공동의 가치를 따지는 전통적인 생활문
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2008: 219)”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골목 위의 상점인 노점상에 대한 연구는 난전(亂廛)29)이라는 전통문
화의 상업 관행이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변화되고 전승된 형태를 설명
할 수 있다. 또한, 노점의 존재로 인해 살고 죽는 시계골목의 현재는 “사람들
이 경관을 만들고, 경관은 또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Bender 2002: 136)”
경관의 특성을 보여주는 명징한 사례다.
노점상에 대한 연구는 사회 기능론적인 측면에서도 연구되었다. 강정원
(1989)은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의 유통과정, 사회경제적 조건, 생계유
지방식, 사회적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사회와 시장체계 재생산과정
내에서 저렴한 소비재의 최종판매자로서 기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시계골목에서도 노점은 시계의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계 골목
28) 벤더(Bender 2002: 135)에 따르면, 경관(landscape)이라는 단어는 유럽에서 탄생하였
다. 중세시대의 독일어 Landschaft는 봉건제 농부가 소유했던 토지처럼 작고 친숙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라는 의미를 가
지고 있었다. 르네상스시기에는 사람-문화, 남성과 여성, 자연과 토지를 젠더화 하는 등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응시 되고 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경관이 되었다.
29) 난전(亂廛)은 조선시대 전안(前案)에 등록되지 않은 신흥 상공업자의 상행위 또는 그러
한 가게를 의미한다. 조선 후기 난전의 발달은 상업계의 변화와 발전을 나타내는 사례
로 이해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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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기술자들의 작업공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계골목에 자리 잡은 단 한 명의 노점상만 만나도, 이
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별 기술자들의 네트워크와 접속할 수 있다. 시계를 처
음 의뢰받은 노점상인이 단골 기술자로부터 ‘업자 가격’을 적용받으면 손님이
직접 가져가는 것보다 공임비를 적게 내도 되고, 이로써 발생하는 ‘마진’을
취득하는 것이 관행이다.
서울역사박물관(유원지 외 2010: 64-65)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 청계천
일대에서 노점을 시작한 1세대들이 상권이 형성되며 점포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를 1.5세대들이 물려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며, 시계골목의 노점과 점포
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연구자의 조사
에 따르면, 오늘날 노점상들은 예지동의 기술자·중간상인·판매점들과 세 가지
종류의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기술자에게 노점상은 지속적인 일거리를 가져오는 단골임과 동시에,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업자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기술자에게
직접 가져가도 노점상인처럼 업자가격을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동일한 수
리 서비스에 동일한 값을 지불하게 되는것이니 손해볼 것이 없다. 노점 상인
들은 시계에 대한 경험이 기술자들과 마찬가지로 풍부하기 때문에, 시계의 문
제를 확인하고 공정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말이 통한다. 수리 기술
자 K씨에 따르면 “시계뿐 아니라 손님까지 고쳐야 하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
아도 된다는 점은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익이 조금 덜 되더라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이롭다.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
까지 기술자들은 노점을 ‘판매’ 영역의 동업자로 간주하여 자본을 함께 모아
공동의 점포30)를 열기도 하였다.
다양한 공간과 매체를 통해 시계를 판매하는 중간상인들과도 노점상은 긴밀

30) 1층에 있는 점포들은 가게의 앞 공간을 노점상에 세를 내어주었는데, 노점은 점포 바
깥에서 장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높고 장사가 잘되었기 때문에 실내에서 책상
자리를 쓰는 기술자보다 임대료가 가장 비쌌다. 노점은 김용창이 청계천 을지로 일대에
서 발견한 제조 공장들과 연계해 생산과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생산·상업자본의 결합
주도형 판매점’과는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까지는 호객행위를 통해 시계를 판매하고,
오늘날에는 시계를 의뢰하는 손님을 예지상가 등 보이지 않는 작업장의 기술자들과 연
결시켜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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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연계되어 있다. 다만, 중간상인들로부터의 새 물건 공급 및 중간이윤이 대
폭 줄었다는 점이 달라졌다. 시계 수입이 규제되던 산업화 시기(이에 대해서
는 Ⅴ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밀수 시계의 중요한 유통 경로 중
하나를 담당하던 노점들은, 오늘날 고가 시계는 백화점이나 본사 매장에서 직
접 구매하고, 중저가 시계는 할인마트와 프랜차이즈 귀금속 매점들에 밀리게
되었다. 젊은 중간상인들은 연로한 노점상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터넷
으로 빠르게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노점상들이 수 십 년동안 쌓아왔던
상업 지식과 연륜, 시계에 대한 경험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빛이 바
랬다. 그나마 같은 ‘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명품 거래가 현재까지 이
어지고 있다.
오늘날 판매점과 노점상은 유의미한 거래를 지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
로 1층에 위치한)판매점들에 귀속된 공간의 일부를 이들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임차인의 관계를 맺는다. 수천만원에 달했던 권리금을 내야했던 가판
들이 이제는 “줘도 안 가져가는 고물(전 예친회 회장 H씨, 80대)”이 되어 기
존과 같은 높은 월세는 사라졌다. 대신 전깃세와 화장실 이용료, 금고 보관료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건물주인이나 판매점 주인에게 납부한다.31) 예지동에서
시계 장사가 잘 되던 시절에는 노점상인은 주인이 없을 때 가게를 봐주거나,
긴급한 배달을 해주는 든든한 종업원 역할을 해주었다(ibid.: 65).

31) 예지상가 경비실에서 2019년 책정된 금고 보관료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이며, 이는
1970년대 가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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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1]

예지상가

[그림Ⅱ-1-2] 롤렉스 시계를 판매한 후 주변의

관리실 안쪽에 위치한 금

노점상, 기술자들에게 막걸리를 대접하는 노점

고 보관함.

상인.

예지동 시계골목에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고 좋은 일은
함께 즐기고, 슬픈 일에는 함께 슬퍼하는 상호부조 관계가 보편적으로 유지되
었으며32),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귀금속 관련 업계의 특성으로 각종 계
모임33)과 금전의 유통이 활발하였다. 이때 노점상인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32) 노점 가판대 위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사진과 같이, 노점상들은 높은 가격의 시계를 제
값에 주고 팔아 이윤이 많이 남았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조촐한 식사 자리를 열기도 한다. 손님들이 거의 없는 저녁 시간에 노점 가판대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워 막걸리 한 잔씩을 대접한다.
33) 예지동에는 재개발 논의가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계
모임이 존재하였다. 계모임은 예친회나 기술인 조합 등의 공식적인 모임과 연계 없이,
사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계모임의 가장 보편적인 주기는 한 달이었지만, 돈의 액수
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돌아가는 모임도 있었다. 계모임의 규
모는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까지 다양하였는데, 주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점포들에
서 큰 규모의 계모임을 꾸렸다.
예지동에 존재했었던 계모임의 대표적인 유형은 번호계와 낙찰계였다. 번호계는 계모
임의 첫날 인원 수 대로 2번 부터(1번은 첫 모임날이므로 제외) 적힌 쪽지를 제비뽑기
로 뽑아서, 그 순서대로 곗돈을 타는 방식이다. 번호를 뽑아서 번호계라고 하지만 순서
대로 돈을 받는다고 해서 순번계라고도 했다. 낙찰계는 계원이 제시한 이자의 크기대로
순번을 정해 곗돈을 낙찰받는 형식이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높은 이자를 써서 일찍
돈을 타고,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은 낮은 이자를 써서 곗돈을 늦게 회수하더라도 높은
이율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 외에는 명절 때 쓸 목돈을 위한 계, 한 계절 내에 끝나는
계절계, 친목 도모용으로 계주 없이 운영하는 친목계 등이 있었다.
예지동에서 장사한다고 아무나 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중간상인들은 아
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참여하지 못했고, 노점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
라도 장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끼워주지 않았다. 계주(오야라고 함)는 주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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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으로 인정되어 여러 친목모임과 거래관계에 있어 성원권을 획득하였다.
중간상인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노점 상인은 높
은 가판 임대료와 보증금이 담보로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자에게는 도구와 기술이 자본인 것처럼, 노점상들에게 중요한 자본은
현금, 그리고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1960~1980년대에는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찾는 손님은 쉽게 나타났기 때문에, 중간상인들이 가져온 시계
들을 ‘급전’을 끌어와 우선 매입하고, 손님에게 판매한 뒤 다시 갚는 방식으
로 노점 상인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였다. 혹은 시계를 먼저 내어
주고, 본래 시계값보다 돈을 더 쳐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400만
원짜리 시계를 친한 노점상에게 내어준 다음, 그 사람이 500만원보다 비싼
가격에 시계를 팔면, 시계를 빌려준 사람은 50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러
한 거래는 ‘약속어음’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서 시계 귀금속 시장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파산
하는 노점들이 생겨났고, 장사는 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에 기재된 돈을 갚지
못하는 상인들도 생겼다.34)
오늘날에는 ‘살아있는 골목’을 제외한 구석구석의 ‘죽은 골목’에는 노점들
이 거의 사라졌으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출근하던 것이 보통이던
1990년대와 다르게, 일요일은 대부분이 쉬고, 토요일에도 늦게 출근하거나 나
오지 않는 점포들이 늘고 있다. 예지상가 인근 노점상인 L씨에 따르면, 나이
가 80세 가까이 되는 연로한 노점상들은 기존의 습관 그대로 아침이면 문을
열고, 날이 지면 집에 들어가지만, 60대 이하의 젊은 노점상들은 일주일에
3~4일씩 나오며 나오지 않는 날에는 건설 현장 등 다른 곳에서 부업을 구해
생계비를 충당한다.
(2) 살아있는 골목과 죽은 골목
세운상가를 포함한 예지동 일대는 오랫동안 근대화의 상징으로서 상공인들
적인 여유가 있고, 상인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했다.
34) 오늘날 예지동에 나오는 노점상인들 중에는 받아야 할, 혹은 갚지 못할 약속어음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서로의 채무 관계를 인지하면서 매일 만나지
만, 모두가 장사가 잘 안되고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에 불편한 마음을 덮어두고
인사하며 지낸다(예지동 노점 L씨,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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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 속에 깊이 인식되었을만큼 상징적인 장소성과 지역성을 가진 지역(권
혁희 외 2010: 96)이다. 이동연이 세운상가 일대의 형성 과정을 “한국적 아
케이드 프로젝트(2009: 257-266)”로 설명한 것처럼, 이 공간은 도시 개발과
산업근대화를 빠른 속도로 이루기 위해 도심 공간의 개발성장을 압축적으로
실현하는 도시계획이었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부동산 수익,
도심 주거공간, 증가된 거주인구와 그에 따라 늘어날 세수 등의 기대는 여전
히 예지동 시계골목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2004년 2월 5일 서
울시가 해당 지역을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상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은 청계천복원사업과 병행해 진행되었으며,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업무시설(131,138㎡),
판매시설(75,173㎡), 481호의 오피스텔(52,824
㎡), 359호의 호텔(42,411㎡)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35)
13여 년 동안의 행정 절차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나머지 261개 영업장과 노점, 그
리고 새로 들어온 영업장들이 현재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 2010년 종묘 방향
으로 길 건너 인의동에 세운스퀘어라는 대체 영
업장이 마련된 이후부터, 시계골목 상인들의 이
[그림Ⅱ-1-3]

시계골목의

주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보상 문제를 신속

2019년 운영 중인 노점과

하게 합의한 상가가 밀집한 골목을 중심으로

시계 작업장 분포.

‘죽은 골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36), 이전과 같

35) 세운 4구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유일하게 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그의 “옛 도시구조를
고려해 (개발지구를) 소규모 분할하고, 구역별 여건에 따라 규모를 다양화”하는 방식이
반영되지 못했다(『연합뉴스』, “서울 세운상가 '보존'…주변은 소규모 분할개발,”
2013.06.25.)
36) 시계골목에서 죽은 골목은 철거 직전의 현장과 같이 적막하다. 그러나 보물찾기를 하
는 것처럼 골목들을 상세히 살피다 보면, 현재에도 영업 중인 점포들을 찾을 수 있다.
맥기-시야게, 가죽줄 제작, 커피배달집, 간이매점, 식당 등 예지동 골목 상권을 이루는
공생업체들이 죽은 골목 곳곳에서 영업 중이다. 죽은 골목에서 확연히 눈에 띄는 이들
은 독립적인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들이다. 시계 골목에서 시계업에 종사하는 이들 중
남편 기술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 기술자 두 명(가죽, 수리)을 제외하고, 점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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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점과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는 골목을 사람들은 ‘살아있는 골목’이라
불렀다. 시계골목의 현재 노점과 작업장의 분포를 표시한 [그림Ⅱ-1-4]에서
붉은색 네모는 노점, 파란색 네모는 작업장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사업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계골목의 한 편은 빈 점
포와 폐허가 되어 가는 건물들,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과 간판들이 방치
되어 있다. 골목을 살아있게 하는 노점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성업 중인 점
포와 작업장들은 시계골목길과 옥방길에 밀집되어 있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시계골목이 더욱 한산해지고, 빈 공간들이 생겨나며, 화
장실이 폐쇄되고 비가 새는 등 건물이 노후화되자, 이 공간에는 높은 권리금
과 임대료를 내던 기존의 상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다. 저렴한 임대
료의 이점을 찾아 새롭게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들은 인근
의 종로나 을지로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보고 모이게 되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온 이들은 노점으로, 노점에 있던 상인들은 점포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고, 좁은 공간을 나누어 쓰던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관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기대하는 서로
다른 잠재성과 가능성, 가치체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 관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Tilley 2017: 9-10). 예지동 시계 골목이라는 구체적
인 장소와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은 2019년 말 예정되었던 이주와 철
거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양상은 모두가 다르며,
그러한 다양한 기다림이 모여서 오늘날 ‘기다림의 경관들(landscapes of
waiting)’을 만들어내었다. 같은 지주라 할지라도 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
겨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지주들과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개발방식과
조건이 못마땅한 지주들의 시선은 다르다. 개발을 원치 않는 견해는 마찬가지
라 할지라도 저렴한 임대료로 더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은 임차인들의 염
원, 그리고 골목에서 산업화 시기의 향수를 느끼며 오랜 벗들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서울 노인들의 장소에 대한 애착은 서로 다른 맥락 위에 있다.
있는 여성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시계는 남자(남편)가, 귀금속은 여성(아내)이
담당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면, 귀금속 상권이 대폭 축소된 현재 여성이 운영하는 점포
들은 소수의 귀금속점과 배달커피점, 매점, 그리고 식당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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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골목의 경관들은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시공간적 맥락들, 그리고
각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인 은유가 물질화 되는(Tilley 2017: 2) 장
(field)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다림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간이다. 주어진 시공간의 조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기회
를 찾아 나가는 그들의 기다림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이다. 그리고 이러
한 기다림 속에는 개발경제의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집단적 꿈
의 세계에 내재된 “원 과거의 소망”이 담겨있다(Buck-Morss 2004[1991]:
193-194. “좌판 하나만 가지고, 최소한의 자본으로 생계가 가능했던, 잘 먹게
되고 잘 살게 되었던” 그 시대에 대한 경험과 소망이 오늘날 예지동 시계골
목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사회적 실재라고 할 수 있다.

2) 상공인 공동체
송도영은 청계천 일대의 공구상가에서 공장, 판매상, 다방, 식당, 여관, 주차
공간 등이 상인들의 일상적 행동과 거리(공간)를 중심으로 연계·형성됨에 주
목하였다(2001: 74-81). 시계골목에서 나타나는 상공인들의 관계망은 기능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시계골목은 공구상가가 아닌 전문시장·작
업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자가 조사를 할 당시에는 재개발을 앞두고
다수의 식당, 호프집, 다방이 사라지고 소수의 커피배달점, 매점, 배달식당, 일
반 식당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곳의 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연결망
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자는 큰 범주에서는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세운
상가-청계천 일대 상공업 지대 일지라도,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조건과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배달커피-매점
다양한 예지동의 상업공간들은 시계 골목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본래에는 예지동뿐 아니라 장사동, 산림동, 입정동에 위치
한 다방들이 주로 복층건물 지하와 2층에 위치해 바이어와 상담하는 사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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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자 노동자들의 쉼터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서울역사박물관 2010: 150),
2010년 이후 다방 대부분이 사라져 현재에는 그 역할을 배달커피점과 매점,
식당들이 하고 있다.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연구 시점 중간에도 상공
인들이 감소하고 있었던 만큼(혹은 장사가 더욱 어려워진만큼) 배달 식당에서
토요일에 영업을 중단하거나, 판매량이 감소해 문을 닫는 등의 변화가 있었
다. 을지로, 충무로, 종로, 광장시장 등 인근의 음식점으로 이동해 뒷풀이 자
리를 가지는 기술자들이 있는 반면, “우리 동네 놔두고 왜 딴데서 먹어?”라
고 하며 꼭 예지동에 있는 곳에서만 음식을 사먹는 기술자들도 있다. 매점과
커피 배달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수기를 비어있는
공공공간에 배치하지 않는 점, 과자나 박카스, 아이스크림, 두유 등 아무리 작
은 것이라도 꼭 골목의 가게를 이용한다는 점은 이곳 상인들을 위해 예지동
사람 모두가 지키고 있는 암묵적인 배려다.
시계골목의 주요한 배달커피점은 사나휴게실과 세운휴게실 두 곳이다.37) 배
달커피점은 기존에 ‘응접실’ 역할을 하던 (현재에는 대부분 문을 닫은) 다방
을 대신하여, 오늘날 기술자들이 손님을 맞을 때 의례적으로 연락하는 가게들
이다. 두 휴게실이 취급하는 메뉴와 운영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
이 커피 배달을 나가는 구역은 엄밀하고도 엄격하게 분할되어 있다. 시계골목
길과 옥방길의 노점은 주로 사나휴게실에서, 예지상가 전체와 시계골목길·옥
방길에서 노점이 아닌 점포를 가지고 있는 가게들은 주로 세운휴게실에서 담
당한다.
배달커피를 하는 두 휴게실은 기본 메뉴인 분말 커피 외에도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다. 냄비라면과 떡라면, 냉커피(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아메리카노),
팥빙수, 과일주스(제철과일과 야쿠르트, 얼음을 넣어 갈아냄), 미숫가루, 쌍화
차(계란 노른자가 들어감), 빵 등이다. 손님을 놓칠 것을 우려해 쉽사리 가게
를 비울 수 없는 상공인들을 위해, 전화를 하면 어느 곳이든 5분에서 10분
안에 배달한다. 세운휴게실에 주문을 할 때는 먼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위치
한 상호명을 말한다. “○○양행이요, 오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
점 이름을 단마디로 외친 후 전화를 끊는 사람도 있다. 500원짜리 기본 메뉴
37) 또 다른 커피배달집 한 곳은 조명 골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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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는 그냥 부르기만 해도 되나, 미숫가루나 라면 등 식당에서 추가적인 준
비를 해야 하는 메뉴를 주문한다면 전화를 할 때 주문할 음료의 잔 수 등을
말해야 한다.
세운휴게실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차는 500원으로, 큰 통에 든 분말로 된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프림의 양을 손님이 보는 바로 앞에서 숟가락으로 조
절하여 2L짜리 보온병에 든 뜨거운 물을 그 자리에서 부어서 타준다. 부담되
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단골손님은 하루에도 4, 5잔씩 마신다. 가볍게 접대
하고 싶은 손님이 있을 경우 전화로 배달커피를 불러 한 잔씩 접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그 자리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인원 수만큼 주문하는
것이 기본 예의이다. 티백으로 우려내는 차 종류와, 분말로 타는 생강차 등의
차 종류도 가격은 같다.
배달커피원들은 누구보다도 일찍 골목에 도착해 시계골목의 아침을 연다.
전날 나오지 않거나 늦게 나온 상인의 안부를 물어보고, 소소한 일상과 뉴스
에 나오는 사회문제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며 상인들의 말벗이 된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취향대로 설탕과 프림을 섞어 타주는 커피 한잔을 마
시며 얻는 용기로 말미암아 가판을 열어 시계를 전시하고, 비-가림판을 재정
비하고, 오늘 사용할 연장들을 닦는 것이다. 40년이 넘도록 똑같이 500원인
배달커피 한 잔은, 시계인들이 붙잡고 싶어하는 과거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다른 것들은 다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커피 배달 문
화를, 예지동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랜 연장과 같이 아끼고 중요하
게 여긴다.

[그림Ⅱ-1-4] 세운휴게실의 배달장부(왼)와 사나휴게실이 배달을
나갈 때 가져가는 준비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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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점과 식당
시계골목의 매점은 낮시간에는 간단한 식품류를 판매하는 매점으로, 저녁에
는 ‘가맥(가게맥주)’을 할 수 있는 술집으로 예지동의 상공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6평 남짓한 가게에는 2~3개의 간이식 테이블이 있다.
손님들은 대부분 예지동에서 30년 이상 일해 온 고령의 상공인들이다. 이들은
보통 닭똥집회, 홍어, 보쌈 고기 등을 택배로 주문해서 따로 가져와 소주와
맥주만 주문해 가게에 앉아서 먹는다. 별다른 안주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가게
의 주인에게 김치나 반찬 등을 조금 나누어 달라고 하기도 한다. 좁은 매점에
서 열리는 술자리는 누구나 누구에게 끼어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허락한
다. 술자리 테이블은 보통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로 구성되는데, 과거에는 같
은 업계 사람들 중에서도 동향(경북권, 이북권, 전남권) 사람들끼리 가깝게
어울렸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경향이 덜하다.
주요 음식점 또한 시계골목의 상공인들이 손님을 대접하거나 주요한 회의를
할 때 즐겨 찾는 장소였다. 손님들이 붐비던 때 각 점포에서는 기다리는 손님
을 붙잡기 위해서 그 전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동안 뒤에 오는 손님은 냉면
집에 데려가 식사를 대접하였다. 좁은 점포들에 비해 넓고 쾌적한, 그리고 맛
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당은 손님들에게 만족할만한 응접실이 되어주었다. 예
지동 바로 인근에는 한복과 맞춤복을 제작하는 의상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도 손님들을 모시고 왔다.
[사례Ⅱ-1-1]
왜 우리집이, 상생이 됐나 하면은, 옛날에는 결혼 하면은, 반지가 세 셋트,
다섯 셋트, 뭐 그만큼 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한 팀이 오면은,
고르고 정하는데 두세 시간은 기본이야. 그러면은 그 분들을 거기다 앉혀
놓을 자리가 없는거에요. 그러면, 우선 식사하고 계세요, 만약 두 팀이 왔
다, 그러면 한 팀이 고르고, 정하고 할 동안에, 한 팀이, 가족이 보통 오거
든요. 가족이 오면은, 식사부터 하세요, 하고 여기에 앉혀놓고, 식사 대접
하고 나면은, 그 팀이 고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팀을 데리고 와서.
하루에 세 팀 정도만 하면은 그거는 대박 나는 날이죠, 하하하. (원조함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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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옛날집 사장 배순희, 80대)

냉면집은 시계골목 길 건너의 예식장에서 혼례를 올린 뒤 뒤풀이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시계골목의 상공인들은 종로 인근에서 예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
았다. 꼭 시계 골목 사람이 아니더라도, 1990년대 말38)까지는 인근의 동원
예식장, 고려 예식장에서 피로연을 하러 냉면집 예약을 많이 하였다. 당시에
는 예식장에서 식만 올렸기 때문에 피로연을 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자녀를 혼인시키는 골목 사람들에 대해 냉면집 주인은 “서로 다
아는 분들이니까(원조함흥냉면 옛날집 사장 배순희, 80대)” 집에서 음식을 만
들어와 피로연을 하며 나누어 먹는 것을 너그럽게 허용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3층과 4층은 이러한 단체손님들을 위해 따로 비워두고39), 1층과 2층에서 일
반 손님을 받았다.
배달 식당은 작업장을 잘 비우지 않는 상공인들에게 매일의 점심을 제공한
다. 재개발 이전에는 예지동에도 점심을 시켜 먹는 점포들이 많아 배달 식당
업체도 다양하였고, 매달 한 번에 점심값을 선불로 내고 먹는 손님들도 많았
다. 이를 ‘월밥 거래’라고 하는데(유원지 외 2010: 96), 현재에는 거의 사라
졌으며, 매일 오전 10시~11시쯤 식당의 직원이 점포들을 돌면서 오늘의 메뉴
를 알려주며 그날의 점심값을 미리 받고 주문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주문을
받고 있다. 연구자가 조사하던 시점에는 한 곳의 식당이 추가로 문을 닫았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토요일 주문을 받지 않았다.
3) 작업장의 공간 구성
예지동 시계골목의 기술자들은 두 종류의 동업자 관계를 형성한다. 각기 다
른 분야의 기술자들이 하나의 점포에 모여서 임대료를 나누어 내고 거래처를

38) 배순희는 이를 IMF이전까지로 기억한다. 1990년대 이후 강남이 개발되고 주요 예식장
들 또한 그곳으로 옮기면서 피로연 손님은 사라졌지만, 오늘날까지도 식사를 하지 않고
가는 손님께 답례품으로 식권을 주는 문화는 남아있다. 연구자 또한 시계 수리 기술자
분들로부터 받은 식권으로 두어 번 식사를 한 적이 있다.
39) 현재 식당에서는 1층, 2층만 사용하고 있으며, 3층, 4층은 인근의 상공인들이 창고 등
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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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며 동업을 하는 경우와, 같은 분야의 기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
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다. 조사를 시행했던
2019년의 시점에서 예지동 시계 골목에 존재하였던 두 종류의 조합은 모두
유명무실한 친목 모임으로만 운영되는 상황이었다. 동업 조합의 경우 시계산
업의 전성기 시기 중장년의 나이로 주된 역할을 했던 조합의 중요한 인물들이
현재에는 8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하거나 일선에서 물러났고, 지역 재개발의 영
향으로 기술자들이 봉익동과 세운스퀘어, 종묘로 흩어졌다. 또한, 젊은 기술자
들의 유입이 끊겨 조합을 구성하고 이끌만한 규모로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다. 작업공간을 함께 사용하던 동업자들은 골목과 상가에 빈공간
이 많이 생기자 기존에 같이 영업을 하던 기술자들이 저렴한 임대료 덕으로
따로 독립해나갔다.
전진사(~현재)

동도사(1977년~현재)
수리
수리
(삼미사)
문자판
문자판
(예탑)
시야게
→

수리(주인)
시야게

도금(전진사,
예지동)

땜(줄)
→
선반
도금
시야게(전진사,
유리
봉익동)
문자판
노점
전일사(1974년~현재)
일반수리
전자수리
선반
선반(주인)
→
(예지상가
문자판
2층)
후지

(주인)

시야게

도금

(동도사,
세운스퀘어)

유리
형제사(1970년~현재)
수리
수리
탁상시계
유리
선반
유리
→
시야게-도금
시야게-도금
(주인)
문자판

[표Ⅱ-1-2] 예지동의 규모 있는 연합 수리점의 형태 변화(강조: 주인)

[표Ⅱ-1-2]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예지동 연합 수
리점의 공간적 형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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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용 관계는 아니고, 자기 업으로 하는” 수리점은 1970년대 형성되어
1990년대 후반, IMF를 넘기며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점포들은 1층일 경우
노점까지 세를 내어주었는데, 노점은 점포 바깥에서 장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높고 장사가 잘되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가장 비쌌다. 현재에는 당시
점포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자가 대부분이며, 또
다른 상점의 이름을 만들어서 분리돼 나가기도 하였다. 전진사와 형제사처럼
두세 분야가 살아남아 함께 작업하는 예도 있다.

[그림Ⅱ-1-5] 예지동의 규모있는 연합 수리점의 형태 변화. 여러 명의 기술자가
모인 큰 점포는 개업을 계기로 상호 이름이 박힌 거울 등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약국과 금은방도 신년이 되면 으레 하던 것처럼 상호명이 박힌 달
력을 넉넉히 제작했다.

2. 수리 네트워크
1) 도와주는 사람들: 거래처-단골관계
기술자들의 다른 업계 사람들에 대한 지칭은 종종 이들에 대한 무의식적 우
월감을 표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기술자들은 기술자이지만 실제
로는 장사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 혹은 상인들을 “장사꾼”이라 하며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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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없음과 불안한 소득을 꼬집어 이야기한다. 반면 상인들은 기술자들을
(한때 상인들로부터 고용돼 일하던) “기사들”이라고 칭하며, 자본이 없어 투
자를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돈을 만지지 못했던” 이들로 일축하기도 한
다. 기술도 없고 자리(점포나 노점)도 없는 중간상인들은 ‘발바리’로서 가장
천대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꾼”은 “기사”들에게, “기사”들은 “장사꾼”들에게
도움이 되며, 중간상인은 장사꾼과 기사들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존재다. 시야게 기술자 양길태(80대)는 자신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도
와주는 사람”이라 일컫는다. 자신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손님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이익에도 보탬이 되어주기 때문이
다. 거래를 통해 상대를 도와준다는 인식은, 본인이 손님일 경우에도 같은 방
식으로 적용된다. 특정한 고물상, 혹은 기술자와 거래 관계를 가지는 배경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 유독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
다. 예컨대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픈 가족이 있거나, 나이
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업활동을 지속할 경우, 이를 근거로 사람들은
조건 없는 호혜와 편의를 베풀기도 한다.
[사례Ⅱ-2-1]
하루에 서너사람 해서 먹고 사나? 열, 아홉명은 되어야 먹고 살지?만 원
짜리 도와 준 사람 있고, 이 만원 짜리, 오 만원 짜리, 십 만원 짜리 도와
준 사람도 있고. 또 이 삼십만원 도와준 사람 있고 그러닌까. (예지동 시
야게 기술자 양길태, 80대)
[사례Ⅱ-2-2]
노인네가 벌어먹으려고 다니닌까 동정을 해줬어, 우리가. 도와주듯이. 같은
값이면 할머니 줄라 그러구. (…) 말하자면 60대나 그런 사람들 있는데,
가급적이면 노인네 도와드릴라구 우리가 갖다가 드리지. 벌어먹을라구. 이
게 직업이라는게 진짜 구구각색이야. 말도 못하지 뭐. (예지동 수리 기술
자 K씨, 80대)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단골은 책임과 비용을 공동으로 나누는 관계다. 서로

- 44 -

의 단골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를 통한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뒤끝’이 없도
록 확실하게 소통해야 한다. 기술자는 자신의 작업을 온전히 이해하고, 문제
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사람을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선 단골
관계로 인정한다. 단골에게는 자신이 평소에 책임지지 않는 공정을 그냥 해준
다든지, 공임비를 조금 덜 받는다든지, 돈이 아닌 물건으로 대체한다든지의
암묵적 호의가 제공된다. 예컨대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은 평소 고급 시계의
경우, 문자판만 따로 뜯어온 물건만을 작업한다. 문자판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부속이 분실되거나, 드라이버로 기계를 잘못 건드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시계 파손 사고가 났을 때 단순히 자신이 공정 일부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을 떠안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단골들은 자신이 솔직하게 말할 때 그것을 믿어주고, 또한, 설령 실수했다고
할 경우에도 뒤처리를 말끔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통상적 거래와는 달리 위험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높
은 공임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공임비 책정에 대해서는 Ⅴ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공임비는 훨씬 낮아지고, 노점이 그 이윤을 취해서
생업활동이 가능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시계 골목에 있는 노점은 가벼운 수리
나 배터리 교체는 직접 하지만 대부분은 상가 내 위치한 기술자들에게 손님의
시계를 맡기는 역할을 하고 중간이윤을 챙기는 식으로 소득을 얻는다. 이러한
노점의 역할 덕분에 손님은 노점에 맡기나 기술자에게 맡기나 같은 값을 지불
하고, 기술자는 불필요한 설명이나 오해 없이 시계를 만질 수 있게 된다. [사
례Ⅱ-2-3]에 따르면 문자판 기술자인 오석영은 시계의 기계(movement)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지만, 수리 기술자들만큼의 전문 기술은 없다. 따라
서 시계 머리를 통째로 받을 때 그것에서 문자판을 분리할 때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우려한다. 값비싼 시계는 기계를 통째로 보관하고 있는 것 자
체가 부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감 대부분을 머리 통째로가 아니라 문자판만
따로 분리하여 달라고 부탁하는데, 단골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
을 때도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을 감수하고 문
자판 분리를 직접 하는 것이다.
[사례Ⅱ-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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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은 다 뜯어오라고 그래. 중고시계는, 뭔 일 있으면 망가진다고. 트
집을 잡아요. 저 사람은, 자주 오는 사람인데, 만약에 안 가면, 자기가 알
아서 해결을 할 테닌까, 나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야. (예지동 문자판 기
술자 오석영, 80대)
[사례Ⅱ-2-4]
손님: 얼마에요?
박형군: 이따 막걸리나 사와, 새꺄. (예지동 줄땜 기술자 박형군, 70대)

이처럼 ‘중간이윤’으로 먹고 사는 이들은 부품과 시계를 유통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사람과 사람을 매개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젊은 나
이에 노점 없이 시계만 사고파는 중간상인을 하면, 특히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연로한 중간상인들의 틈새를 공략하여 “인터넷 장사”를 할 경우, 연장자
기술자들로부터 젊어서 고생하며 자기 기술 배우려는 생각은 안 하고 “쉽게
돈 버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찍히기도 한다. 특히 이베이(e-bay)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유통경로를 개척한 ‘백인 외국인’ 중간상인
의 경우에는, 좋은 중간이윤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랫
동안 거래를 했더라도 저렴하게 값을 쳐주지는 않는다. 반면 인터넷이 익숙하
지 않아 전통적인 유통 방식을 지속하는 단골은 마땅히 호의를 받을 수 있다.
단골은 기술자의 분야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연구자는 선반, 시야게-도금,
문자판 기술자의 단골-거래관계 현황을 아래 [표Ⅱ-2-1]로 정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의 거래처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그림Ⅱ-2-1]의 지도로 나타내었다.

[사례Ⅱ-2-5]
자주 오고 옆에서 자주 거래하는 사람들은 여기[전화번호부]다 안 적고.
빨리 가 버리닌까. 떨어져 있어야 이제 서로 통하고[연락하고], 부탁하고,
일 맽기고 그러는거이지. 우리 거래처 다 알라하면 많지. [핸드폰에는] 좀
친밀한 사람들만 적은거지. (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양길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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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1]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의 거래처 분포. 위의 지도는 종로
구 예지동을 중심으로 한 분포를, 아래 지도는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
내었다. 붉은색-노란색-푸른색 순으로 밀집도가 높다. 전국 각지에 위
치하는 현존하는 시계점들 상당수는 배터리 교체 등 간단 수리밖에 할
수 없기에, 대대적 수리가 필요한 시계들은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대도시의 유명 시계 수리점, 그리고 종로구 예지동으로 의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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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수 (시계 부품 선반) 출처: 직접 구술 - 단골관계
분야
지역
수리
41명 예지동(예지상가)
문자판
2명
세운스퀘어/봉익동
노점/중간상인
7명
남대문
줄
1명
기타
양길태 (시야게-도금) 출처: 휴대폰 전화번호부  거래처
분야
지역
판매(수리)-귀금속
33명 예지동
세운스퀘어/봉익동/
노점/중간상인
16명
동묘/황학동
줄, 문자판, 유리 등 타 업종 13명 남대문
같은 업종(도금-시야게)
4명
장사동, 산림동
약품, 재료
8명
소속없음(중간상인)
기타수리(가방, 카메라)
2명
기타
시계 공장
3명
오석영 (문자판) 출처: 명함집 - 거래처
분야
지역
판매-귀금속
54명 예지동
수리업
세운스퀘어/봉익동
(도금, 시야게, 유리, 문자판, 41명
/동묘/황학동/묘동
수리, 선반, 고물상, 골동품)
약품, 재료, 필름, 부품, 공구 25명 남대문
생산-조립업체(판촉 포함)
63명 장사동/산림동/입정동/예지동
중간상인은 명함 없으므로 산정되지
기타
않음

26명(6명)
3명
6명
16명

23명
24명
4명
2명
14명
12명

46명
12명
1명
12명
112명

[표Ⅱ-2-1] 전일사·전진사·예탑의 단골-거래관계 현황

먼저, 선반 기술자 이병수는 자신의 핸드폰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자신이
‘단골’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구분하여 구술해주었다. 그가 간
주하는 단골의 범위는 51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시계 수리 분야에 종사하는 기
술자들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계 부속을 깎기 때문에 주로 시계 수리 기
술자, 혹은 그들에게 물건을 의뢰하는 중간상인들이 주로 이곳을 찾기 때문이
다. 시야게와 도금을 하는 양길태(70대) 또한 기술자 단골이 많지만, 이들은
주로 시계를 직접 고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예지동 외 지역에서 금은방을 하
면서 시계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물건을 예지동으로 가져와 업자 수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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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다(오창현 2012: 71-75).40)
[사례Ⅱ-2-5]에 따르면 양길태는 자신의 핸드폰에 입력된 사람들 중 시계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연구자와 함께 분류하였는데, 거리가 아주 가까
워서 자주 만나는 진짜 단골들은 그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림Ⅱ-2-1]과 [표Ⅱ-2-1]에서 한때 시계 생산에 참여했었던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70대)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명함집을 연구자가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 그가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인지를 기억하
는 183곳의 거래처 중 54명은 시계와 귀금속을 판매하는 가게들이었고, 41명
은 시계 수리의 모든 분야(선반, 시야게, 수리, 유리, 문자판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었으며, 25명은 약품과 재료, 문자판 인쇄에 필요한 필름을 파는
공구상·인쇄소, 63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시계들의 조립업체들이었다.
오석영은 시계 대리점, 시계회사 직원들과의 단골 관계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
다.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그가 시계생산에 참여하였기 때문
이다(Ⅴ-2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 173쪽) 이처럼 단골 관계는 기술자의 작업
특성에 따라서 그 형태에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까운 지역, 협력 분
야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사례Ⅱ-2-6]
예, 그 사람들하고의 인맥관계나 이런 데서. 나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다
른 사람이 가도 안 줘요. 벌써 뿌리가 내려져가지고. 그리고 평소 인맥 관
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해야 되고, 계산은. 뭐 싸게, 한번에 그냥
확 돈 벌라고,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고물상 A씨, 70대)

단골관계의 형성은 기술자뿐 아니라, 이들의 작업장들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모으는 고물상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도보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물상은 걸
어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이들이다(강재성 2016: 77). 고물상 A씨
40) 전국 각지의 시계 기술자들이 예지동으로 와서 어려운 수리를 의뢰하는 내용은 국립민
속박물관에서 간행한 『교동도의 시계수리공과 이발사』에 등장하는 황세환 기술자의 사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책에서는 시계를 수리하는 일이 “원리는 간단하지만 부품이
세밀하고 다양해서 전화로 설명하여 소포로 주고받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강화군
교동도의 시계 수리 기술자 황세환이 뱃길을 이용하여 강화, 인천, 서울을 오갔던 내용
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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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에게는 손님이 포기한 죽은 시계들을 서랍에 묻어놓는 기술자와 노점
뿐 아니라, 주인이 가져가지 않는 시계와 귀금속을 처리해야 하는 전당포가
중요한 거래처다. 이때 단골 가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뚫어놓는다”라고 표
현하며, 기존에 다른 고물상이 물건을 가져가는 가게는 “영역을 존중하는 차
원에서” 가지 않는다. A씨는 한 번에 크게 거래를 해서 “고물을 팔면 돈이
된다”는 인식을 상대에게 심어주고, 그다음 거래 때도 그만큼의 분량을 모으
게끔 독려하는 식으로 단골을 만든다. [사례Ⅱ-2-6]에서 고물상 A씨는 정확
한 거래와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합당한 가격이 단골 관계 유지 비결의 핵
심이라고 말한다.41)
[사례Ⅱ-2-7]
연구자: 그럼 할머니는 시계 일을 처음 시작하신건, 할머니가 맞죠.
고물상 A씨: 할머니가 처음에 눈을 뜨신거죠.
연구자: 그쵸. 눈을 처음에 떠서, 아 여기 배터리가 돈이 되는구나, 그거를
아셨던 분이죠?
고물상 A씨: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눈을 떠가지고, 회사까지 가르켜주고.
연구자: 선생님은, 또 선생님 나름대로, 그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고물상 A씨: 그렇죠. 서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고물상 A씨,
70대)

[사례Ⅱ-2-7]에 따르면, 고물상 A씨는 이러한 기술을 1980년대에 그에게
고물상 기술을 알려준 B씨(형 엄마, 90대)로부터 배웠다. 그녀는 자신의 거래
처를 A씨에 소개하며, A씨가 점차 자신의 활동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었다. 그러한 그녀를 A씨는 “형 엄마”라고 불렀다. 처음 고물상 기술을
배운 지 40년 가까이가 흘러, 형 엄마는 시간이 갈수록 노쇠해졌고, 그녀를
41) 도보꾼의 단골관계 형성과 유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강재성(2013: 82)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가게를 깨끗이 치워주는 식의 반대 급부를 수행
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거래처 관리 관행을 설명한다. 시계골목의 사례에서는 고물에
대한 값을 쳐주거나, 가치가 있는 부품을 눈여겨보았다가 챙겨주는 고물상들의 관행을
이와 비슷한 반대 급부 현상으로서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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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기 위해 고물상 A씨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나누거나, 그녀의 물건을 좋은
값에 쳐주기도 했다. 그렇게 고물상 A씨와 형 엄마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업
자이자 주요한 단골이 되었다.
2) 죽이고 살리는 시계
시계 수리는 의뢰인과 기술자 사이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사물과 사람의 끝
없는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사람과 사물 간의 연결망은 시계 수리에
있어 가장 가깝고 긴밀한 연결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기 위해 기술자들이 시계를 일종의 생명체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애착을
가지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넷은 “아무 말 없는 물건”에 인간의 속
성을 부여하는 장인들의 행위와 이러한 의인화에 담겨있는 비유와 상징의 기
법을

벽돌과

대화하는

벽돌공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2010[2008]:

222-236). 그리고 이러한 장인들의 물질의식이, 사람들이 물건 자체를 보는
의식을 고양할 수 있고, 그로써 물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ibid.).

신체표현

시계 부위

동사
도망가다, 튀다, 대기하다, 먹다,

몸

시계, 혹은 부품

기어나오다, 살리다, 죽이다, 늙다,

눈
얼굴

바늘
문자판-유리

노안에 걸리다
흔들리다
세수시키다

다리

기어가 있는 부품

절룩거리다

심장‧머리

유사, IC

입
위
식도‧내장

용두
태엽
기어

뛰다, 멈추다, 돌아가시다,
치매 걸리다
먹다
밥 주다, 배고프다
소화시키다

[표Ⅱ-2-2] 의인화되는 시계

이러한 그의 관점은 시계를 마치 아픈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지칭하고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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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계 기술자들의 말과 행동에 유효하게 적용되었다.42) [표 Ⅱ-2-2]에 따
르면 수리 과정에서 고장난 기계는 마치 사람처럼 다루어지며 기술자와 상호
작용을 한다. 시계는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밥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움직
이기도 하며, 내부의 질병을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눈(바늘)을 통해 진단받
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진 ‘상이군인’으로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작업대에서 기술자는 의사가 되어 환자(시계)의 질병을 진단하고 처치하고 돌
본다. [사례Ⅱ-2-8]의 수리 기술자 O씨와 같이, 시계 골목의 기술자들은 시
계와 기술자의 관계를 종종 환자와 의사의 관계처럼 묘사하곤 한다. 이러한
물질의식은 시계를 “살아있는 물체”라 표현한 시계 수리 기술자 겸 (전) 예
친회 회장 김선식의 구술 내용 [사례Ⅱ-2-9]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례Ⅱ-2-8]
의사가 오진도 있지만은 자기가 환자를 고치다가 망가뜨리는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의료사고라 그러잖아. 시계도 똑같아, 그런 경우가 있어. 시계도 없
다고 볼 수가 없지, 일하다가. 그러면은. (예지동 수리 기술자 O씨, 60대)
[사례Ⅱ-2-9]
기계래는 것도 살아있는 물체기 때문에 그 물체가 자유자재루 움직일 수
있는 장애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만지는 그런 재능이 필요허다는 얘기지.
((전) 예친회장, 예지동 수리 기술자 김선식, 80대, 유원지 외 2010:
222-223).

이는 기술자의 예측을 벗어나는 증상이나 반응이 발생하였을 때 더욱 선명
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시계 부품이 안 보이는 비상
상태에서 기술자는 “부품이 튀었다”, “빨리 기어나와라”, “도망가버렸네”라고
말하며 부품을 빨리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43) 또한, 수리가 가능할 것 같
42) 기술자들 중에서는 과거 ‘시계병원’, ‘시계대학병원’ 등의 상호로 가게 문을 열었던 사
람도 있었다.
43) 시계를 다루는 전반적인 기술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곤혹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는 부품의 분실이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해도 작고 가벼운 부품이 옷깃에
묻어 떨어지거나 내쉬는 숨에 날려 어딘가로 굴러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
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눈앞에서 사라지는 부품을 보고 기술자는 망연자실함과
원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부품이 사라지면 같은 것으로 구입해서 넣거나, 선반집에
가져가서 새로 깎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속용 시계들에서 같은 것을 찾아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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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시계의 속을 막상 열어보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돌아가셨다”,
“심장이 멈추었다”, “회복 불가능한 치매에 걸렸다”라고 체념하기도 한다. 이
러한 의인화는 시계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잘 모르는 손님들에게 자신들이 하
는 작업의 의미와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데 쓰인다. 또한 사물(시계)과 기술
자의 1:1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수리 과정에서의 무료함을 달랠 뿐 아니라 작
업하는 대상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면서 작업 의욕을 높인다.
기술자와 사물의 연결은 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직접적 접촉과 절대적으로
걸리는 시간에 의해 더욱 긴밀해진다. 기계식 시계는 그것을 고칠 때 바로 수
리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타임-그래퍼라는 기계로 그 순간의 진동수는
알 수 있지만, 태엽이 풀리는 과정에서 그 값이 조금씩 다르므로, 하루 정도
는 와치 와인더(watch winder)라고 하는 회전하는 시계 거치대에 걸어서 시
간이 맞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재미있는 점은, 기술자가 직접 손님의 시
계를 차고 다니면서 시계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간상인
들이 자신이 고쳐서 판매할 시계를 양 팔뚝에 여러 개씩 차고 다니는 것처럼,
기술자 또한 때때로 자신이 고치는 시계를 직접 착용하면서 기계를 이해하고
즐기는 기회를 얻는다.
기술자들은 수리해서 시계를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계를 “살린다”고
하고, 고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손상되어 부품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태
를 두고는 시계가 “죽었다”고 한다. 시계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입원실에 대기” 시켜놓고 짧게는 1달, 길게는 몇 년까지 고민
하며 고쳐야 하는 것도 있다([사례Ⅱ-2-10]). 오래전 만들어져 부품 수급이
어렵고 복잡한 시계들이다. 주로 공식 대리점이나 집 근처 수리점에서 거부를
당하고 마지막 대안으로 예지동까지 몸소 들고 찾아온 시계들로서, 특별한 기
해야 하는데, 부속이 유실된 시계가 고급 시계일 경우에는 유실된 부품도 ‘순정품’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난감하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자들
은 시계 부품 찾기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 책상 근처 바닥의 먼지를 한 곳으로 모아
자석을 휘적거리거나, 책상 위의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다 옮겨둔 다음 잡동사니들을
책받침으로 쓸어모아 기스미(돋보기)를 가까이 대고 하나씩 옆으로 치운다. 책상과 얼굴
의 간격을 이리저리 바꾸어서 눈의 초점을 맞춰본다. 부품이 유실될 경우 이렇게 찾는
과정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상 반복된다. 그러면서도 ‘며칠 뒤 갑자기 기어 나와 반
드시 찾게 된다’는 기술자들의 경험담은 분야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공유되고 재생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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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이나 사연을 담고 있는 물건이 많다. [사례Ⅱ-2-11]처럼, 일반적으로 고치
는 시계가 아니라 품은 많이 들지만 공임비를 많이 받기도 애매한 이런 시계
를 단골들은 기술자들에게 억지로 버리듯 맡기고 간다. “나 이거 그 돈 받고
못 고쳐”라고 말하는 기술자에게 “1년 뒤에 올테니, 잘 좀 해주쇼”하고 시계
만 남기고 떠난다. 이 때 손님은, 시계를 맡은 기술자가 그 시계를 차마 버리
지도, 팔지도 못하고 무슨 수를 써서든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례Ⅱ-2-10]
이것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거야. 유품이야, 유품. 유품인데, 이게 20만원
주고 누가 수리하겠어, 유품이야. 근데 이걸 내가 살려주려고, 이걸 벌써
한 두 달 됐는데도 못 살리고 있는거야. (예지동 수리기술자 함영기, 60
대)
[사례Ⅱ-2-11]
안 돼요, 안 돼요 해도, 던져놓고 가는 걸 어떻게 해. 던져놓고 가, 그냥.
아이구 이거, 나 타산 안 고쳐, 못 고쳐, 이래도, 그냥 던져놓고 가. 아이
구, 아무때나 해줘요. 안 된다 그랬잖어, 그러면 그때뿐, 어떻게 됐셔?
아, 이거 부속이 깨져가지구 어쩌구 그러면은, 아유, 시간 많으닌까 천천히
해주쇼, (예지동 수리기술자 김인섭, 70대)

이러한 돌봄은 서로 간의 의미와 행동을 만들어내는 적극적 행위로서, “상
호적 관계와 의존성의 사슬(Jackson 2014)”로 얽혀있다. 시계를 고치는 행동
에는 시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미들이 반영되어 있다. 시계가
기술자로부터 새 삶을 부여받는 것처럼, 시계의 주인도 일상생활 속에서 시계
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다. 시계를 고치기로 한 그의 결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소통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행위는 수리 작업의 고유한 속성을 잘 설명해준다.
3) 사물의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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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까? 이를 살펴
보기 위해 연구자는 기술자가 아니라 중고시계를 취급하는 중간상인의 이동
경로와 경제활동을 살펴보았다. 중고시계 거래에 있어서 황학동제 시계는 가
장 저렴한 시장에 속한다. 황학동 중간상인의 손을 오가는 시계들로 가격대에
있어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시계를 취급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간상인 G씨는 하루 이틀 동안 ‘중고품을 싸게 파는 시장
(안주영 2006: 13)’으로 알려진 황학동 시장 일대에서 헐값에 파는 시계들을
구해 그중 네다섯 개의 시계들을 수리 기술자 K씨에게 가져온다. 수리 기술
자 K씨는 시계들을 살펴보며 문제를 확인하고, 처치할 내용과 공임비44)를 책
정한다. 배터리 교체, 유격 조정, 작동법 미숙, 오차 조정 등 그 자리에서 바
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수리이면 몇천 원밖에 하지 않지만, 부품이 오염되었
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본격 수리를 해야 한다. 고급 시계의 본격 수리비는
7~20만 원에 달하지만, 업자들이 의뢰한 가짜 시계의 경우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이면 해결이 가능하다(공임비 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Ⅴ장에서 후술한
다). 기술자는 제시하는 공임비가 적절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손님에게 시
계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부품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것인지 등을 설명한다.
기계 오작동 시 일부 부품만 처치하면 되는 기계식 시계와 달리, 저가형 IC
회로로 움직이는 쿼츠 시계는 회로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회로 자체를 새로
구입해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가 진행된다. 이때 기술자의 최소한의 공임비
와 부품비를 합한 값이 본래 시계의 가격과 엇비슷하거나 이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계식 시계라 하더라도 파손된 부품의
주문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비싸면 중간 이윤을 더한 가격에 손님이 해당
시계를 살 가능성이 작아지므로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
를 포기한다. 중간상인 G씨가 하루에 10개의 시계를 가져왔는데 2개의 시계
만 살릴 수 있고 나머지 시계들은 수리할 수 없거나 부품값이 높게 청구된다
면, 그날은 ‘공친 날’이 되고, 그 시계들을 판 중간상인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44) 중간상인 업자 수리의 경우 일반 수리보다 4~50% 가량 저렴한 공임비를 적용받는데,
그 이유는 수리 후 익명의 손님들에게 재판매 되는 시계들이기에 재수리가 들어오지 않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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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45)
이때 수리가 포기된 시계들은 중간상인 G씨가 다시 가져가 다른 중간상인
에게 팔거나, 수리 기술자 K씨에게 버려진다. 버려진 시계들은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K씨가 손님이 없는 날 짬을 내어 고친 후 다른 중간상인에게
판다.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시계를 고치는 데 부품으로 사
용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죽은 시계는 이따금 들르는 고물상 B씨(90
대)에게 한동안 모은 배터리와 함께 1,000원도 안 되는 헐값에 판다. 예지동
과 봉익동, 황학동 일대의 시계 수리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고물상 A씨
(60대)와 B씨(90대)는 이렇게 수집한 시계와 배터리들을 황학동 시장에 재판
매한다.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중요한 부품을 적출하여 필요로 하는 업자들에
게 넘긴다. 마지막에 남은 부산물들은 큰 포대기에 모아서 고철로 처리한다.
벼룩시장에서 재판매된 시계 중 일부는 시계 재생을 취미로 하는 일반인이나
중간상인의 손에 들어가 다시 예지동의 수리 기술자에게 돌아오기도 한다.
[사례Ⅱ-2-12]
그게 산업의, 산업의 순환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시계가 한 15톤 있어요.
15톤 있으닌까, 나이가 먹으면은 그런 것들을 쌓아놓는거지. 부가가치가
큰 거거든요. 창고에 쌓아놓는 거에요. 남들 보기에는 쓰레기야. (…) 하나
의 상품에서 소모가 돼가지고 소모품으로서 기능을 다 하게 되면, 그것이
고철 쪽으로다가, 고물상으로 흐르죠. 이, 시계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고철화 되기 직전에, 건지는 게 있어요. 무브 쪽에서, 그 외제 무브가 들
어간 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수리하는 사람들한테, 뭐 IC가 살았다던지,
코일이 살았다던지, 오시도리가 살았다던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닌까, 그걸 새거를 사려면 너무 비싸요. (고물
상 A씨, 60대)

45) 따라서 중간상인 G씨는 되도록 신임이 두터운 중간상인, 고물상들과 거래를 지속하며
살릴 수 있는 시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영업 노하우를 축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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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2] 고물상 A씨가 예지동 일대에서 고장난 시계를 구입해 집안에
서 선별하고 접이식 카트(수레)에 실어 이동하는 모습이다. 제일 오른쪽 사
진에서는 고물상 B씨가 황학동 시장에서 고장난 시계를 몇 천원에 판매하
고 있다.

수리 기술자 K씨는 이따금씩 자신이 수리를 포기해 다른 중간상인에게 넘
어간 시계가 다시 가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시계가 정말 흐른다”고 느
낀다. 이와 함께, “이렇게 시계가 흘러야 경제도 흐르니”, 업자들이 의뢰하는
시계들은 돈을 많이 받고 완전하게 시계를 고치는 것보다, 돈을 조금 받고서
라도 “심장이 뛰게끔” 불완전하게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시계를
아주 완벽하게만 고치면 그것을 고친 기술자야 명성과 높은 공임비를 얻을 수
있겠지만 중고시계를 손님의 눈높이에 맞도록 ‘싸게’ 팔아야 하는 중간상인들
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중간상인들이 정성 들여 고치고 다듬은
시계들이 투자한 만큼의 가격으로 모두 팔리리라는 보장도 없고, 손님들은 일
단 중고라고 하면 아무리 상태가 새것과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사고자 하니, 시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받는 가격으로부터 중간상인과
기술자가 시계를 새것처럼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일단 시계가 팔릴 수 있게끔 적당히 고쳐놓은 다음, 그것을 사간 손
님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다시 수리점을 찾으면, 기술자로서는 다른 기술자에
게 일거리를 줄 수 있을뿐더러, 팔리지도 않는 시계를 애써 완벽하게 고치는
‘과잉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중고 시
계의 상품화 과정이 탄생한다. 이러한 시계 수리의 네트워크는 상품에서 쓰레
기가 되는 고장 난 사물의 생애 경로를 다시 상품으로 전환한다. 업자용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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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거래하는 중간상인과 기술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적당히 고
치는 관행’은 예지동 시계 골목을 중심으로 한 사물의 안전망(safety-net for
materials)을 지탱하는 중요한 상업 기술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수리 기술자 K씨는 그가 ‘장사를 잘하는 나까마’로 인정
하는 G 씨(중간상인, 60대)의 “일단은 깨끗이 만들어” 파는 상업 기술을 설
명하였다. 중간상인은 고장이 나거나 겉모습이 훼손된 시계를 싸게 구입해 기
술자들에게 가져가 수리비를 들여 고친 뒤 깨끗하게 만들어서 훨씬 비싸게 판
매한다. 시계를 싸게 구입해 비싸게 판매할수록 중간상인의 이윤이 커진다.
[사례Ⅱ-2-13]
그 G씨는, 장사꾼이야, 그 사람은. 왜 장사꾼이냐, 그걸 내가 이야기 해줄
테닌까 들어봐요. 물건은, 예를 들어서 망가진거 사잖아. 망가진 거를 싸게
사는 거지, 한 마디로. 수리비 대고. 그래가지고 들이는데, 이 망가진데가
한 군데가 망가진게 아니잖아. 맥기도 해야지, 재생도 해야지, 줄도 갈아야
지, 유리 갈아야지 줄 갈아야지, 엄청나잖아. 뭐 수리할게. 그러면, 깨끗이
만들어요, 물건을 일단은. 깨끗이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거지. (수리 기술자
K씨, 80대)

물론 이러한 ‘적당히 고치는 관행’은 높은 공임비를 받고 완벽한 수리 기술
을 펼칠 수 있는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장인의식과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해 고급 시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술자들(Ⅴ-1장 참고)은 ‘황학
동제 시계’를 회피한다. 따라서 수리의 과정에는 장인의 기술과 기능에 국한
된 장인의식을 넘어선, 다양한 주체들이 시계를 중심으로 함께 구성해내는 집
합적 장인 ‘의식’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자가 시계를 온전히 고
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계를 고쳐야 한다는 손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시계 수리에 들어가는 적정한 정도의 공임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고장이 나거나 낡아서 훼손된 시계의 겉모습을 보고 그것의 잠재적인 가치를
발견하여 수리한 다음 시장에 내놓는 중간상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따라서 쓰
레기와 다름없는 시계들이 기술자들의 작업대 위에 오르게끔 하는 시계 수리
네트워크는, 물건을 고치는 실천(practice)이 개별적이면서도 집합적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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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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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3] 고장난 시계가 수리되거나, 재사용 되거나, 폐기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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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의 수리가 집합적이라는 점은, 시계를 살리는 과정과 상반되는 죽
이는 과정, 즉 ‘죽도록 두는 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시계골목에서
죽은 시계는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모든 종류의 시계다. 여기에는 회복 불가
능해 고물처리 되는 시계뿐 아니라 손님들이 수리를 맡겨놓고서는 찾아가지
않는 시계들도 포함된다. 수리의 필요성을 느껴 의뢰하였으나 막상 찾아갈 때
가 되자 수리비가 부담되었던가, 혹은 그 밖의 여러 이유로 인하여 찾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시계는 아무리 좋은 시계라 하더라도 네트워크 내에서는
상품이 될 수 없다. 기술자의 K씨의 서랍 속에는 그가 예지동으로 자리를 옮
긴 지난 4년 동안 쌓인,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시계들로 채워져 있었다. 바
늘이 멈춘 채46) 오지 않을 손님만을 기다리는 시계는, 물질적으로는 상품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음에도 상품으로서 가장 불완전한 관계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림Ⅱ-2-3]은 고장난 시계들이 주인과 기술자, 중간상인, 노점상인, 시계
애호가 등과 맺는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흐르는 경로를 재구성한
것이다. 문제가 확인된 시계는 수리 혹은 수리 포기의 결정 과정에 놓이게 된
다. 수리를 진행하기로 하면 본래 주인이 이용하게 되거나 중간상인들과의 거
래를 통해 중고품 시장의 상품으로 진열된다. 기술자는 수리가 포기되어 버려
진 시계를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가 고쳐서 다른 중간상인에게 팔거나, 다른
시계를 고치는 데 일부 부품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남은 시계들은 모아두었다
가 이따금씩 들르는 고물상들에게 한꺼번에 넘긴다. 고물상들은 이러한 시계
들을 시계 배터리들과 함께 500원, 1,000원에 구입해 폐자원센터에 고철로
넘기거나, 황학동 중고품 시장의 노점에서 2,000원~3,000원에 일반 손님들에
게 판매하거나, 일부 부품을 추출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술자들에게
고철값 대신 넘겨준다.
기술자, 손님, 중간상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그림Ⅱ-2-3])는 버려지는 시
계들을 구원하는 사물의 안전망(safety-net for materials)으로서 기능할 뿐
만 아니라, 도심 공간에서 물질을 순환시키는, 기술자들의 말마따나 “시계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로서 작동한다. 이러한 연결망 형태의 물질·
46) 전자시계라 하더라도 배터리를 오랫동안 끼워두고 있으면 배터리 액이 흘러나와 시계
가 부식될 수 있으므로 배터리를 제거해 놓는다. 기계식 시계는 사람이 차고 다니지 않
으면 저절로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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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물질적 기반시설을 통해 시계라는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대상물들은 업사이
클링(upcycling)·빈티지 상품, 전통이 살아 있는 시계골목, 생산도시와 같은
“문화적, 사회적, 도시적인 것들로 거듭난다(Graham 2010: 1)”. 그리고 시계
의 이동 과정에서 봉익동과 예지동, 황학동, 동묘 일대는 관계의 공간으로 재
편성된다. 이 일대에 어떤 시계를 가져가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은,
시계 네트워크라는 조직·체계들이 현대 도시에서의 일상생활의 보이지 않지만
전제되고 (자연적인 것이 아님에도) 자연화된 근본적인 바탕이라는 사실을 증
명한다(ibid.).47) 따라서 물건이 고장났을 때 종로와 청계천 일대로 가져가면
고칠 수 있다는 서울 사람들의 상식, 물건이 고장나면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실천, 그리고 도심 공간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시계를 고칠
수 있게 하는 실재하는 네트워크는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도심 공간의 중요한 생태적인 수리 기
반시설로서 인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오늘날 예지동의 ‘시계골목’
이라는 상징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물-사람-장소의 경관이기도 하다.

47) 기반시설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에너지, 물, 쓰레기, 하수, 교통, 의사소통의 지속적인 흐름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도시의 정치적인 과정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그러한 사
건이 시간과 지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ibi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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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의 구성과 작업 내용
이 장에서는 시계의 기계적 원리와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오늘날 기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작업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민속지적으로 기록·정리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부품의 다양한 명칭을
정리한 자료는 부록에 실었으며, 작업을 기술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기술자
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그대로 살려서 표기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그동
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 작업의 복잡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
고, 이들의 작업이 무형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금속공예 분야와 연관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한다.

1. 시계의 기계적 원리와 구성
1) 시계의 기계적 원리
시계는 시간을 측정해 나타내는 장치이다. 시간의 측정이라는 기능은 시계
자체에 내재한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도록 ‘설정’된 상
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명확할 것이다. 물시계, 해시계, 괘종시계, 탁상시계 등
시계의 종류와 구동 원리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계의 범
위는 진자의 규칙적인 운동과 톱니바퀴(기어)들로부터 그 동력을 전달받아 움
직이는 아날로그식(analog) 시계에 한정하고자 한다. 아날로그 시계는 13세기
이후부터 발전을 거듭하여 19세기 주머니 시계(pocket watch)의 형태로 대중
들의 손에 들어간48),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기계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
아날로그 시계는 동력의 원천에 따라서 기계식(mechanical) 시계와 전자시
계49)로 구분되기도 하고, 사용 형태에 따라 벽시계, 탁상시계, 회중시계, 손목
48)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기계식 시계가 발달하였던 유럽사회를 기준으로 한다.
49) 배터리로 동력을 발생시키지만 기계식 시계가 가지고 있는 기어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
는 과도기적 방식의 전자시계로, 수정진동자와 디지털 회로를 이용하는 쿼츠(quartz)
시계와는 다르다. 오늘날 보편적인 전자시계는 1969년 일본 세이코사가 대중화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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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시계탑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상품(goods)으로서의 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계의 기계적 구성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이 사람들이 시계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시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시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시계 뒷면인 구동(驅動)부에서 동력을 받아 시간을 표현하는 지
시부의 기능이다. 다른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인식시키
기 위한 문화적 아이콘(cultural icon)의 역할, 즉 “정보 체계(information
system)”로서의 기능이다(Douglas and Isherwood 1996: 67; Hall 2007: 5
재인용). 사람들은 시계의 다양한 구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러한 기술적 지식
을 자신의 문화적 기호로서 향유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과 소
통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 취향, 세계관, 인적 네트워크, 기억과 추억, 그리
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표현한다. 시계의 기계적 구성은, 이것을 둘러싼 가치
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일 뿐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가치로
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출처: Whitrow

예지동 화정신사에서 수리

1988[1997]: 176)

한 재현물

[그림Ⅲ-1-1] Verge and foliot clock의 구조도와 재현물

한 쿼츠 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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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다루는 시계의 범위는 힘을 받은 진자의 규칙적인 운동이 바늘
을 움직이는 원리로 고안된, 기계적 원리로 작동하는 시계이다. 이러한 시계
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에 구멍을 타고 흐르는 수은 시계의 형태로
최초 고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Whitrow 1988[1997]: 174), 그로부터 몇
십 년 후 앵커(anchor)라고도 하는 팔렛 포크의 초기 형태인 팰리트(foliot)와
탈진기가 발명되면서 본격적인 기계식 시계의 시대가 열렸다(ibid.: 176).50)
오늘날 보편적인 기계식 시계의 구조는 크게 진자운동의 동력을 공급받는
구동(驅動)부와 시간을 표시하는 지시(指示)부로 구성된다. 구동부는 힘을
기계에 공급해 시계 내부로 전달하고, 전달받은 힘이 한꺼번에 손실되지 않도
록 저장하며, 규칙적으로 소진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부속품까지를 포함하므
로,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다. 지시부는 동력부의 바퀴들과 연결되어 초침, 분
침, 시침으로 시간을 나타내준다. 동력부와 지시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부속은 중심(2번 휠)이다. 중심은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와 비슷한 역할을 한
다. 가장 많은 힘을 받으며 일하기 때문에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고장
도 잦은 부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Ⅲ-1-2] 시계 내부의 동력 전달 과정과 시간 제어 과정. (출처: “시계
의 구조와 원리”, 원리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50) 펠리트라는 수평의 막대기가 버지라는 수직의 막대기 중간에 연결되어 있고, 버지에는
두 개의 팰리트(톱니 제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버지와 팰리트에 달린 톱니바퀴는 드
럼에 달려 있는 무게(중력)의 구동에 의해 한 번은 버지를 좌측으로, 그리고 또 한번은
우측으로 회전시킨다([그림Ⅲ-1-1] 참고). 이 과정에서 팰리트는 진자운동을 하게 되고,
팰리트가 좌우로 한 번 진동하는 시간에 바퀴는 톱니 하나의 공간만큼 앞으로 돌거나
빠져나간다. 탈진기는 영어로 ‘escape wheel’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퀴가 돌면서 바늘
이 함께 움직여 시간을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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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3] 탈진바퀴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회전하는 과정. (출처: “시
계의 구조와 원리”, 원리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시계 오른쪽에 튀어나온 용두가 돌아가면서 태엽통의 태엽이 감아지는 것을
시계인들은 “시계에 밥을 준다”라고 한다. 힘을 공급받은 태엽은 서서히 풀리
면서 2번 휠(중심), 3번 휠, 4번 휠을 차례로 움직인다. 속에 감긴 태엽이 들
어있는 태엽통의 측면이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휠과 물리고, 2
번 휠은 3번 휠로, 3번 휠은 4번 휠로 차례로 물려 힘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동된 힘은 탈진바퀴, 감기차라고 하는 5번 휠에 도달하고, 이 바퀴
는 망치 모양의 앵커와 협력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힘을 진자운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앵커와 연결되어 있는 유사(탈진기)51)는 좌-우 동일한
간격으로 회전하면서 규칙적인 시간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스프링이 풀렸
다 감겼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규칙적으로 진동하는 유사는 ‘시계의 심장’
이라고도 불린다.
유사의 운동은 초침과 접합된 4번 휠로 전달되고, 계속해서 분침이 붙어 있
는 3번 휠로, 시침이 붙어 있는 2번 휠로 전달되어 지시부의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각각의 휠들은 서로 다른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어 각자 다른 속도로
회전한다. 예를 들어 톱니의 날이 20개인 톱니바퀴와 120개인 톱니바퀴가 맞
물려 있다면 날이 120개인 톱니바퀴가 한 번 회전하는 사이에 날이 20개인
톱니바퀴는 6회전 하게 되어 각자 다른 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시계
51) 얇은 스프링이 마치 실과 같이 감겨있다고 해서 유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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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각각의 시계바늘이 한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초침 바퀴는 60
초, 분침 바퀴는 60분, 시침이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는 12시간이다. 초침과
분침은 구동부의 동력으로 움직이지만, 시침은 구동부와의 연결 없이 분침과
바로 연결되어 움직인다.52)
2) 시계의 구성

[표Ⅲ-1-1] 손목시계의 구성과 다양한 명칭 및 종류

시계는 유리, 고무링, 바네브, 도라에바, 용두, 케이스, 바늘, 판, 줄, 뒷백,
후지, 기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기계’는 케이스 내부에 있어 보이지 않
는 수많은 부속품의 총체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부속품들의 구체적 명칭들을
부록을 통해 표로 정리하였다. 시계와 시계 부속의 명칭은 세대별로 다른 언
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전에 시계 기술에 입문한 기술자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사용하던 일본식 명칭을 우리말 명칭과 혼합해 사용하였다.
빠킹, 도라에바, 기계와꾸, 반도 등이 그것이다. 1990~2000년대 초반에는 일
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표현한 한국어 명칭이 등장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
히 일본식 명칭이 통용됐다. 예컨대 시계태엽을 감거나 바늘을 움직이는 기능
을 하는 용두(손잡이)-용심(축)이 특정한 톱니바퀴와 맞물려 목적을 수행하

52) “시계의 구조와 원리”, 원리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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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제어장치의 기능을 하는 부속 중 압조53)라는 부속이 있다. 이 부
속의 일본식 명칭은 오시도리(おしどり)이고, 영어 명칭은 세팅 레버(setting
lever)다. 연구자는 예지동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압조라는 명칭을 들어본 적
이 없었던 반면, 2010년대 후반에 학원에서 시계기술을 배웠던 연구 참여자
F씨가 세팅 레버라는 명칭만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계학원을
운영하고 전문대학에 출강을 하는 P씨를 통해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학원과
대학을 중심으로 영어 명칭을 완전하게 구사하는 기술자들이 양성되었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취미로 시계를 수집하고 고치는 시계 마니아
들 또한 영어 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작업과 연관된 명칭에
한해서는 연장자 기술자들 또한 필요에 의해 차츰 이를 기억하고 혼용해 사용
하는 점 또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2. 시계 수리의 주요 업종과 작업 내용

[표Ⅲ-2-1] 시계의 구성과 담당 수리 분야

시계 수리의 분야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봐서 구별할 수
있는 부위의 구분이다. 유리, 고무링, 바네보, 용두, 케이스, 바늘, 뒷백, 줄,
문자판, 후지, 기계는 시계를 이루는 기본적이고 특징적인 부위로서, 시계를
53) 압조는 시계 사용자의 힘을 직접 받기 때문에 사용방법 미숙으로 인해 고장이 잦은 부
속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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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잡혀있는 체계다. 이에 따라 예지동 시계
골목에 자리한 전문 시계 수리 기술의 분야는 수리(기계), 선반, 유리, 판, 줄,
시야기-도금으로 구성된다. 아래의 [그림Ⅲ-1-4]는 손목시계의 특징적인 구
조와 명칭을 그린 그림이고, [표Ⅲ-2-1]은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예지동에
존재하는 기술자의 수리 분야를 분류한 것이다.

[그림Ⅲ-1-4] 손목시계의 구조. (출처: Grayton 홈페이지의 사진을 연
구자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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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리 업종의 구성은 한국에서 정교하고 복잡하며 여러 가지 기능
을 장착한 손목시계가 보편화 되기 시작한54) 1960년대 후반~1970년대에, 그
리고 고급 시계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조정되었다고 추정된다. 먼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직후까지 통
용되던 시계들은 모양과 구성이 다양하지 않았고, 단순한 구조 및 원리를 응
용한 것들이었다. 시계 수입이 자유롭지도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착용하였던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어렵게 밀수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침과 시침, 분침이 가운데에 겹쳐져 움직이는 ‘중삼(中
三) 시계’는 1955~1960년대에 등장하였다.55) 시계 유리 모양과 크기, 재질
또한 대체로 비슷하여서, 많은 경우 기성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
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에서도 정교한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고, 합작회사와
의 공장 운영으로 시계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작업장 내에서의 시계 기술의 체
계화-전문화가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 수입자유화정책과 혼수 시계를 장만
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시계 종류와 기술의 다양화·복잡화는 지속 되었다.
기술 분야의 두 번째 광범위한 조정은 2000년대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지
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이 양극
화되며 고급 시계를 찾는 부유한 소비자가 증가하였고56), 생산의 자동화 및
원자재의 다양화로 고급 시계가 아닌 시계들의 가격은 ‘수리하는 것이 무의미
할 만큼’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계 기술자들에 대한 수요도 보급형
시계보다는 고급 시계를 중심으로 재편돼 고급 시계, 그리고 그것의 복잡한
기계적 구성을 따라 한 모조 시계들을 고칠 수 있는 고급 기술자들만이 시장
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저가 부품이 양산되면서 ‘만드는’ 성격의 작업을 하는
54) 한국 사회에서 손목시계가 필수품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후반
이며, 도적 조세형의 장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사치품으로서의 최고급 시계에
대중적인 관심이 몰린 시기는 1980년대이다.
55) 시침-분침과 초침이 겹쳐진 디자인은 오늘날에는 익숙한 손목시계의 구조이지만, 초침
이 다른 위치에서 따로 도는 구조, 즉 톱니바퀴가 서로 다른 곳에서 맞물리는 구조보다
덜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고급 기술이었다고 한다(광주 수리 기술자 황은주 구
술).
56) 대표적인 명품 시계 까르띠에는 1997년 현지법인 까르띠에코리아를 설립하여 한국에
서의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였다(『매일경제』, “韓國(한국)서 뛰는 다국적기업 (42) 까
르띠에코리아,” 1998.11.06.; 『경향신문』, “'명품'소개 전문잡지 홍보판 강남서 '불티',”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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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줄(땜), 문자판 기술자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탁상시계만을 전문으로 하
는 기술자도 사라졌다.
시계 수리기술은 크게 복원의 기술과 제작의 기술로 구분된다. 복원의 기술
은 시계 본연의 재료를 가지고 다듬거나, 덧칠하거나, 세척하거나, 다시 조립
하는 방식으로 시계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제작의 기술은 유리나 금속과
같은 재료를 절삭, 연삭해 본 부품과 동일한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시계
수리에 있어 제작의 기술은 시계 강국 스위스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도 찾기 어려우며, 특히 손목시계의 부속을 자동화된 설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조정하는 선반-밀링으로 깎아 만드는 선반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남
아있는 기술자가 손에 꼽는다. 그러나 나전칠기나 방짜유기와 다르게 제작의
기술은 금속 가공 공예 기술로서 주목받은 적은 없었으며, 시계 수리기술로
뭉뚱그려 이해되었다. 아래 내용에서는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도구
와 작업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 정리할 것이며,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
로 기술적 대상으로서의 시계 수리 작업의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1) 복원의 기술: 수리·시야게-도금·문자판
(1) (기계) 수리
수리 기술자는 시계의 핵심 부속품인 기계(movement)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 이들은 기계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기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
제점을 발견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를 해결한다. 수리 기술자들의 기술과
기능은 모두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시계를 다루는 기술자들
에게 수리 기술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상식과 같지만, 그중에서도 수리
기술자들은 분해조립 및 시간의 미세한 조정에 특화되어있다.
수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손님이 먼저 시계를 가지고 오면, 손님과 기술
자는 시계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시계를 가져온 주
인은 “하루에 5분 정도 시계가 빠르게 가네요,” “밥을 줘도 시계가 돌아가지
않아요,” 등 자신이 시계에 대해 직접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기
술자는 시곗바늘의 움직임을 보고, 시계를 귀에 대고 태엽이 돌아가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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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시계의 뒷백을 열어서 유사가 흔들리는 모습을 살핀다.
이때 기술자는 단순 수리와 본격 수리, 그리고 수리 포기 중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손님의 의사를 묻는다. 먼저 단순 수리는 배터리 교체,
유격 조정, 작동법 미숙, 오차 조정에 해당한다. 시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했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약간의 조정과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본
격 수리는 기계 전반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해야 하는 작업으로서, 부품이 파
손되거나 이물질이 묻어 세척이 필요한 경우, 손상된 부분의 복구-교체와 더
불어 기계를 세척 하고 재조립하는 전반의 과정이다. 이를 ‘분해소지’라고 하
는데, 2세대 기술자까지는 ‘분까이 소재’라는 일본식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
으며, 최근의 젊은 시계인들은 ‘오버홀(overwhole)’이라는 영문식 명칭을 주
로 사용하고 있다. 수리 포기는 시계가 수리를 할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본 상
태 그대로 두거나, 기술자에게 시계를 버리고 가는 것이다. 기술자는 이 시계
를 짬을 내어 고쳐서 중간상인에게 판매, 혹은 부속 등으로 사용한다.
이들이 시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케이스로 감추어진 내부
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뚜껑을 여는 일이다. 이때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적게
는 두세 개에서 많게는 대여섯 개의 종류의 고작기57)들은 다양한 모양의 뚜
껑들을 흠집 없이 여는 것을 도와준다([그림Ⅲ-2-1] 참고). 작업을 마치고
나서 시계의 뚜껑을 닫는 기구는 ‘프레스’라고 한다. 시계 위에 케이스를 살
짝 얹어두고 힘을 가해 손잡이를 누를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다.58)

57) 뒤뚜껑 따개, 케쓰 오프너(case opener)라고도 한다. 1960년대에는 주물로 만들었지
만, 1970년대부터 플라스틱 손잡이를 가진 기성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었다.
58) 고작기와 프레스와 같이 뚜껑을 열고 닫는 전문 도구를 종류별로 갖추고 능숙하게 사
용하는 기술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 자칫하다가는 시계의 표면에 기스가
생길 수도 있고, 힘을 잘못 가하면 앞 유리가 깨지거나 케이스가 찌그러질 수 있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계와 닿는 금속의 표면을 정기적으로 매끌매끌하게 다듬어주어야
하고, 처음 보는 시계의 뚜껑이 잘 닫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경험 많은
선배 기술자에게 가져가야 한다. 배터리 교체에는 고작 3,000원에서 5,000원의 공임비
밖에 받지 않지만, 뚜껑을 열고닫는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실수로 시계의
표면에 상처를 입힐 위험은 다른 작업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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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뒤뚜껑 따개(왼), 1970년대 국내에서 출시된 모양별 고작기(오)

일본에서 생산된 고작기(왼), 1970년대 스위스(왼)와 중국(오)에서 생산된
고작기(가운데),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노점상인 D씨(80대)가 사용하는 고
작기(오)

인도에서 생산된 고작기(왼),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 개발, 생산된 고작기
(오)
[그림Ⅲ-2-1] 다양한 모양의 고작기(뒤뚜껑따개)

기계의 모든 부품을 해체한 다음 재조립할 때는, 먼저 분해된 부품들을 ‘항
공유’라고 불리는 등유계의 세척유로 닦아야 하는데, 이를 ‘용제’라고 한다.
벤젠, 톨르엔, 크실렌 등의 성분이 혼합된 ‘항공유’는 을지로 공구상가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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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상가 인근에 위치한 약품 전문 취급점으로부터 혼합·제조되어59) 20L짜리
약수통에 담겨 배달된다. 혹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라이터 기름을 사용하는 경
우도 있다. 어떠한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증발이 빠르
고 녹이나 기름때를 제거하는 효율이 높아야 한다. 시계 부품 전문 수입업체
에서는 시계 전용 세척액과 린싱액을 공급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예지동의 시계 기술자 대부분은 약품 전문업체에서 “맞춰진”60) 항공유를 사
용한다(사용하는 기름은 기계의 부위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는 [사례 Ⅲ
-2-1]을 참고).
세척유를 선택한 뒤에는 유리 재질의 통(샤레)61)에 세척유를 넣고 부품들
을 쓸어담아 솔로 문질러주고, 하나씩 건져서 기스미(현미경)로 오염물질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깨끗한 판 위에서 건조시킨다. 시계 전용 솔이
있지만 색이 녹아나오지 않는 칫솔이나 화장용 브러쉬를 사용하기도 한다.62)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 세척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오염까지 제
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자가 직접 솔을 사용해 부품을 세척하는 것을 ‘손 세척’이라고
한다. 고급시계는 세척 후 린스, 코팅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시계 부품과
도구 수입업체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세탁 기계를 유통
시키는데, ‘전통을 고수하는’ 예지동의 많은 기술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설비의 도입과 유지관리 비용이 손으로
세척 하는 것보다 높기도 하고,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손에 익지 않아서일 수
도 있다.
부품의 세척 다음에는 시계 수리기술 중 가장 논쟁이 많은 ‘주유’ 공정이
이어진다. 시계 부속 중 마찰이 심한 부분에 기름을 주유해서 마모를 방지하
는 것이다. 이때 정확한 위치에 적당한 양의 적절한 종류의 기름을 주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시계인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
면 부품의 손상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기름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 고장
59) 종로 4가(예지동)에 위치한 영광케미칼에서는 시계 세척유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 전반
에 사용되는 기름을 유통한다.
60) 예지동 사람들은 기름을 ‘맞춰온다’고 한다.
61) 플라스틱 재질로 된 통은 녹을 수 있다.
62) 과거에는 돼지털을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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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기도 하고, 굳은 찐득한 모양새로 “떡이 져”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세척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례Ⅲ-2-1] 부속별 주유하는 기름의 종류
① 쇳덩이가 보석 사이에서 회전하는 부위 → 아주 묽은 기름
② 쇠끼리 부딪히는 부위 → 묽은 기름
③ 보석이 쇠를 때리는 부위(앵커) → 묽지만 튀기지 않는 기름
④ 방수 목적의 고무링이 케이스(금속)에 접촉하는 부위 → 실리콘 계열
기름
⑤ 강기차(escapement wheel), 앵커, 밸런스 휠 → 특수 코팅 기름 (에필
람, epilame)
⑥ 태엽과 같이 장력이 센 부위 → 점도가 높은 기름

그러나,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기술자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시계회사의 수리 설명서에 제시된 대로 똑같은 종류의 기름을
주유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한 원칙을 기준으로 기술
자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는 기술자도 있다. 특히 가격이 비싼
에필람(epilame) 코팅의 경우, 주유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숙련된 기술자가 ‘정확한 곳’에 주유할 경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기도 한다. 시계 부속의 표면에 돌
기를 만들어 비산된 기름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두는 에필람 코팅은 1990년
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술자가 거의 없었으나 2000년대 홍성시계라
는 시계 부속 관련 전문 유통 회사에서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는 비
산된 것이지만) “기름이 마른다,”는 오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아 현재에
는 예지동의 많은 수리점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술
자들은 외국에서 새롭게 들여오는 전문 도구와 재료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기
도 한다. 비싼 장비, 재료를 갖추면 기술 없이도 시계를 고치는 것이 수월하
겠으나 진짜 기술자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에필람’이라는 코팅 기름에 대해, 예지동 수
리 기술자 O는 스위스에서 시계 부품과 재료, 도구 등을 수입해오는 업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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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반된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사례Ⅲ-2-2]
어설프게 아는 손님들, “에필람 코팅을 해주십니까” 내가 속으로, 기계를
알면 얼마나 알까. 업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에필람 처리까지 합니다”라
고 하고, 일종의 상술 형태로. 에필람이 많이 비싸닌까. 내가 왜 이런 얘
기 하냐? 에필람의 목적은 코팅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주유를 못 했다는
거잖아. 정확한 주유만 돼 있으면, 에필람은 필요해, 안 필요해? 보조인
데. 전제를 잘못 세운거야. (예지동 수리 기술자 O, 60대)
[사례Ⅲ-2-3]
합성오일은 증발하는 오일이 아니에요. 100도에 끓여도 안 날아가. 그런데
보석에 피봇이 올라와있고 거기에다 오일을 주면,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잉
게 흘러 내려요. 빨려 내려가. 그래서 오일이 없는거에요. 왜 좋은 오일
줬다 그러는데 오일이 하나도 없어?왜 다 날라갔어? 날라간 것이 아니
고,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일을 발라서 5년은 가
야지, 시계를 세척하고 주유하고 오버홀을 해서 5년을 가야 되는데 5년이
안 가는거에요. 6개월에서 1년이면 다시 고치러 또 와, 사람들이. 원칙을
바로 안 지켰기 때문에. (시계 부품·재료·도구 수입업자 P, 50대)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같은 시계를 다른 조건에서 고치는 기술자들의 입장
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다. 고급시계 원산지(주로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외
제 부품과 도구, 약품들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가, 그
리고 해외 시계 브랜드의 서비스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규모 서비스 센
터의 젊은 기술자들의 입장이 ‘원칙 준수’와 ‘교체 중심’이라면, 그들이 받는
공임비의 1/3 정도만을 받고 독립적으로 수리점을 운영하는 숙련된 예지동 기
술자들의 입장은 ‘경험 중심’과 ‘복원 중심’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대립적 인
식은 단지 주유 기름뿐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 부품을 수급하는 방식,
공임비 책정 기준 등 시계를 고치는 문화 전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재조립과 주유의 과정에서는 손상되거나 유실된 부품을 파악해 원상
복구 혹은 새 부품 확보를 하는 일이 함께 진행된다. 손상된 부품을 복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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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이 기술자들의 “수준”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시계 수리 학원이나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비스 센터, 백화점 등에 취직하는 젊은 기술자들은
기성품과 동일한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선호하므로63) 그러한 기술을
습득할 의사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시계 부품이 원활히 공급되기
이전 시대에 기술을 습득했던 60세 이상의 기술자들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
사를 직접 손으로 감고, 기어의 이빨을 본드로 붙이고, 부러진 나사를 다시
깎는 ‘기예’를 발휘한다. 그들은 본인이 가진 기술을 통해 손님이 새 부품을
살 필요 없이 저렴한 비용에 시계를 고쳐간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그것은 새
롭게 등장하는 동일 업종의 기술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차별화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2) 시야게·도금
시야게는 사포질의 일본식 표현으로, ‘빠우친다’고도 표현한다. 사포와 같이
거칠거칠한 표면으로 문질러서 광을 내는 광범위한 작업을 시야게라고 하는
데, 시야게를 한 금속(금, 스틸, 은)이어야만 도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금
을 하는 집에서는 반드시 시야게도 같이 한다. 반면, 시야게만 하는 집에서는
도금을 겸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빼빠질(사포질)을 할 때 수세미를 활용해
금속 표면에 다양한 모양을 내는 것을 ‘스지를 낸다’고 한다. 시계에 들어가
는 스지에는 햇살스지, 일자스지, 사색판 스지가 있다. 또한, 물과 모래(광석)
를 섞어 위에서 부으면서 중력으로 금속 표면을 다듬는 것을 ‘모래맞춤(포카
시)’이라고 하는데, 모래맞춤은 시야게의 기법의 일종이지만 문자판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실력 있는 시야게 기술자는 시계가 본래 가지고 있던 금속 표면의 모양과
결을 똑같이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시계인들 사이에서는 라이트 폴리싱(light
polishing)과 일반 폴리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라이트 폴리싱은 잔기스만 제
거할 정도로 아주 가볍게 시야게를 해서, 시계 원 상태에서 변화를 최소화하
는 방식이다. 일반 폴리싱은 금속을 깎는 정도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완전한
새것”처럼 만드는 기술로, “물자가 귀했을 때” 행해지곤 했다. 폴리싱 기술은
63) 시계회사가 운영하는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복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장난
시계에 맞는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스위스 본사로 보내거나, 수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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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남대문과 예지동 일대에서 중고시계를 새것처럼 되파는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범죄와 연루된 기술로서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폴리
싱을 하면 불법”이라는 선입견과 오해를 사기도 했다([사례Ⅲ-2-4] 참고).
그러나 이러한 오해와 달리 대부분은 중고시계라는 명확한 설명 후에, 시가보
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진행되었으며 간혹 “욕심이 생겨 장난을 치는” 기
술자, 혹은 중간상인들의 사례는 일부에 불과했다. 기술자들은 새것이라고 속
여도 손님들이 믿을 만큼 당시 시야게 기술자들의 실력이 뛰어났다고 회상한
다.
[사례Ⅲ-2-4]
추적 60분이라고 알지?짜가시계, 롤렉스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한 번 났
었어. 남대문에서, 롤렉스 중고를 새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찬 거, 중고를 갖다가, 시야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새걸로
팔아 묵어버린거야. (…) 그때 시야게 하던 사람들이 일류기술자들이거든.
외국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닌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
번 크게 터졌어. (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양길태, 80대)

시야게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빠우(사포)를 달아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
는 모터, 다양한 종류의 빠우들(텐트빠우64), 나무빠우65), 광목빠우, 수세미빠
우 등), 치구(야도리), 직접 끓여 만드는 광약66), 칼(바이트), 테이프, 고무판,
모루, 스지대 등이다. 종이 빠우는 ‘방’수로 따져서 거친 정도를 나타내며 수
십방에서 수 백방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를 사용한다. 같은 방 수의
빠우라 하더라도 국산과 외국산의 품질이 조금씩 달라, 기술자들은 일본제를
선호한다. 주 재료는 을지로 공구상가에서 정기적으로 구입하며, 스지대나 치
구 등은 기술자가 직접 제작하고 수정해서 사용한다.

64) 미군부대에서 나온 텐트 천을 떼다가 만들었다고 해서 텐트빠우다. 빳빳한 천막천 재
질이다.
65) 원목이 아닌 펄프로 되어있다.
66) 광약은 시계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지만, 시야게 기술자는 작업에 최적
화된 광약을 만들기 위해 이를 직접 제조한다. 을지로 화공약품집에서 구입한 광약 가
루와 산화크롬, 스테린산에 초를 넣고 끓인 다음 굳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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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2] 시야게 작업 흐름도

[그림Ⅲ-2-2]에 제시된 시야게의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계 줄
이나 케이스 금속 표면의 모양을 눈으로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분리한다. 다음으로는 부속을 회전하는 모터로 가져가 거친 빠우부터 빠우질
을 한다. 텐트 빠우는 초벌용으로 처음에, 광목 빠우는 마무리용으로 마지막
에 하고, 평면을 다듬을 때는 나무빠우를 사용한다. 텐트와 광목은 모든 시계
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나무 빠우는 “필요로 하는 경우(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양길태, 80대)”에만 사용한다.
빠우질이 끝난 다음에는 스지를 내야하는 곳을 확인하고, 스지가 없는 부분
에 테이프를 붙인다. 그다음 시계를 수세미에 문지르면, 테이프가 붙지 않은
금속의 표면에 모양이 생긴다. 문자판과 마찬가지로 햇살 스지, 일자 스지가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는 전기 세척기를 1차로 한 뒤, 하이타이(세제)가 들
어간 초음파 세척기에 금속을 넣고 때 빼기 작업을 거친다. 헝겊으로 시계를
말끔하게 닦고, 시야게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계를 비닐봉투에 넣어 정리한
다.
시야게 분야의 고급 기술로는 시계 표면에 난 각을 살리는 ‘카트 치기’도
있다. 문래동 등지의 공작소에 방문해 직접 주문·제작한 카트기에는 다이아몬
드가 박힌 휠이 달려있다. 이를 회전시켜 시계 케이스에 각을 만들어주는(혹
은 “살리는”) 작업을 “카트를 친다”고 한다. 또한, 시야게 분야는 금속에 글
씨, 그림 등을 새기는 부식-레이저 분야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는
케이스나 줄에 새겨진 로고 등을 약품으로 부식시켜 새겨넣었지만, 오늘날에
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새긴다. 따라서 레이저 각인을 하는 작업장을 아직도
‘부식집’이라고 한다. [사례Ⅲ-2-5]의 시야게 기술자 Q씨에 따르면 레이저
각인은 기술자가 작업 도중 실수를 했을 때도 요긴한 도움을 주었다.
[사례Ⅲ-2-5]
분리, 해체를 해서 일하다보닌까 작은 부품들 같은 경우에 튀어서 잃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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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거나, 그것이 찌그러져가지고 망가져버릴 때는, 흔하지는 않는데, 가-안
혹. 라벨링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각인을 아주 깊게 해서
나왔었는데, 요즘 시계들은 전부 다 레이저로, 부식으로 되어있어서 엄청
약해요. 세밀하고, 약하고, 이래서. 인지를 못하고, 간혹 문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요즘에는 그게 또 레이저 기술이 발달하다보
닌까,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주기도 해요. 지금은 이 기술자들이 레이저-부
식을 해, 똑같이. 예전에는 약품으로 스뎅 자체를, 부식을 시키는거야. 그
래서 로고를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레이저로, 부식하는 것처럼 쏴서 똑같
이 만들어주죠.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는데, 워낙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닌까. 어쩌다, 실수로, 그렇죠. (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Q씨, 50대)

도금은 전기분해의 원리를 이용해 한쪽에 있는 금속을 다른 쪽의 금속에 입
히는 작업을 의미하며, 시계 도금은 크게 니켈도금(흰색)과 금도금(노란색)으
로 나뉜다. 전기세척과 정반대의 원리다. 세척은 밀어내는 극을, 도금은 끌어
당기는 +극을 사용한다. 시계 도금은 폐수처리가 가능한 전문 시설에서 작업
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예지동에는 도금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거의 없다.
도금은 시야게를 한 이후에야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금을 하는 작업장에
서는 시야게를 반드시 함께 하지만, 반대로 시야게를 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
시 도금을 하지는 않는다. 도금 작업을 위해서는 시계 뿐 아니라 금속과 약
품, 전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화학약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3) 문자판
문자판은 “시계의 얼굴”이라고도 하며, 시계 지시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얇은 금속판과 모지라고 부르는 시계 눈금(index)67), 바늘(hands),
다리68)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판의 한 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모지와 바늘
이, 다른 한 면에는 시계 케이스와 접촉하는 다리가 붙어있다. 판 기술자는
문자판을 구성하는 부속 전반을 다듬거나 고치고, 본래 있던 오염된 판을 약
품(아세톤)으로 지우고 사포로 광을 낸 다음 도금을 올리거나 락카로 도색하
67)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의미한다.
68) 문자판 뒤편에 붙은 다리는 문자판과 시계 케이스를 접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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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자와 로고를 인쇄해(찍어) 본래의 모양대로 복원한다. 문자판 기술은 기
본적으로 시야게와 도금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문자판 위에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제도 기술과 프린팅을 찍은 인쇄 기술이 결합된다. 문자판의 종류는
곧 시계의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엄청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판 기술자가 하는 일은 반복적이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창의
성이 요구된다. 또한 일련의 작업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 판’이 있어야 한
다는 점에서, 시계기술 중에서도 판 기술자가 하는 작업의 성격은 ‘복원’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한다.

[그림Ⅲ-2-3] 문자판 작업 흐름도

[그림Ⅲ-2-3]에 제시된, 문자판을 복원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
기술자는 손님이 의뢰하는 문자판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한다. 문자판이 손상
된 시계를 손님(주로 업자)이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외에서
의뢰할 때는 시계 머리와 함께 A4용지에 문자판을 크게 인쇄해서 구체적인
작업지시서를 함께 보낸다([그림Ⅲ-2-5]의 첫 번째 사진 참고). 문자판을 확
인한 다음에는 해당 판을 찍을 수 있는 도안이 기술자의 작업실에 확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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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공책이나 파일에 정리해둔 도안 인쇄본이나 사
진을 넘겨보며 기술자가 직접 찾는다. 한 사례로, 예지동 문자판 기술자 오석
영(70대)은 자신이 만들었던 판의 도안을 공책에 찍어두고 일련번호를 매긴
다음, 도면이 새겨진 금속판에 해당 일련번호를 붙이는 식으로 수 천개의 문
자판 도면들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계 생산공장에서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문자판을 인쇄하
지만, ‘핸드 메이드’를 강조하는 스위스의 고급 시계들은 예지동의 문자판 기
술자들이 복원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사람이 바늘을 하나씩 뽑고, 도금을 하
고, 센터를 맞추어 문자판에 잉크를 찍는다. 그러나 예지동 기술자들의 작업
은 스위스의 고급 시계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의 생산 작업보다 더욱
어렵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먼저, 문자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훼손된 판을 깨끗하게 닦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의 녹을 제거
하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편편하게 사포질을 해 광을 내는 것을 문자판
작업의 ‘반’이라고 할 정도다. 의뢰받은 문자판의 모양과 특성이 제각기 다른
점도 작업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다. 갖가지 다양한 시계들에 대한 개별적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를 반복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신
경 쓰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이 때문에 기술자는 색, 모양, 시계 눈금
의 개수 등이 다른 판들을 매일 같이 연구하며 작업한다. 수작업으로 진행됨
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자동화 기계로부터 생산된 ‘본래의 물건’과 완벽하
게 동일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된다. 바늘에 선 각과 판의 도금 색, 스지의 종
류, 락카를 칠할 경우 색상의 밝기 등, 기계로 대량생산 되었더라면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들에 대해서 기술자들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문자판 도면이 이미 있으면 그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도면이 없으
면 도면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을지로의 인쇄집에 필름 도면을 의
뢰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이 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손님이 따로 필름 값을
지불한다. 오석영은 로고가 찍힌 부분에 아세톤과 약품(무슨 약품인지는 알려
줄 수 없음)을 묻힌 다음 필름을 압착 해 떼어내는 방법으로 “필름 떼기”를
직접 하기도 한다. 을지로에 따로 도면을 주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
지만, 실패할 경우 회복 방법을 찾기 어려워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처럼 필름을 떠서 날카로운 칼로 철판에 새긴 다음 틈새에 잉크를 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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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는 식으로 인쇄를 하는 것은, 1960년대까지 소수의 기술자만 알던 비법이
었다. 그 이전까지는 제도기의 끝에 잉크를 묻혀 문자판에 직접 로고를 그려
내는 식이었다([그림Ⅲ-2-4]의 제도기 사진 참고).69) 로고에 들어가는 각 글
자의 주요 변곡점들을 점으로 찍은 다음 원형자를 이용해 조금씩 중간지점을
채워가는 방법이었다. 시간을 지시하는 모지(index)는 자를 이용해 큰 간격에
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간격까지 맞춰 그린다. 제도기로 글씨를 그리는 작업은
“숨을 죽여가면서 조심스럽게 해야”하지만, 익숙해지면 빠르게 해낼 수 있어
현재까지도 급할 때는 사용하는 기술이다. 제도 기술은 손님이 특정한 그림이
나 문구를 새기는 맞춤형 주문(customize)을 의뢰할 때도 요긴하게 쓰인다.

[그림Ⅲ-2-4] 문자판 작업에 사용되는 제도기

기술자가 문자판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훼손된 문자판을 깨끗하
게 닦는 시야게와, 본래 금속 재질로 도금하는 맥기 작업을 거쳐 작업이 가능
한 본 판을 만든다.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판에서 모지와 바늘을 떼어내 초
음파 세척기에 넣고 닦은 다음, 잃어버리지 않게 작은 비닐봉투에 모아둔다.
오염이 심하면 바늘과 모지도 날을 세워주고 도금하는 시야게-맥기 작업을
함께 한다([그림Ⅲ-2-5]의 두 번째 사진 참고). 문자판의 뒷다리가 제대로
달려있는지를 확인하고, 떨어져 있으면 얇은 금속을 잘라 납땜을 해서 붙여준
다. 오염이 심한 “썩은 판”은 한동안 휘발유에 담구어 놓아 때를 불려 수세미
69) 그러한 방식으로 문자판을 복원했던 양길태는 군대에서 수려한 글씨체를 인정받아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차트병’으로 복무하기도 하였다. 차트병은 전시 작전을 대대장
등이 병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큰 전지에 손으로 적는 업무를 수행
하였다.

- 83 -

로 닦는다. 칼날로 측면의 부분을 긁어내고 평면은 사포(빠우)와 광약이 묻은
천으로 문질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한 면에만 힘이 많이 쏠려 비스듬
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계의 종류에 따라서 니켈이나 청하금으로 도금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문자판 종류에 따라, 필요할 경우 모래마춤으로 스지를
낸다. 금색이나 은색처럼 문자판이 금속 본래의 색이면 투명 메니큐어를 바로
칠하고, 파란색, 검은색 등 비금속 색인 경우에는 잉크를 분사기에 넣어 ‘락
카칠’을 한다. 락카칠을 한 다음에는 투명한 메니큐어를 바른 다음 먼지가 들
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놓은 상자에 건조시킨다.70)
본 판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인쇄 작업에 들어간다([그림Ⅲ-2-5]의 세 번째
사진 참고). 로고와 인덱스 등이 새겨진 철판에 잉크를 골고루 묻혀 칼로 깨
끗하게 긁어내면 틈이 생긴 사이에만 잉크가 들어간다. 그다음 여러 차례의
‘센터 맞추기’ 작업에 들어간다. 문자판 위에는 비닐필름을 덮은 다음, 그 위
에 찍어보면서 인쇄가 정확한 위치에 되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중심
이 맞춰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비닐 필름을 제거하고 실제로 찍는다. 성공을
하면 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약간 이쑤시개에 잉크를 조금 묻혀 ‘개칠’한
다. 작업이 끝나면 문자판에 바늘을 붙여 작업을 완료한다.

기술자들이 받는 작업의뢰서(왼, 성신사-일본 / 오, 예탑-한국 나까마)

70) 문자판 작업은 먼지와의 싸움이다. 모든 과정의 중간에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실패를
하면 아세톤으로 판을 지우고 락카칠-건조 작업부터 다시 반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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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과 인덱스를 다듬고 야광을 칠하는 모습

문자판의 필름과, 이를 판에 새긴 모습. 찍어 누르는 인쇄기.
[그림Ⅲ-2-5] 문자판 작업실 내부 사진

- 85 -

2) 제작의 기술: 유리·선반·줄
(1) 유리
시계 유리는 케이스와 함께 문자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시계 산업에서
의 독자적 유리 가공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일제강점기 때에는 시계점과 안
경점을 같이하는 곳이 많았다. 시계와 안경 모두 당시로서는 사치품이었기 때
문이기도 했겠지만, 시계를 착용할 때 유리가 잘 깨지다보니 소모품이 되어
수리의뢰의 많은 부분을 유리가 차지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사례Ⅲ
-2-6]의 수리 기술자 황은주의 구술에 따르면, 유리 가공 기술은 발전을 거
듭하여 다양한 두께의 기성 유리들이 시판되었고, 이에 따라 원형 이외에도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의 모양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값싸고 모양 만들
기가 쉬운 운모(플라스틱)가 보편화되어71) 시계 사용자들은 손쉽게 유리를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외국산 손목시계에 장착된 사파이어
(sapphire crystal) 유리가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1989년을 기점으로 우
리나라에서도 시계용 사파이어, 미네랄 유리를 양산하였다.72) 사파이어 유리
는 엄밀히 말하면 인조 보석의 일종으로, 흠집에 강하지만 미네랄 유리보다
강도가 약해 비교적 쉽게 깨질 수 있으며, 가격대가 가장 높았다. 기존의 유
리나 운모에 비해 단단한 사파이어, 미네랄 유리를 연마하기 위해서 기술자들
은 다이아몬드 휠과 같은 강한 자재들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사례Ⅲ-2-6]
해방 후에 쓰던 유리보다 좀 두껍고, 연구를 해가지고, 유리에다가 각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얇으면 각을 못 넣지. 두꺼울 유리라가지고
각을 넣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수입 제한을 받고 수입을 못 혀고 했을
때, 보통 젊은이들 결혼식에 결혼 예물로 주로 라도가 많이 나갔죠. 그 때
라도 유리가 그렇게 각이 져갖고, 팔각, 육각으로 각이 져서 보기가 더 낫
71) 운모 유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유리 기술을 배운 이종태가 “운모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고, 1940년대 후반
에 시계 수리를 배운 황은주가 “초창기에는 운모가 없이 유리만 있었다”라고 구술하는
바를 참고하여, 대략적으로 1950년대 후반~1960년대라고 추측된다.
72) 『매일경제』, “공업용 人工(인공)보석 量産(양산),” 1989.06.15.; 『매일경제』, “시계용
사파이어 유리 南星(남성)세라믹 국내 생산,” 198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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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광주 수리기술자 황은주, 80대)

시계 기술자들은 유리 자체를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 이미 유리의 형태가
되어있는 재료의 두께와 굴곡, 모양 등을 변형시킨다. 그런데도 유리 기술자
이종태는 자신이 유리를 “만든다”라고 분명히 말한다. 연구자는 처음 이 말을
듣고, 아주 고온으로 유리 가루를 녹여서 유리 자체를 만든다는 의미로 오해
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구술 내용을 통해 그것이 유리를 갈고 다듬는 연마73)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일련의 작업 내용을 관찰하면서 유리의
연마 작업이 시계 부속과 마찬가지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일종의 ‘조각’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조각가가 자신의
작업을 ‘연마’라고 일축하지 않는 것처럼, 평생 동안 수 만개의 시계 유리를
끼웠을 이종태 또한 자신의 작업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림Ⅲ-2-6] 유리 제작 흐름도

[그림Ⅲ-2-6]에 제시된 유리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리를
의뢰하는 업자들은 케이스74)와 유리를 중지 손가락만한 너비의 작은 비닐
백75)에 담아 전달한다. 유리 기술자는 손님이 의뢰한 시계와 유리를 눈으로
확인한다. 이 때 ‘시계’는 내부 기계를 탈착해 케이스와 유리만 남아있는 상

73) 연마(練磨)는 돌이나 쇠붙이, 보석 따위의 고체를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한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연마숫돌에 의해 연삭(硏削, grinding)과 탁
마(琢磨)의 의미를 포괄한다. 연삭은 단단하고 미세한 입자를 결합하여 제작한 연마숫돌
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가공물의 원통명이나 평면을 극히 소량씩 가공하는 정밀 가공방
법이고, 탁마는 옥이나 돌을 쪼고 가는 것으로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사람의 손으로
직접 단단한 물체를 가공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74) 시계 유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케이스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크기를 정확
하게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꼭 맞는 유리를 제작할 수 없으며, 제작된 유리를 케이스에
붙이는 과정에도 작업자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75) 이 비닐백은 시계의 출처를 확인해주는 유일한 용기(container)로서 똑똑히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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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여야 한다. 시계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분리하는 데에는 또 다른 기술자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리 기술자들은 많은 경우 ‘먼저 기계를 빼오라’고
요청하거나, 자신이 직접 수리 기술자에게 시계를 들고 가 기계를 분리해달라
고 부탁한다. 전술하였듯이, 시계의 케이스를 열고 닫는 기술은 가장 기본적
이면서도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며, 스크래치나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정이기 때문이다.
시계 유리의 종류와 손님이 원하는 재질76)을 확인한 다음 기술자는 이와
같거나 비슷한77) 기성품을 찾는다. 제 것과 꼭 알맞은 기성품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시계 유리는 이러한 기성품을 ‘수정’하면서 새롭게 제작된다. 특히
모양이 사각형, 육각형 등 독특한 유리이거나 운모는 기성품이 거의 없기 때
문에, 연삭-연마 공정을 통해 크기를 맞춰야 한다. 시계의 성상과 특성을 잘
파악하여 가장 원본과 비슷한 기성품을 찾아내는 것은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때문에 유리 기술자의 서랍은 수백 가지 종류
로 분류 된 유리알들로 채워져 있다. 시계 알의 크기는 모두 제각각인데, 기
본이 되는 원형은 대, 중, 소로 나뉘어 기술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폐기된 유리판을 ‘종이를 자르듯’ 칼로 조금씩 떼어내
어 작업을 시작한다. 일반 유리와 운모는 이렇게 커트칼과 자로 깊은 흠집을
낸 다음 유리칼로 찝어서 자를 수 있지만, 사파이어 유리는 작고 단단한 다이
아몬드 휠을 모터로 회전시켜서 절삭해야 한다. 휜유리와 평평한 유리 중 본
래 시계의 모양에 맞추어 선택한다. 대부분의 경우 두터운 유리를 깎는 방식
으로 직접 굴곡을 만든다.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판을 선택하거나 만든 다음에는, 자와 각도기
로 케이스의 크기와 모양, 유리가 삽입되는 부분의 각도 등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리의 모양을 조정하는 연삭을 한다. 해당 공정을 작업장에서는 연

76) 사파이어 유리는 흠집이 잘 나지 않는 아주 단단한 유리이지만, 큰 충격이 가해질 경
우 금이 가지 않고 깨져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미네랄 유리는 사파이어에 비
해 흠집이 비교적 잘 나지만, 잘 깨지지 않고, 충격이 가해져도 금이 가는 식으로 파손
되어 시계를 덜 손상시킨다. 플라스틱으로 된 운모 유리는 싸고 가볍지만 충격과 흠집
에 모두 약하다.
77) 여기서 비슷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모양은 유사하나 크기가 ‘조금 더 크다’는 의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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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이라는 표현보다는 “사포질한다”고 설명한다. 공정 대상이 되는 물질보다
‘더 거칠고 단단한’ 물질로 비벼서 표면을 깎고 매끄럽게 만드는 사포질의
원리가 연삭 과정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포의 거침을 표현하는 단위
를 ‘방’이라고 한다. 단단한 사파이어 유리는 작은 크기의 다이아몬드 휠을
빠르게 회전시켜 날 부분으로 자르거나, 그보다 큰 다이아몬드 휠의 측면에
대고 갈아서 크기를 조정한다(이를 “다이아방으로 사포질한다”라고 한다)78).
이때 ‘센타’를 잘 맞춰서 같은 간격으로 유리를 회전하는 사포에 접촉시켜야
온전히 동그란 모양이 나온다. 유리의 전반적인 크기를 맞춰가는 것과는 별도
로, 시계 유리의 특정한 모서리 부분이 움푹 들어간 경우에는 새끼손톱만큼
작은 다이아몬드 휠로 홈을 파낸다.

[그림Ⅲ-2-7] 유리를 연삭하는 과정

시계 유리의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제작 중인 유리와 케이
스를 직접 대보아야 한다([그림Ⅲ-2-7] 참고). 또한 시계 유리의 휘어짐과
굴곡도 이 과정에서 함께 조정된다. 본 유리가 휘어져있는 것도 있고 평평한
것도 있는데, 휘어진 본판 유리가 귀했을 때에는 불을 사용해 민자 유리를 바
가지 모양으로 변형시켰지만, 요즘은 많은 경우 이미 휘어져있는 유리를 수정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반면 안경알의 렌즈처럼 유리의 측면에 있는 굴곡은
직접 깎아내야 한다. 회전하는 다이아몬드 휠에 유리를 대고 좌, 우로 번갈아
78) 모터로 휠을 돌리기 이전에는 ‘손 그라인더’를 통해 사람이 직접 직접 손잡이를 잡고
휠을 돌려서 유리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손을 사용하면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가 일정치
않아서 비-숙련자의 경우 완벽한 원형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휠의 속도를 자기 마음대로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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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며 굴곡이 생기도록 한다. 절삭의 마지막 공정으로, 시계 케이스와 유리가
정확하게 접촉하도록 유리 모서리 부분의 각도를 맞춘다. 유리가 끼워지는 케
이스 안쪽의 비스듬한 모양을 각도기로 측정하여 그것에 맞게 측면을 깎는 것
이다([그림Ⅲ-2-8] 참고). 이때 각도를 잘못 조정하면 유리가 헐렁해져서 잘
빠지거나, 아예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유리를 넣었을 때 ‘딱’ 소리
가 나고 단단히 끼워지면 성공한 것이다.

[그림Ⅲ-2-8] 여러 가지 모양의 유리들과 표면 각도기. 여러 가지 모
양의 유리들(좌)과 유리 표면 굴곡의 각도를 재는 도구(우), 세운스퀘
어 유리 기술자 이종태(80대) 제공.

회전하는 휠에는 물을 흘러내리는 호스가 설치되어 있다. 물이 없으면 유리
에 금이 갈 뿐만 아니라 분진이 튀고 온도가 아주 높아져서 위험하기 때문이
다. 또한, 굴곡을 만들 때는 유리에 크림으로 된 광약을 바르거나 고체로 되
어있는 초록색 광약(아오꾸)을 휠의 접촉면에 고루 문댄 다음 작업해야 한
다.79) 모양 만들기 작업이 끝나면 높은 방의 사포로 교체하여 다시 광약을
도포 한 다음 유리 표면이 매끄럽도록 광을 낸다. 이렇게 완성된 유리는 ‘탁’
소리가 나게 끼우거나 모서리 부분에 혼합본드를 얇게 바른다.80) 유리 전용
프레스로 눌러서 넣을 때도 있는데, 유리 표면에 기스가 가지 않도록 유리와
직접 닿는 금속면을 평소에도 매끄럽게 연마해 두어야 한다. 본래 시계에 고
무링이 껴져있었다면 같은 모양으로 찾아서 새 것으로 넣어준다. 유리가 끼워
진 시계 케이스를 따뜻한 스탠드 불 위에 놓고 5분 이상 “구우”면81), 유리가
79) 고체형 아오꾸보다 크림형 광약이 값은 비싸지만, 유리 분진이 덜 튀어 안전하다.
80) 두 개 본드의 종류를 반반씩 섞어야 제 기능이 발휘되어 혼합본드라고 통칭해 부른다.
81) 무언가를 건조시킬 때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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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히 붙게 된다. 완성된 유리를 잘 닦아서 비닐백에 담아 주인에게 되돌려
준다.
(2) 선반
경험 많은 수리 기술자라 하더라도, 아예 없는 부속을 새롭게 만들거나 시
계 내지(나사)와 같은 금속 성질의 부속을 깎는 일은 ‘선반(셈방)’이라는 전
문 기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존하는 시계 기술자 중 가장 소수만이 남아
있지만,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분야가 선반이다. 선반 기술자는 선
반과 밀링을 사용하여 일반 기술자들이 요청하는 부속을 제작한다.
선반(lathe)은 대상이 되는 소재82)를 회전시키며 칼(바이트)과 같은 공구로
소재를 깎거나 파내는 가공을 하는 공작기계이다. 깎이는 재료가 회전하기 때
문에 가공품은 회전축에 대해 동일한 원통, 원뿔, 접시 모양 등의 원통형 모
양이 된다. 선반은 가로와 세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차원
가공이 가능하다. 원통형으로 된 부속의 두께를 조정하거나, 용두 속 부러진
용심을 갈아서 제거하거나, 나사의 회전하는 홈을 파는데 주로 쓰인다. 큰 선
반(큰 셈방)이라고도 불리는 밀링(milling)은 원판 또는 원통체의 외주면이나
단면에 다수의 절삭날로 평면, 곡면 등을 절삭하는 기계다. 선반과는 달리 절
삭공구인 칼(바이트)이 회전하고, 대상이 되는 소재는 바이스에 고정되어 있
다. 밀링은 선반보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세 가지 축을 가지고 3차
원 가공이 가능하다. 나사에 홈을 파거나, 기어를 깎거나, 용두(또르륵이)에
구멍을 뚫거나, 마치 조각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의 부품을 깎아내는 데
사용된다.
선반과 밀링의 가장 큰 차이는, 제작하는 부속의 기본적 형태다. 선반은 원
형 부속을, 밀링은 다각형 모양의 부속을 만들 수 있다. 선반과 밀링에 컴퓨
터 수치 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 장치가 장착된 것이 CNC 선반,
절한 온기다. 유리 기술자 뿐 아니라 본드나 염료를 사용하는 수리 기술자, 문자판 기
술자, 도금 기술자 등은 모두 이 스탠드를 공정 과정에 적절히 활용한다.
82) 스지루라고도 한다. 신주봉(황동봉), 강철봉(스테인리스), 백동봉(구리, 니켈, 아연 합
금), 백금, 금, 은 등이 소재로 사용되며, 을지로 3가, 4가에서 취급한다. 전국적으로 시
계 부품의 소재를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아 예지동뿐 아니라 전국의 시계 기술자들이
이곳에서 자재를 수급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는 신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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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밀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기기를 활용한 작업을 ‘CNC 가공’이라
통칭한다. CNC 가공은 공작기기에 부속을 제작하기 위한 수치를 입력해 기성
품 부속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으로, 손님이 의뢰하는 각각의 시계에 맞춤
형으로 부속을 제작해야 하는 수리 기술자와는 거리가 멀다. 작업장에서부터
시작한 한국의 중소 시계회사들은 시계 바늘, 용두 등의 부속품을 만들 때 선
반기술을 사용했으나, 발전을 거듭하며 CNC 가공 설비로 교체하였다. 다시
말해,

시계

부속품의

제작에

있어서

선반과

밀링이

맞춤형으로

주문

(customized)된 작업에 최적화되었다면, 같은 원리를 가지고 소품종 대량생산
이 가능한 장비가 CNC 설비인 것이다.

예지동 전일사 이병수가 을지로 일대

국내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CNC 선반

의 기술자에 의뢰해 설계-제작한 시

(PUMA 240B, 두산인프라코어 제조)

계선반
[그림Ⅲ-2-9] 수공예 선반과 자동화 선반 비교

선반 작업의 대부분은 봉이나 판 형태의 금속물을 절삭하여 새로 제작하는
과정이지만, 드물게는 모양이 비슷하면서 크기가 조금 더 큰 기성품을 구해다
가 ‘수정’하기도 한다. 선반 기술자를 찾는 사람들은 일반 손님보다는 업자들
(다른 기술자들)이 많다. 본래 제 것의 부속을 찾기 어려울 때, 혹은 제 것의
새 부속을 사는 것보다 기성품 부속을 가져가 수정을 하는 것이 더 저렴할
때 선반 기술자를 찾는다. 선반 기술자에게 부속을 의뢰할 때는 시계 머리 전
체를 가져가야 한다.83) 그래야 부속 제작이 완료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시

83)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속의 고장난 원본은 받을 때도 있고 받지 않을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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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조립해서 작동하며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반 기술자
는 의뢰인이 설명하는 시계 부속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제작·수정 가능 여
부, 기성품과 제작·수정작업과의 가격 차이를 손님에게 확인해준다.

[그림Ⅲ-2-10] 선반 작업의 흐름도

수정작업을 할 때에는 부속의 일련번호나 명칭을 의뢰인에게 일러줘 봉익동
재료상에서 사오라고 지시한다. 어떤 부품을 사 오느냐에 따라서 작업량이 쉽
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입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시
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크
기의 어떤 일련번호를 가진 부품을 사야 할지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
한 전제 하에서 기술자는 본인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한 번 더 강
조한다. 예컨대 선반 기술자 이병수 씨는 ‘일반’ 용두를 구입해서 용심(속이
비어 있는 파이프)을 만들 때, 의뢰인인 업자에게 “일반용두도 많이 두꺼워야
해. 굵은 놈을 찾아봐”라고 말한 뒤, “(용두에서) 파이프(용심)만 맞으면 안
갈아도 되는데, 파이프가 안 맞으면 파이프도 갈고, 용두도 갈고, 심보도 갈아
야 해”라고 설명하며 자신이 작업하는 원리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소통을 통
해 의뢰인은 부품의 구성 원리를 습득하게 되고, 작업 공임비 책정에 대한 상
호 간의 합의가 원활해진다. 수정 없이 바로 제작 작업을 할 때 선반 기술자
는 확보해 둔 신주봉, 강철봉, 신주판 등을 사용한다. 본래 시계 기계와 같은
재질이라야 유격 조정이 용이하고, 시계가 작동할 때 마모도가 줄어든다. 시
계 재질은 눈과 손에 전해지는 무게의 느낌으로 판단하는데, 비슷한 색감의
재질들이 많아 일반인은 구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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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11] 선반 기술자의 반복 작업 과정

시계 부속의 제작은 끊임없는 관찰과 도구 조정(선택), 절삭, (끼워보는)
확인 작업의 반복이다([그림Ⅲ-2-11] 참고). 반복되는 과정에는 도구의 종류
를 바꾸거나 표면을 숫돌로 갈아 날을 세우는 등 원하는 끊임없는 도구의 재
선택 및 조정 작업이 수반된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선반과 큰선방(밀링) 외에
도 선반에 재료를 물릴 수 있는 자크, 구멍을 뚫는 뽄치, 밀링에 끼워 기아를
깎을 수 있는 와리다시방, 부속을 절삭하는 칼(바이트)과 톱, 부속을 빼고 집
는 데 쓰는 집게(야또꾸)와 핀셋 등이 선반 작업실의 벽면과 서랍을 가득 채
우고 있다([그림Ⅲ-2-12] 참고).

선반에 물리는 폰치(내지끼리)와, 회전하는 부속을 절삭하는 데 사용되는
칼(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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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기술자 이병수가 직접 가공한 핀셋과 집게(야도꾸)
[그림Ⅲ-2-12] 선반 기술자가 사용하는 도구들

기계식 시계의 고급화와 차별화 추세에 따라 기계의 작동 구조와 원리는 날
이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들여야 할 장비와
도구들도 다양화되어왔다. 선반기술의 경우 CNC를 통한 대량생산체제로 변화
되었으므로 시계 산업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서유럽과 일본에서도 아주 소
수의 설계자(designer)를 제외하고는 선반기술을 많이 쓰지 않는다. 따라서
시계 전용 선반 기기와 도구를 구하는 데 높은 비용이 요구되며, 어렵게 구한
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기술자의 요구에 알맞게 작동하리라는 보장이 없
다. 이 때문에 예지동 전일사의 이병수를 비롯한 예지동 금성사의 박형군, 세
운스퀘어 다보사의 이종태는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의 정일 공업사에 직접 찾
아가 설계도면을 함께 만들고 토론하며 자신만의 기계를 제작하였다.84)
(3) 줄(땜)
시계 줄을 다루는 기술자는 과거에는 “땜쟁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줄 기
술자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시계 줄의 코를 늘리거나 줄이기, 유실된 부속이나
내지, 시계 코를 똑같이 만들어 넣어주기, 끊어진 줄 땜질해서 이어주기, 안
쓰는 시계 줄을 팔찌로 만들어주기, 가방 금속 악세사리 달아주거나 수선해주
기, 시계 줄의 흠집을 없애고 반짝반짝하게 광 내주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

84) 그러나 을지로 일대의 재개발로 인하여 현재에는 기계 제작을 의뢰하던 다수의 기술자
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이후 구로구 시흥동(청계천 3가, 4가의 철재상이 이동한
장소) 등으로 거래처를 바꾸기도 하였으나, 과거처럼 잦은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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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하는 작업은 크게 (기성품) 찾기, 제작, 연삭-연마, 이어붙임, 광내
기로 구성된다. 예지동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줄 기술자는 금성사의 박형군 한
명뿐이다.
[그림Ⅲ-2-12]와 [사례Ⅲ-2-7]은 박형군의 작업 내용을 순서도로 나타냈
다. 먼저 손님이 시계를 가지고 오면, 박형군은 시계 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물어보고 빠르게 눈으로 살핀다. 이때 시계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
기는 부속은 '바네브'라고 하는 핀이다. 이 핀은 줄과 시계 머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빠지거나 손상되었을 때 박형군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네브 중 손님의 것과 동일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같은 것이 있으
면 ‘제 것’으로 끼워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주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얇
은 쇠봉85)을 크기에 알맞게 자르고 갈아서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대충 비슷
한 모양으로 되면 바네브가 들어가는 구멍에 넣어서 양 끝을 망치로 두드린
다음, 표면이 매끄럽도록 사포로 다듬어준다. 시계 내지(나사)는 바네브와 만
드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나사가 돌아가는 부분을 돌려 깎아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간다.
시계 코를 만드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가장 좋은 것은 박형군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개의 부속 중 같은 것을 찾는 것이다. 자신이 같은 부속을 가졌는
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손님이 시계를 들고 있는 그 즉시 내려진다.
부속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바로 찾아지지 않을 때는 갖가지 통과 서랍과 바
구니들을 뒤적거리며 부속을 찾는다(박형군의 작업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두
가지다. 모터가 돌아가며 쇠가 갈리는 날카로운 소음과 부속을 찾느라 뒤적거
리는 소리). 일반 손님이 아닌 업자의 경우 “직접 찾으라,”고 통째로 내어주
기도 한다. 시계 코 중에서도 ‘도라이버(날개)’라고 불리는, 시계 머리와 직
접 닿는 코는 봉이 아닌 두께가 비슷한 철판을 자르고 구부리고 다듬어야 하
므로 일반 코나 바네브보다 만드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일반적으로 바네브
와 같은 부속을 만드는 데는 5분에서 10분, 코나 날개, 도라이바를 만드는 데
는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85) 선반 기술자가 사용하는 것과 같으나 두께가 좀 더 두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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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13] 줄땜 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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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Ⅲ-2-7] 줄땜 작업 흐름도에 대한 설명
내지와 바네브 만드는 과정
① 모터에 달린 커팅용 다이아몬드 휠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 신주봉, 스
테인레스 봉을 대충 엇비슷한 크기로 자른다.
② 절단된 봉의 끄트머리를 다이아몬드 휠로 다듬어서 두께를 조정한다.
③ 부속의 모양에 따라 보루방을 이용해 봉 가운데 구멍을 뚫거나, 시계
셈방에 다뿌를 끼운다음 그곳에 봉을 물려 나사가 잠기는 부분을 돌려
깎는다.
④ 시계 줄에 직접 넣어보면서 잘 맞는지 확인하고, 끝 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망치로 두드리거나 돌가루로 된 회전하는 휠에 다듬는다.
시계코와 날개 만드는 과정
① 고장나지 않은 본래 코나 날개의 모양을 확인한다.
② 가위를 활용해 철판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른다.
③ 중간이 움푹 파인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줄톱으로 홈을 판다.
④ 두께를 맞추기 위해 철판을 망치로 두들겨 구부리고 곡선의 모양을 만
든다.
⑤ 시계 머리와 날개의 짜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다이아몬드 휠로 모양
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⑥ 야쓰리와 회전하는 돌가루 휠을 이용해 부속 구석 구석을 매끄럽게 다
듬는다.
⑦ 시계 줄의 성상에 알맞게 스지나 광을 낸다.
⑧ 바네브나 철심을 활용해서 시계머리와 연결해 손님에게 돌려준다.

박형군의 작업은 금속을 연삭해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병수의 선반기술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부품의 모양이 더 크다는 것이
다. 쇳덩이에서 부속을 만들어내는 박형군의 작업은, 코가 몇 개만 파손되어
도 줄 전체를 교체하도록 안내하는 시계회사들의 서비스센터와 대비된다. 같
은 모양의 줄 부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금속의 연삭·가공 기술뿐 아니라
([그림Ⅲ-2-13] 참고), 그 모양을 구분하는 눈썰미도 필요하다. 또한, 일반
사람들이 구분하는 스테인리스, 신주, 구리 등의 금속들도 그 안에서 무르고
단단한 정도에 따라 세분되는데, 손님이 의뢰한 시계 금속의 성상을 잘 파악
해야 어떤 금속으로 작업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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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가위

돌가루 휠에 철판을 깎아서 모양을

로 철판을 자르는 모습

만들어감

철판을 망치로 구부리는 모습.

줄땜 기술자 박형군의 선반

[그림Ⅲ-2-14] 금속의 연삭 과정

한편, 삼성당의 장영찬(40대)과 세운 보석상가 벧엘사의 한상용(70대)은 가
죽으로 된 시계 줄을 만든다. 가죽줄도 금속줄과 비슷한 구조로 구성되어있지
만, 보형물(례자, 바네브의 역할)과 러그, 버클을 제외하고는 금속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가죽 기술자는 가죽을 자르고 엮어 모양을 만드는
바느질과 재봉틀, 칼질, 가위질, 누름질 등의 작업을 한다. 가죽 기술자에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줄 모양에 맞춘 본과 철형이다. 가죽 줄을 구성하는 외피
와 내피, 그리고 가운데 보강재를 각각의 본에 맞추어 자른 다음 겹쳐서 하나
로 만든다.86) 바네브 역할을 하는 보형물을 자른 다음, 시곗줄 끄트머리 부분
약간과 함께 말아 본드로 접착시킨다. 금속 철형으로 모양을 다시 잡고 가장
자리 부분을 다듬은 다음, 시계 머리의 두께에 맞추어 시곗줄의 두께를 조정
86) 이 때 12시 방향의 줄이 6시 방향의 줄보다 조금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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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피할 작업을 한다.87) 시곗줄 가장자리 부분을 재봉틀이나 손바느질로 꿰
매고, 손님의 손목 크기에 맞게 구멍을 뚫어 줄을 완성한 다음 시계 머리와
줄을 연결해 작업을 마친다.
이상과 같이 Ⅲ장에서는 시계 수리의 여러 분야에 대한 작업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시계를 구성하는 부속들은 제각기 성상과 기능이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자들의 작업도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금속
이나 유리를 깎아서 특정한 모양과 결을 만들어내는 연삭-연마는 시계 수리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전승되어 온 시계
수리 기술은 교체를 중심으로 하는 시계회사의 수리 서비스와는 다르게 제작
의 영역과 복원의 영역을 넘나드는데, 기본적으로 ‘새로운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주된 작업인 유리·선반·줄은 제작의 영역으로, ‘본래 부품’을 재배치-가
공하는 기술이 대부분인 수리·시야게-도금·문자판은 복원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물건을 고치는 영역은, ‘에프터서비스(A/S, afterservic
e)88)’라는 일반명사가 있을 정도로 사람의 노동과 기술의 측면보다는, 소비자
가 구매한 제품의 소비와 관련된 서비스의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시계 수리
기술이 단지 서비스의 차원에서만 분석된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그 결과물을
두고서 단시간에 완성되며 오차 없는 완벽성을 갖추고, 비용이 저렴할 때, 따
라서 소비자가 만족할 때에 가장 우수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수리 기술을 생산의 영역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시계 기술을 보는 시선
을 과정에 대한 이해로 옮겨갈 수 있다.
금속공예는 ‘금속재료로써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쓰이는 조형
체를 만드는 일 또는 그 작품(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는 점에서, 시계
수리의 모든 영역은 사람이 자신의 몸과 지식을 활용해 기존의 사물에 변형을
가하거나,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세척-재배치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상품
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금속공예 기술로 간주 될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금속공예가 김승희는 금속공예 기법을 그릇이나 수저와 같은 생활용품, 외부
87) 피할 작업부터 먼저 한 다음 본드로 접착시키는 경우도 있다.
88) 정식 영어로는 customer service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식 영어 표현인 after
service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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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등을 제작하는 대공, 장신구 등 좀 더 섬세하고 작은 작업으로 이루어
진 세공으로 구분하면서, 대공과 세공 모두 1) 톱질, 2) 금속 소재를 원하는
대로 갈아주고 깎아주는 줄질, 3) 형태와 형태를 이어주는 땜질이 기초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한다(2015: 269). 박형군의 줄땜 기술과 같이 큰 부속을 가
공하는 작업을 대공이라 한다면, 이병수의 선반기술은 세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지동의 시계 기술은 대공과 세공을 모두 포괄하면서 도제식 교육과 오래
된 도구들을 바탕으로 이어지는(이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한다),
전형(典形, typifier)과 전승성을 가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송 준은 특정
시기의 한 형태만을 규정하는 원형(原型, original form)의 개념과는 달리 무
형문화유산의 속성인 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변화의 속성인 내발적 역동성
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전형의 개념을 무형문화재 지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형은 표현된 ‘형태’보다는 그 형태를 창출하는 ‘원리’에 중심
을 두는 개념으로서, 그 자체에 변화 가능성과 외부 문화요소의 수용성을 내
포한다(2008: 225-227).
Ⅳ장에서 후술될 바와 같이, 시계 기술은 일제강점기 시기 재조일본인에 의
해 유입된 신식 과학기술이었다. 일본인 기술자들에 의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부품과 도구, 작업의 명칭이 일본식으로 전승되었으며, 변화하는 시계의 종류
와 유형에 맞게 실용적으로 발전·변형을 거듭해왔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영
역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또한, 기성품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복원
작업을 생산, 창작의 영역으로 인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동안 학계에서 무형의 문화적 자산, 혹은
공예의 영역으로 인식된 바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김은학·이정은(컨트리뷰터스)이 기획한 《종로의 원본기사
(KCDF 공예·디자인 공모전시)》에서 제시하는 산업 공예의 영역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해당 전시에서는 귀금속 장신구를 제작할 수 있는 원본을 제작하
던 원본기사의 생애를 기록하고 서사화함으로써 산업 공예의 거점으로서 종로
3가와 봉익동 일대의 지역성, 역사성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장의 내용은 향후 전개될 후속 연구에서 (수리를 포함하는) 시계 기술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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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공예의 범주에서 분석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인 민속지 자료를 마
련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습득하고 실행하
는지, 기술 내에서도 어떠한 수준과 실행 내용의 다양성이 있으며, 그러한 차
이를 만들어내는 상황적 조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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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의 습득과정과 장인의 실천
이 장에서는 시계 수리 기술의 습득 과정이 세대별로 변해온 과정을 문헌
자료와 아카이브, 구술자료를 통해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계를 고
치는 기술과 그것이 수행되는 작업장 문화가 어떠한 가치를 바탕으로 실천되
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세대 구분뿐 아니라 친족 관
계, 기술 숙련의 기간, 작업장의 이동 여부 등이 초보자가 기술자가 되는 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시계 골목의 작업
장들이 장인을 만들어내는 조건을 그들의 수리 관행과 도구의 사용, 장인 ‘의
식’의 재생산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Lave&Wenger 2000[1998]).

1. 수리 기술의 습득 과정
1) 시계 기술자의 세대별 구성
시계를 고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처음으로 시계업에 입문하였던 시기에 따
라 세대라는 추상적 개념을 적용하여 비교·설명하고자 한다. 기술자로서의 입
문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시계 유통과 수리 산업과 관련된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894년 경성에 거류하였던 일본인 시계수리사가 존재했다는(공
식적으로는 3명) 기록을 바탕으로([표Ⅳ-1-1] 참고]89), 1890년대부터 일본
인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시계 수리 기술이 조선에 들어왔다고 가정하였다. 따
라서 이들에게 직접 기술을 배운 조선인들 혹은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조선인
89) [표Ⅳ-1-1] 1894-1911년 사이 경성 거류 일본인 영업종별 표
시계사(時計師)

1894년
3명

1905년
5명

1909년
44명

1911년
44명

자료: 경성거류민단역소, 1912 “경성발달사” 251-255쪽 및 430-435쪽. 경성부, 1934 “경
성부사” 3, 642-644; 김기호 외(2003:213-2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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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으로부터 기술을 배운 사람들을 1세대 기술자라고 구분하였는데, 이에 해
당하는 사람들은 대략 1890년에서 1930년경 기술에 입문하였을 것이라고 추
측할 수 있다. 연구자가 조사를 시작할 시기에는 더이상 생존자를 찾을 수 없
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으므로 이들로부터 직접 기술을 배웠던 2세대 기술자
로부터 관련 내용을 파편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서양식 역법과 진자운동을 축으로 하는 기계식 시계가 처음 들
어온 것은 17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전우용 2008: 19). 일제강점기 시기 신
문 광고에 등장하는 시계·귀금속 상점들이 대부분 본정통에 위치해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인이 대부분 일본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
([표Ⅳ-1-2] 참고).90) 그러나 문헌자료를 통해서 본정통의 일부 시계포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종로의 일부 시계포들이 조선인들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파
악할 수 있었다.91) 시계유통인․수리 기술자들이 모이는 시계상공조합 또한 일

90) [표Ⅳ-1-2] 신문에 등장하는 본정통과 종로의 시계점 광고
시계점
주식회사 대택상회
경성지점
촌목시계포
경성지점
명안당
동양당 시계포
정오당
우애당 시계포
보신당 시계점
손종수상점
상해 국제양행
조선총대리점
천보당
대동사
대명공사
천보당
국제양행
정오당

지역

경영인 국적

경성 본정 1정목

일본인

1915년-1938년

일본인

1917년-1936년

조선인
조선인

1920년-1933년
1920년

확인 불가

1922년-1948년

확인 불가

1922년

확인 불가
조선인

1923년-1927년
1925년-1940년

경성부 견지동

확인 불가

1925년

경성 남대문통정목
경성 본정

확인 불가

1925년

확인 불가

1946년-1947년

확인
확인
확인
확인

1947년
1947년
1947년
1957년

경성 본정
2정목(충무로 2가)
경성 종로
경성 종로 2정목
경성 본정
2정목(충무로 2가)
경성 본정
2정목(충무로 2가)
경성 종로 2정목
경성 종로 3정목

2정목(충무로 2가)
서울시 종로2가
종로화신 옆
남대문로 2가
종로1가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3); 서울연구원(2014) 재인용
91) 『동아일보』, “조선인상업성쇠,” 193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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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불가
불가
불가

신문 등장 시기

본인과 조선인이 따로 결성하였다. 1924년에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경성시계
귀금속상공조합”92)이 있었으며, 1930년대 대구에는 “조선인 동업자 조직인
시계상공조합”93)이 신문에 등장하였다.
종로3가 한복판에 세워진, 조선인이 운영하는 시계포는 도심 상업공간의 상
징이자, 조선 사람들의 자부심이 되었다. [사례Ⅳ-1-1]의 기사에서 “경성의
명물로서” 시계포간판을 높이 붙이고 있는 손종수 상점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
럼, 당시 시계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총체로서 사치품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시계를 취급하는 상점들은 주로 ‘-당’, ‘-양행’, ‘-사’로 끝나는 상
점 이름을 붙였으며, 안경이나 귀금속을 함께 하는 곳이 많았다. 자본을 가지
고 있는 주인이 시계 수리 기사를 고용하여 물건의 판매와 함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게를 운영하였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구조의
상점(주식회사 대택상회, 촌목시계포)들에는 본정통에 ‘경성지점’이라는 분점
을 열어 조선에 시계를 수입․유통하는 허브이자, 조선에서 처음으로 상품권을
통용하기 시작한 초기 형태의 백화점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94)
[사례Ⅳ-1-1] 종로 시계점이 등장하는 1934년의 기사
(...) 우선 포목상을 찾어보자. 포목상이라 이름한 것은 즉 왕년의 백목전,
입전, 면주전, 청포전, 포전을 혼합한 직물백화점 격에 있는 이상한 존재이
다. 종로를 중심으로 경성시내에 있는 이상한 존재이다. 종로를 중심으로
경성시내에 있는 대소(大小) 포목전을 계상한다면 그 수가 적어도 일백오
륙십점은 될 것이나 전기(前己) 국세영업세 십오원 이상을 납입하는 자는
근근 육십일점에 불과하고 더욱 이중에 도매상급 무역상 격을 제하고 보
면 소매상의 실부는 사십이점이고 이 중에 다시 세율로써 고위를 점하는
것은 경성의 명물로써 칭호를 높이 붙이고 있는 종로삼정목 정류장 앞 시
계포간판을 높이 붙이고 있는 손종수상점이다. (“조선인상업성쇠 (중),”
『동아일보』, 1934.01.02.)

92) 『동아일보』, “공업조항개황,” 1924.10.19.
93) 『동아일보』, “대구에 시계조합 조선인동업자조직,” 1934.06.19.
94) “유물로 들여다 본 한국 유통사”, 리테일매거진, 2011년 8월호(1920.08.09. 동아일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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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고치는 조선인들은 1930년대를 기점으로 일본인으로부터 직접 기술
을 배운 조선인 기술자와 그 조선인 기술자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자로
구분되었다. 해당 시기는 19세기 후반에 들어온 일본인 기술자들이 조선인 종
업원들을 두고 일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기술을 전수 받은 조선인
들이 독립적으로 시계포를 운영한 시점이다. 1929년에는 일본시계학교사업
부95)가 기사에 언급되었고, 1932년에는 경성공립직업학교 시계과가 설립된
후 첫 조선인 졸업생이 배출96)되었다. 1934년에는 연건동 조선직업강습원에
시계판금과가 개설되어97) 기능-직업 교육으로서 시계 기술이 국가(일본총독
부)로부터 장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계식 시계
를 제작하고 대량생산하는 기술을 갖추었던 일본에 유학 가는 것을 추천하기
도 하였다.98)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일제의 전시체제가 강화되며 직
업학교의 교과는 점차 광산과와 기계과 중심으로 개편되었다(이병례 2011:
160). 또한, 시계과의 경우 경성직업학교에서 1937년~1939년에 겨우 10명을
뽑는 등 강습생의 선발이 타 과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조선총독부
1937;1938;1939; 이병례 2011: 163 재인용),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각 지역의 시계점에서 견습생(미나라이) 생활을 하며 기술을 습득하
였다.
일본인의 조선도항은 1895년 청일전쟁 직후 1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1904년 여권 휴대 의무사항이 폐지되는 등의 편의정책의 실시로
본격화되었다(木村健二 1989; 이규수 2007: 9에서 재인용). 재조일본인이었
던 모험 상인들은 인천 본부를 중심으로 한성, 부산, 원산, 대구, 평양, 개성,
강경, 목포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시계수리기술은 이들이 주로 거주했던 도시
로부터 확산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기술자는 이북 사람들이 많았다(예지
동 수리기술자 오석영, 70대)”는 구술이나, “시계수리를 잘한다는 사람을 찾
95)

『동아일보』, “시계판매는 폐업함으로 일본시계학교 사업부 상품 전부 투매”
1929.09.25.
96) 『동아일보』, “경성직업학교 전수과생 모집,” 1932.08.25.
97) 『동아일보』, “직업강습원 모집,” 1934.03.28.
98) 독자가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면 기사를 통해 답해주는 지면에서, “계계기술자가
되고저하는데 적당한 학교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기자가 “동경시 품천구 대정령 3정
에 일출시계공업학교가 있습니다. 규정을 청구해보시오”라고 답하였다(『동아일보』, “응
접실,” 193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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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만주와 청진, 서울, 부산에서 배웠다(이원삼, 1920년대 생),”99)는 신문기
사 속 인터뷰를 통해 재조일본인의 유입과 시계수리기술의 확산 간의 인과관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에 직접 가서 기술을 배워오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동경에 일출
시계공업학교100)와 같은 전문대학교가 있었지만, 학비가 있었기 때문에 유학
생 대부분 현지의 시계점에서 견습생 생활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하였다. [사
례Ⅳ-1-2]의 광주 수리 기술자 황은주(80대)는 한국전쟁 직후 기술에 입문
하여, 그의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인 기술자로부터 기술을 배워, 재조
일본인 기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사례Ⅳ-1-2]
그 사람들[일본사람들]은 인간성에 따라서. 인간성에 따라서, 조금 성품이
각각 다르닌까. 이렇게 미나라이, 그 때만 해도 미나라이라고 했죠. 견습생
을 미나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맨날 한문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여.
견습생이라는 것은 볼 견자, 배울 습자, 견습생이라는 말이고, 미나라이라
는 말은 볼 견자. 그런디, 미나라이가 들어가면은, 일부터 시캐. 청소, 일,
저 애기나 보라 그러고. 일도 잘 안갈쳐 주고. 그 주인이 있는가 하면은,
성스럽게, 아까 우리 선생님맨키로, 참 친 자녀들 똑같이 여기시면서 잘
갈치 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왜정 말에 일본사람들 밑에 가서 배우
는 거는, 시계 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고, 자기 이득만 취한 업주가 있죠.
(광주 수리기술자 황은주, 80대)101)

1945년 해방 후 일본인 기술진은 조선을 떠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이를
두고 사람들은 “일본공업기술진이 퇴각한 후 정밀공업계가 거의 전멸상태에
빠졌다”라고 거칠게 표현할 만큼102) 기존의 산업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데

99) 『경향신문』, “기능경기대회 최고령출전 93세 이원삼옹, "시계수리만 75년 했네그려",”
2003.09.24.
100) 『동아일보』, “응접실,” 1936.06.12.
101) 황은주는 80대이지만 1931년생, 2019년을 기준으로 89세이기 때문에 다른 80대 기
술자보다 더욱 이른 시기에 시계기술을 배웠다.
102) 『동아일보』, “국산시계제작” 194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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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49년 6월, 조선의 신한시계공업
사가 궤종시계를 조립해내는 데 성공하면서103) 최초의 ‘국산 시계’가 생산되
기 시작하였다.104) 기술자 2세대는 황은주와 같이 1940년대 중반~1960년대
에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이다. 1세대와 더불어 2세대 기술자들은 시계의 아주
세세한 부속품의 명칭까지 일본어로 알고 있고, 특정한 기술을 일본어로 표현
할 수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현재 예지동 시계골목에서 가장 많은 인구 구성
을 차지한다. 1세대, 2세대 기술자들이 기술을 습득할 당시 시계는 사치품으
로서,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는 귀중품으로서 값진 물건으로 취급받았다.
이에 따라 시계를 수리하는 사람들의 위상도 높았으며, 고용된 기술자라 하더
라도 다른 기술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시계의 종류와 구성이 단순해 유리부터 줄까지 시계와 관련된 모든 부속품
을 다룰 수 있었던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판, 유리, 수리, 반도, 맥기-시야게
분야가 동일한 점포에서 부서별로 운영되었다. 또한, 2세대부터는 시계수리의
업종 분리 및 전문화가 나타났지만, 점포 자체가 분리되기보다는 하나의 점포
에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들이 고용되거나 협업하여 일하는 식으로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청소년, 청년, 중장년 시기 한국전쟁과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온몸으로 겪은 2세대 기술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농민의 자식으로서 도시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한국전쟁 이후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학업 대신 기술을 선택했다고 구술하였다. 공부는
잘 안 맞는데 손재주는 있어서 적성을 살려 시계 수리에 뛰어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그 이전(1세대)과 이후(3세대) 세대보다 더욱 긴 “꼬마”, 견
습생 시절을 보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8년 가까이 같은 “주인”으로부터 기
술을 배우고 고용되는 때도 있었다. 기술을 가르쳐준 사람과 우호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선생, 스승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주인”이라고 하였으며, 독립적으로 가게를
연 후에도 따로 찾아가거나 하지 않았다. 돈벌이가 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기술자는 일단 일손이 부족해 사람을 쓰며 기술을 알려주지만, 핵심 기술은
알려주지 않거나 자식에게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
103) Ibid.
104) 단, 시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국산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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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Ⅳ-1-3]
처음에는 시계를 기술을 배웠지. 어려운 환경에 이제 육이오 만나가지고,
돈은 없고, 공부는 못 하닌까. 왜, 형님은, 공부를 갈치고, 그래서 인자 행
정고시 합격했지, 형님은. 나는, 돈이 없으닌까 못 배우고, 또 기술이 암만
해도 학교보다는 돈이 덜 들어가닌까, 먹고 자고 하닌까, 그래서 이제 이
걸 배웠지.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은 취직하고 다 인자 배웠다고, 3, 4년씩
배워가지고, 했는데, 내가 보닌까, 아, 가공하는 기술이어야지, 그냥 시계
수리하는 기술만 갖고는 부족허다, 그래서 다시 배우러 갔지. 그래서 10년
을 배웠지. 무보수, 무보수, 돈도 안 받고. 그러닌까 얼마나 고생만 했어.
거기서 먹고. 밥하고 잠자리는 줘. 그러닌까 배웠지. 처음에는, [한 2년]
쌀 갖다가 바쳐. 가마니쌀. 가마니로 쌀을 갖다가 주면서 밥값은 내가 돈
을 안 주고, 내 쌀 먹으면서 배우는거라고. (…) 또, 가게에서 자. 가게 안
에서. 아이구 빈대가 엄청 많을 때는 아주 빈대하고 전쟁이야. 불만 끄면
빈대가 나와. 군인, 군인 침대 있잖아. 야전 침대, 군용 야전 침대 펴놓고
자. 그래갖고 인자, 그래서 월급으로 한 번도 안 받아봤어, 나는. 남의 집
살이도 안 해보고(기사생활을 의미함). 기술 배우려고. 그래갖고 다음에
내가 개업을 했지. 10년 후에 개업했지. (예지동 선반기술자 이병수, 70
대)

한편, 당시 기술자들 중에는 시계 생산 분야로 눈을 돌린 이들이 있었다.
주로 완전품보다는 유리, 나사, 바늘, 유사, 선반과같은 각종 시계 부품․도구들
이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당시 중간상인들은 같은 행상인이라 하
더라도 재료를 취급하는 사람과 밀수된 시계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었
다. 부품을 취급하는 중간상인들 중에서는 종합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장이 잦은 부속들(심보, 용두, 침, 유리, 바네보)만을 전문으로 취
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쌀자루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손가방을
어깨에다 들쳐메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씩 전국 곳곳의 시계점을
돌아다녔다. 부품들은 국내 공장들 뿐 아니라 일본의 공장들에서도 공급되었
다. [사례Ⅳ-1-4]에서 광주 수리기술자 황은주(80대)는 한국전쟁 직후 전국
에서 활동하던 중간상인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었다.105)

- 109 -

[사례Ⅳ-1-4]
우리나라에서 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생소하죠. 설다고 봐야 하죠. 일본
공장에서 온 것은, 조금, 뭐이라 그럴까, 완전품이라고 생각이 되죠. 요새
말로는, KS마크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 것은, 약간 좀 미시하다(거칠다).
(광주 수리기술자 황은주, 80대)

당시 중간상인들은 시계 산업과 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풍부한 “어른들”로,
황은주와 같은 어린 기술자들에게 용돈을 주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1980년대까지 이들은 국내의 서로 다른 지역들의 상공인들을 소개해주고, 기
술자가 되고자 하는 농어촌의 어린 소년(시계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
로 남자였다.)을 도시의 기술자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김 현, 50대·예지동 수리 기술자 송용호, 70대).
한국의 시계산업은 수입한 부속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생산하는 형태에
서 점차 시계 유리, 케이스, 바늘, 인덱스(숫자), 문자판, 반도(줄), 용두, 용심
등을 자체 생산하게 되었다. 생산공장은 서울 지역의 경우 관악구 신림동, 노
원구 월계동, 영등포구 문래동106), 구로구 신도림동107), 동대문구 휘경동108)
등 당시로서는 농촌과 다름없던 서울 변두리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시계의
생산은 시계 관련 업종에서 경험이 풍부한 주인이 “엑기생, 엑기생 프레
스109), 선반, 금속절단기, 오르방 등의 장비를 갖추고 직공110) 3~10명을 들
105) 업자, 기술자들과는 별개로 외진 도서지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상인들도
1970년대까지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시계값을 일수로 받기도 하였다. 임근혜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행상인들이 보부상의 맥을 잇는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유통 형태가 향후 외무사원 제도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2016: 133).
106) 정민호, 1942년 생 구술.
107) 구로구 신도림동 944 공도시계제조주식회사에서 난로에 놓은 청산가리가 튀어 직공
이 즉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시계 제조 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경향신문』, “직공 2명 사상 청산가리 녹이다,”
1965.02.18.)
108) 현재 예지동 시원사에서 시계 소매업을 하는 윤현락은 1964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
지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시계 부품을 제조하는 광명공업사를 운영하였다(윤현락, 1935
년 생).
109) 일본어 에끼생(エキセントリック)에서 기원하였으며 영어로는 핸드 프레스
(hand-press)라고 한다. 회전하는 판을 활용해 도금하거나 작은 부속을 깎아 모양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손으로 눌러 압력을 가해 일정한 모양의 금속 판형을 찍어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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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문량에 맞추어 부품을 만들어내는(황학동 수리기술자 정민호, 80대)” 가
내 수공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풍족하지 않은 자본금으로 시작한 공장이었
기에 30여 평 규모에 하꼬방이나 무허가 판잣집에 설비와 직공들의 생활공간
(잠자고 식사하는 공간)을 갖추는 데에는 1960년대 기준으로는 50만 원 정도
면 충분했으며, 주인이 직접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자를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자본금이 덜 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부품들을 조립만
하는 공장이 최종적인 시계 ‘생산업체’로서 우리나라 시계회사들의 모태가 되
었다.111) 시계 수리 기술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늘, 케이스, 부속 공장
운영을 했었던 황학동 수리기술자 정민호는 당시 가내 수공업 공장들의 현황
에 대해 구술하였다.
[사례Ⅳ-1-5]
여러 군데가 있었어. 케이스 만드는 사람들이, 한 20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자판은 문자판대로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데가 오리
엔트였어. 거기는 기계 시설이 아주 우수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가내 공
업으로, 영세 상인들이었어. 거의 다가. 그 이후로 조금 조금씩 발전을 해
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거지. 그래서 바늘은 바늘대로만 만드는 데가 있
었고, 용두는 용두대로 만드는 데가 있었고. 뭐 바네브는 바네브 대로, 문
자판은 문자판 대로. 이런 것들은 전부다가, 한 데서 나온거가 아니야. 오
리엔트에서도 그렇게 안 했어. 문자판하고 케이스만 만들고, 줄도 아마 오
리엔트에서 외주를 줬을거야, 아마. 아니야, 줄은 일본서 갖다가, 처음에는
일본서 갖다가 했을거야. (황학동 수리기술자 정민호, 80대)

이처럼 국내에서 시계 생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산업화, 자동화되지는
계는 엑기생 프레스라고 한다. 에끼생 기계는 현재의 프레스 금형의 초기 형태이며, 왕
십리 용재정밀에서는 폐철을 활용해 ‘칠성사이다’ 병마개 등을 찍어내는 데도 사용되었
다. (김상수 외 2009: 154)
110) 시계 수리인과 다르게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직공’, ‘조립공’이라 불렸으며, 처우는
당시 다른 업계의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다고 한다.
111) “60년대 초반 국내 시계업계는 시계 수리업과 판매업 위주로 본격적인 시계 제조업
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별다른 생산 시설 없이 부품 등을 수입하거나 조립
하는 공정을 거쳐 벽시계류를 중심으로 제조하는 업체가 조금씩 생겨났지만, 협동조합
을 설립할 기반이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던 것.” (『중소기업뉴스』, “[협동조합 역할
및 과제]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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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에서, 시계는 여전히 귀한 물건으로 인식되었다.112) 그러나 손목시
계가 아닌 탁상시계나 벽시계의 경우, 기존의 사치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것이 이전과의 차이였다.113)
3세대는 전자시계가 유입되고 국내산 시계의 생산으로 시계가 흔해질 시기
인 1960년대 중반~1980년대 기술을 배운 기술자들이다. 이 시기 시계는 수
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수출산업의 동력으로 등장하였다. 원활한 수
출산업을 전제로 한 시계와 부속품의 수입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65년 5
월부터 검토를 시작하여 1966년 상공부는 “완제고급팔뚝시계의 수입을 개방
하고 그 요령을 공고”하였는데 스위스 등 주요 고급 시계 생산 국가에 한국
의 면직물을 수출하는 판로를 여는 것이 그 취지였다.114) 부속품의 경우에는
수출 실적이 있는 회사가 (수출항목에 포함된) 완제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시계 무브먼트(기계, movement) 부속품 등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115)
씨티즌, 오리엔트, 고팔사 등의 일본 시계가 먼저 일본회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에서 조립해 판매되었고, 미국과 독일 등의 회사들과도 차례로 기술
제휴를 시작하였다. 1966년 국내 시계 회사들의 복리를 도모하는 ‘한국시계협
동조합’이 설립돼 시계의 수출입과 관련 국가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
112) ‘귀한 물건’으로서의 손목시계의 특성은 신부와 신랑이 주고받았던 예물의 품목에 손
목시계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목시계는 1950년대부터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대표적인 예물이었다. 그러나 손목시계 자체가 귀했던 1950년대
이전과는 달리, 1960년대에는 부로바, 투가리스, 애니카, 라도 등 특정 브랜드를 혼수용
으로 선호하였다. 1950년대부터 시계업에 종사해왔던 황은주(80대)의 구술에 따르면,
이들 시계는 스위스산 부품들이 홍콩이나 중국을 거쳐 조립되어 한국으로 밀수되는 경
로로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왔다. 단속을 피해 진열장에 오르지도 못했음에도
꾸준히 거래되었을 뿐 아니라 공급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보다 몸값이 높
아지기도 했다.
113) 당시 국민소득의 형성 과정과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산업개발위’가 진행하였던
『국민소득계층조사보고(1960)』에서 금전에 여유가 있으면 사고 싶은 물건에 시계가
2.6%로 꼽혔다. 당시 연구팀이 시계의 소유 여부를 빈곤층 실태 확인에 포함 시킨 것
이다(『경향신문』, “부채생활이 반수이상,” 1960.12.27). 이후 1962년 서울 시내에 거주
하는 빈곤 가정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일반서민층의 보건교육을 위한 사회의학적 연구
자료』에서는 전체 1,114가구 중 90세대만이 집안에 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동아일보』, “서울의 최하선,” 1962.10.17). 이를 통해 1960년대 초기 국민 가정 대다
수에서는 시계 한 대 정도는 생활필수품으로 갖추고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이마저
도 갖추지 못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필수품 항목으로
시계를 고려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114) 『경향신문』, “금수품목 대량 해제,” 1965.12.01.
115) 『동아일보』, “무브먼트 부속품 등 수출실적 있어야만,” 196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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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0년대 중후반에는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어 나갔으며, 국내에서 자
생적으로 성장해온 회사들도 자리를 잡아 미국, 싱가포르, 유럽, 남미와 중동
국가들에 해외수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궤종시계와 탁상시계
가 수출되었지만, 이 시기에서는 국내에서도 전자시계 생산이 보편화 돼 전자
손목시계, LED 시계가 주력 상품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1973년부터 IC(전자
회로)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116), 같은 해 일본 리꼬사(社)
에서 국내에 수정시계 생산 추진을 위한 합작회사 한국리꼬정밀공업의 증자
를, 고팔사(社)에서 디지털 탁상시계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새한정밀공업 설
립을 추진하였다.117)
이러한 수출산업의 성장은 ‘쿼츠(クォーツ, Quartz) 파동’이라 불리는 일본
세이코사의 기술 개발이 만들어낸 시계 시장의 균열 덕분에 가능했다. 기계식
생산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존의 시계 회사들이 설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시장에 적응하는 시간을 틈타, 이러한 소모가 불필요한 아시아의 새로운 기업
들이 나설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다. 1969년 하반기 일본은 세계최초로 전자
배터리로 동력을 얻어 움직이는 손목시계의 상품화에 성공한다. 정밀하면서도
값싼 수정 무브먼트가 태엽에 저장된 동력을 수십 개의 부품으로 바늘까지 전
달하는 기존의 기계식 시계를 대체하면서 세계의 시계 시장은 1970년대를 기
점으로 재편성되었다. 한국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 과학기술처가 국책 사업
으로 전자시계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등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사례Ⅳ-1-6] 참고).
[사례Ⅳ-1-6]
우리나라는 자원(資源), 인력(人力)등의 공업 여건으로 보아 노동집약적
인 정밀기계공업, 전자공업 등이 유망한 공업으로 지목되어 정밀기계공업
으로서의 시계공업이 육성되어 왔으나, 선진국의 기존 제조자들에 비하여
정밀기계공업의 특유한 전통적인 생산기술의 축적이 부족하고 그러한 전
통에서 얻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어 새로운
독자적인 시장개척에 많은 난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16) 『매일경제』, “전자공업기술개발(상),” 1973.02.27.
117) 『매일경제』, “수정시계 생산 일 리꼬사서,” 197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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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계적인 시계공업에 비하면 새로운 동향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시계 공업은 기존시계회사와의 경쟁에 있어서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
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공업의 육성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룩되고 있는 만큼 그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연구소 1971:
2)

1970년대 중반, 시계는 본격적으로 필수품이 되어 가구 단위를 넘어서 중
고등학생까지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이 되었다. 이 시기 시계의 빠른 확산은 몇
가지 상황이 중첩되면서 가능했다. 먼저,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과 홍콩의 시
계 시장으로부터 대량으로 밀수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둘째로는 국내 대
기업들이 해외 회사들과의 합작을 통해 대규모 시계 조립, 부품 생산 플랜트
를 계획하였다. 이로써 시계 관련 각종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
이 늘어나게 되었다. 예컨대 1975년부터는 삼성전자공업(한국반도체회사)에서
CMOS(시모스)118)를 양산하게 되어119) 시계 생산 과정에서 숙련공이 필요하
지 않은, 전자회로의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었다.120) 다음으로는 서울의 남대
문과 예지동뿐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에 시계 전문 도소매 상권(대구 교동시
장, 광주 충장로 4가, 대전 역전 등)이 형성되면서 유통망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3세대 기술자들은 시계 수리뿐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예도 많았다. 시계 공장에 취직한 기술자들은 시계에 대한 총체적 기술보다는
특정 분야에 대한 숙련도를 갖추도록 훈련되었다. 또한, 당시 시계 수리업에
입문하였던 사람들의 위상과 작업장 분위기는 기술자보다는 국내산 시계를 제
작하는 소규모 생산공장의 ‘직공’에 가까웠다. [사례Ⅳ-1-7]에 따르면 대규
모 생산공장을 운영했던 오리엔트 시계 회사에서 ‘직공’을 모집한다고 공고하
고 있다. [사례Ⅳ-1-8]의 시야게 기술자 Q씨는 그가 중간상인의 소개로 예지
동의 작업장에 자리를 잡았던 1979년도에, 작업장 내에서의 숙식을 제공하며
8,000원~10,000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구술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전 세
대의 견습생과는 달리 꼬마 시절부터 소정의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었음을 알
118) 직접 회로의 한 종류로, 디지털 시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119) 『매일경제』, “전자팔뚝시계 양산,” 1975.09.29.
120) CMOS 국산화의 성공은 향후 시계산업에 진출하였던 대기업이 전화기,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 및 반도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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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견습생들이 쌀 등 소정의 수업료를 냈던 1세대, 2세대와는 확
연히 다른 점이었다.
[사례Ⅳ-1-7] 신문에 실린 직공 모집 글
오리엔트 시계공업의 직원 모집 글.
기능직=
시계조립공 00명 (공고졸 정밀기계제작
의 유경험자)
견습공00명 (17-20세 미만의 남녀)
(매일경제, “모집”, 1973.05.11.)

[사례Ⅳ-1-8]
우리 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이야. 79년도, 80년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꼬마가 있었으닌까.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세척만 하고, 그것만 하는거야.
한 번 들어가면 윗 사람 기술자 없어질 때까지, 나갈 때까지 그것만 하고,
나가면 바통 받아서 일 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거지. 그렇게 배웠죠.
초반에는 나 때만 해도, 그 때, 우리 꼬마들이 월급을, 주로 먹여주고 재
워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때 당시에는 8,000원, 10,000원, 요 정도
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을 배울라 그러면, 오히려 돈을 주고 배
워야 해요. (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Q씨, 50대)

이 시기는 그야말로 한국 시계산업의 ‘붐’이었다. 1970년대 초까지 수출산
업에 전념하던 국내 대기업들이 1970년대 중후반이 되자 본격적으로 국내 시
계 시장에 뛰어들었다. 혼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가정의례준칙’121)의 적
121) 가정의례준칙의 제정 당시 당국은 전근대적인 예식을 고집하는 농촌공동체의 계몽에
주력하였다면,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는 신흥소비계층으로 부상한 도시 중상류층의
‘사치’가 규제의 주요 목표가 된 것이다(이소영 2018: 56). 구체적인 처벌 세부 규정이
마련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적인 국산애용 지시까지 있자(ibid.,: 63) 공무원을 포함
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외제시계를 차고 다니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 따라서 국내 시계회사들은 ‘밀수시계 퇴치’, ‘국산품 애용’, ‘건전혼례문화’의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국내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선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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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국내 시계회사들은 더욱 날개를 달았다. 또한, 시계 수리는 당시 기술
자로서는 적은 자본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로서 주목받았다. 높
은 수리비와 시장에서의 수요에 이끌려 다른 분야의 기술자들이 시계 분야로
이직하기도 하였다. 삼성사 장충락은 1954년 생으로, 충남 예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1971년에 전농동에 있는 전자계측기 생산업체를 거쳐 1977년 세운상
가에서 특수전자부품을 제작하는 기술자로 취직하였다. 당시는 한국에서 LED
시계를 국산화하던 시기였다. 시계 기술자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본딩기122)
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 예지상가에서 시연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
데, 이를 보기 위해 예지동에 방문한 장충락은 수리 기술자들이 받는 임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세운상가에서 한 달에 10만 원을 받던 (당시 젊은 기
술자로서는 높은 임금에 속했다) 것과 비교해, 시계 기술자들은 시계 하나를
고칠 때마다 3천 원, 5천 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장충락은 세운상가에서 특수전자부품을 다루던 경험을 살려, 1970년대 후반
당시 희귀했던 쿼츠시계 수리를 최초로 시작한 기술자 중 한 명이 되었다. 당
시 전문 기사들을 고용했던 시계 수리점들은 전자시계 기술자를 일반 시계 기
술자와 구분해 채용하고, 더 높은 임금을 쳐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
터 고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한 저가 쿼츠 시계들이 양산되
기 시작하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과 홍콩 등 외국에서 값싼 시계와
부품들이 수입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시계산업은 시간의 지시기능을 가진 다른 소형 전자
제품들인 무선호출기(삐삐)와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산업 규모와 시장 수요가
대폭 줄어들어, 예지동 시계골목에도 가게가 축소되거나 폐쇄되는 등의 실질
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이 모여 “고용관계는 아니고,
자기 업으로 하는(시야게-도금 기술자 양길태, 70대)” 수리점은 1970년대 형
성되어 1990년대 후반, IMF를 넘기며 거의 사라졌다([표Ⅱ-1-2], 42쪽 참
고).123)
122) IC칩을 때우는 기기.
123) 현재에는 당시 점포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자가 대부분이
며, 또 다른 상점의 이름을 만들어서 분리돼 나가기도 하였다. 전진사와 형제사처럼 두
세 분야가 살아남아 함께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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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기술자들은 2000년대 중반~2010년대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들은 한
국 시계산업의 긴 암흑기를 지나, 예술품과 소장품으로서 시계의 새로운 가능
성을 찾은 이들이다. 주로 예지동과 같은 시계골목의 기술자들로부터 직접 배
우기보다는 사설 학원이나 학교와 같은 제도권 교육 기관에서 기술에 입문하
였다.
1990년대에 시계 기술에 입문했던 사람들은 수리업계가 위축되던 시기 아
직 기술이 상급에 이르지 못해 더욱 치열해진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다. 당시 숙련된 기술자들은 국내 시계회사들이
외국 회사들의 브랜드와 무브먼트만 구매해 국내에서 케이스, 줄, 문자판 등
을 생산해 해외 로고를 찍어 판매하는 공정에 참여하였지만, 이제 막 기술에
입문한 견습생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안경, 도장,
인쇄, 귀금속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이 되어 고급 시계, 기계식 시계를 찾는 사람들이 다
시 늘어나는 복고 열풍이 번졌다. 서울과 지방의 몇몇 중심 공간을 중심으로
시계수리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다. 예지동 시계골목의 젊은 기술자들은 대
부분 30대 이후 제2의 진로로서 기술을 습득하였는데, 주로 기술자의 단골이
었던 시계 마니아나 기술자의 아들이나 친척이다. 성년기 이후 배움을 시작한
이들은 선배 기술자들처럼 오랜기간동안 기술을 배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1~2년 짧은 시간 동안 기술을 배워 생업전선에 나서야 한다. 예지동
시계골목의 사례들 중에는 주로 기존에 직장을 가지고 있던 2세대 기술자들
의 자녀(예지동 성신사(문자판) 아들, 예지동 예지사(수리) 아들), 혹은 시계
를 좋아하는 마니아가 더 좋은 직업 기회를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예
지동 시계 수리 기술자 김인섭의 제자).
오늘날 예지동에 자리 잡은 젊은 기술자들은 대체로 선배 기술자들을 인정
하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큰 자본을 투자해 모든 장비를
갖추고 시작하기보다는 조금씩 설비를 늘려나가고, 너무 값비싼 장비는 들이
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값비싼 지역의 시계 수리점이나 백화점 기술자
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품을 복원하기보다는 교체하는 방식의 수리를
많이 진행하고, 인터넷 블로그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지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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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해 시계를 맡기는 손님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택배로 물건을 보내고
받는 식의 거래가 많다. 이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2세대, 3세대보다 유동적이
고, 출근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일한다. 이를 두고 선배 기술자들은 “버릇” 이
야기를 하지만, 이들의 실적을 잘 알고 있는 단골 업자들은 이들을 함부로 대
하지 않는다.
한편, 시계골목 바깥에서는 전문대학교의 시계학과나 시계학원, 혹은 독학의
경로로 관련 진로를 모색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등록금이나 강습
료 형태의 비용을 지불하고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
계 부품의 영어 명칭을 완전하게 구사하였다. 국내외의 시계회사 혹은 이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중 일
부는 스위스나 독일 등 시계 강국으로의 유학길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지속
적으로 연구하여 시계의 설계부터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할 수 있는 독
립 시계제작자(watch maker)의 길을 꿈꾸기도 한다.
2) 기술의 습득 과정
(1) 떠나보내는 제자, 곁에 두는 자식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기술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고 따를 수 있는
선배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처음 시계 기술에 입문한 견습생은 작업장의 온
갖 잡일을 도맡는 꼬마에서부터 시작해 기술자의 작업을 보조하는 견습생이
되어,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기본 도구들을 갖추어 가며 기술자로
성장한다.
보편적으로, 견습생들은 기본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중간기
술자’로서 인정받아 그때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하였다. 작업장에 들어간지 3
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견습생들은 그 정도의 “일반 기술”을 익힐 수 있
었다. 그러나 시계 선반 기술이나 특수 유리 가공 기술, 문자판 복원 기술과
같이, “특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의 교육 기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견습생이 중간기술자가 되는 3년 차는 기술자의 진로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견습생들은 1) 처음에 기술을 배운 작업장, 혹은 다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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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기사 생활을 하거나, 2)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또
다른 기술자를 찾아 떠났다. 다른 기술자에게 견습생으로 들어가는 기술자는
기사로 취직한 다른 동기들과는 달리 처음 기술을 배울 때처럼 “쌀을 갖다주
며(예지동 선반 기술자 이병수, 70대)” 기술을 배웠다.
이처럼 대부분의 견습생들은 어느 시기에는 반드시 작업장을 떠나야 했다.
다만, 같은 제자이더라도 부모나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기술을 배운 기술자는
다른 기술을 배우러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와 계속 남아 가업을 이었다. 후배
를 양성하는 기술자에게 밖에서 온 제자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손님’이
었고, 자식은 밖에서 기술을 배우더라도 ‘돌아와야 할 가족’이었다.
이러한 순리와 정반대로 제자를 이끄는 스승은 스승답지 못한 ‘주인’이 되
었다. 견습생으로 들어간 지 수년이 지나 스승인 자신보다 더 낫게 되거나,
스승의 역할을 완벽히 해낼 수 있을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데도, 겨우
기사 만큼의 월급을 주면서 싼값에 가게에 붙잡아두는 경우가 그러했다. 그리
고 이러한 스승으로부터 잡혀 오랫동안 한 작업장에 머물렀던 제자는 당시의
생활을 미나라이 생활이 아닌, “머슴 생활”로 회상하였다. 유리 기술자 이종
태(70대)와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70대)은 한 기술자의 밑에서 7년 이상을
일했다. 이들은 오랜 수련 기간 덕분에 각 분야의 실력있는 전문 기술자가 되
었지만, 자신이 가게를 운영에 기여했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
했다고 생각하였다. 당시에는 기술자로 성장한 제자들이 기술을 모두 전수받
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게로 보내지 않으려는 주인, 혹은 약속했던 월
급을 주지 않는 주인과 감정적으로 다툼이 생기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인들은 적립해 두었던 몇 년 치의 월급을 받으려면 자
신들의 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라는 구체적인 주문을 하기도 했다.
반면 광주의 수리 기술자 황은주(80대)와 예지동 선반기술자 이병수(80
대)124)는 스승의 권유에 따라, 전라남도의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시계
기술 중에서도 가장 정밀하고 어려운 기술인 선반 기술을 익혔다([사례Ⅳ
-1-9]). 특히 이병수는 기사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계 수리 기술을 통달
124) 이들은 견습생 시절을 광주에서 보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다. 연구자는
광주 충장로에서 황은주를 만나 면담하면서 그가 예지동 이병수의 선배였다는 것을 우
연히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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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견습생 생활을 자처하였다. 멋모르고 처음 들어간
작업장에서 3년 동안 기술을 배우며 “업계에서 누가 잘하고, 뭣하고 알게” 되
자, “이걸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선생 밑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이병수는 서울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독립적인 작업장을 차
릴 수 있었다.
[사례Ⅳ-1-9]
1년 몇 개월 만에 월급 받아봤네. 그래갖고 딴 집으로 전환을 했어. 전환
을 해야, 그것이 또 일류 기술자가 돼야. 그 집만 있으면 항시 그 집 머심
이고 그 집 미나라이만 돼야. 그건 내가 또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야 내가 너를 쫓아내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딴 집을 거쳐서 우리 집으로 오드래도, 그래야 이것이 니 주가도 오르고,
그랑께 우리 선생님은 아조 그냥 머리가 좋은 양반이야. (광주 선반 기술
자 황은주, 80대)

예지동 시계골목에서, 스승과의 인연 없이 외부에서 새로온 기술자들은 처
음 몇 달간은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거나 같은 업자로 상대해주지 않으려는
본 토박이들의 경계를 견뎌내야 했다. 퇴직 후 시계 마니아로서 시계 수리에
관심이 생겨 인터넷을 보고 독학으로 기술을 익힌 수리 기술자 O씨는 단골로
자주 방문하던 유리 기술자의 권유에 응해 4년 전 예지동에 자리를 잡았다.
예지동 기술자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O씨가 느낀 “텃세”는 힘겨웠다. 식사 시
간도 제각기인 작업장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말이 많아(예지동 수리기술
자 K씨, 80대)” 크고 작은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O
씨는 예지동에 남아있는 기술자들이 “생존 경쟁에서 질기게 살아남은” 사람들
이기에,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텃세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따라서 골목에 이미 자리를 잡은 가족이나 친척의 존재는 큰 버팀목이 되었
다. 그 사람이 다수의 단골 관계, 동업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기술자면 더욱 후광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기술자는 자신이 양성하
는 제자의 미래를 위하여 그가 사람들로부터 가족 구성원으로 인지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해주기도 하였다. 예지동 수리기술자 김인섭(70대)의 제자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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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스승의 도움으로 인해 비교적 텃세를 덜 체감할 수 있었다.
[사례Ⅳ-1-10]
주변에서 볼 때, 저거 하잖아. 남들 볼 때 우습게 알고, 한 마디로. 내 직
계가족이라 하면은 괄시를 못 하잖아요. 그죠?그래서 처가쪽으로 내 조카
다, 그리 알렸어요. 내 조칸줄 알아 처가쪽으로. 그래가지고, 이 바닥에서
○○사 조카로 알아. (…) 그러면 함부로 안 하지. 말 한마디라도 고맙게
해주고, 뭔 일 있어도, 옆에서 잘 봐주고. 내가 있으닌까, 뒤에 받치고 있
으닌까, 저놈 빨리 큰거지 그래서. 뭐 있는 것도, 아이구, 저저, 어? ○○
사 조카야? 다 아닌까. 이 바닥에 좀, 나이 좀 먹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해
주지. 옆에서. 친구들이 또 해주고. 그러닌까 부속하는 거 구하는 것도 그
렇고, 뭐 한것도 뭐 한것도, 누구 말로 왔다가 막말로 돈 없어서 가도 믿
고 주고, 그런거,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거, 편의를 봐 주지. 그래서 저 사람이 빨리 컸지. 그리구 결혼도 여
기서 했구, 분가하면서 결혼했구, 이게, 처음엔 내게 까불고 지랄했는데,
지금은 또 장가들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어. 확 사람이 달라져부러. 옛날에
그러잖아, 이제. 장가들면은 철든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그
말 맞아. 요즘 나한테 너무 잘해. 아들[같아], 옆에서 깔보지를 못하지. 내
조카라 카닌까. 그러닌까 자기는, 주변에서도, 아 야, 그거 ○○사 조카여,
옆에, 그려?뭐뭐 물어봐도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빨리
컸지. (예지동 수리기술자 김인섭, 70대)

(2) 합법적인 주변적 참여
자동차, 산업용 기계, 컴퓨터 등 다른 기술과 뚜렷이 구별되는 시계 수리기
술, 특히 선반 기술의 특징은 ‘크기가 작고 세밀하다’와 ‘말로 설명하기 어려
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따라서 견습생이 처음 기술을 배우러 왔을 때 기술
자가 묻는 질문은 “눈이 좋은가”와 “기술의 이치를 (머리로서가 아니라) 태생
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조건은 처음부터 알고 있
기보다는, 기술의 습득 및 훈련 과정에서 점차 인지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조
건에 부합하지 않아 한계를 깨닫게 되면, 기술자들은 중간에 진로를 바꾸거나
상인으로 정체성을 전환함으로써 다른 길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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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가장 단
순한 작업을 도맡으며 작업장의 온갖 ‘잡일’들을 처리한다. 작업장 대부분에
서는 견습생에게 수업을 하듯이 친절하게 지도해주기보다, 선배들이 작업하는
것을 관찰하도록 하고 단순한 일부터 하나씩 시켜보면서 스스로 익히게끔 했
다. 견습생은 시계 수리의 과정에 주변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구
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기술자들이 자신이 배운 기술을 “어깨너머
기술”이라고도 할 만큼, 전통적으로 시계 기술은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직접 해보는 방식으로 전수되었다. 작업장에서
시공간적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덕분에, 견습생은 선배 기술자들의 작업뿐 아
니라 삶의 방식, 가치관, 정체성, 도구, 사회적 관계 모두를 총체적으로 경험
하고 공유하게 된다. 견습생과 기술자들의 이러한 관계는 초보자가 작업의 학
습 의도와 의미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중요한 실
행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를 제공한다(Lave&Wenger 2008[1998]:
31).
그러나 이러한 참여의 과정은 언제나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주변적
참여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꼬마가 견습생
으로, 견습생이 중간기술자로 인정받게 되는 단계적 계기로 인해 가능했다.
기술자가 기본 도구를 주거나 사 오라고 시킬 때, 꼬마는 견습생이 되었고,
유사 감기 등 기술자가 인정하는 중요 기술 몇 가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때 견습생은 중간기술자가 되었다. 통상적으로는 여러 명의 기술자가 함께하
는 작업장에서, 윗사람이 나가기 전까지는 해당하는 업무를 맡아서 배울 수
없었다.
따라서 견습생들은 손님들이 맡긴 시계들을 직접 열어보고 만져보는 기회가
늘 부족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술을 알려주지 않으려는 기술자와 하루라도
빨리 기술을 배워 독립하려는 견습생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기도 했다. 이럴
때 기술자는 ‘뜻밖의 기회’ 덕분에 접하기 어려운 시계를 만져보고, 남이 모
르는 기술을 배워갈 수 있었다. 유리 기술자 이종태는 “만지지 말라는 주인의
명령을 곧이 곧대로 들으면 기술을 못 배운다”는 것을 깨닫고, 기회만 생기면
“사고를 치면서” 기술을 배웠다. 허락 없이 시계를 만지다가 문제가 생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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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맞거나 혼나는 것은 당연했지만, 최소한 시계를 만져봤기 때문에 학습
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기술자들은 선배 몰래 작업을 직접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시계를 “부수고 물어주면서” 듣는 욕지거리
를 수업료 삼아 다음 단계로 도약하였다(세운스퀘어 유리기술자 이종태, 70
대).125)
(3) 도구를 손에 익히기
자신이 사용할 도구를 다듬고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시계
수리기술이었다.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연장(outil)이

아닌

‘도구

(instrument)’인 이유는, 그것이 특정한 몸짓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늘리는 기능보다는 이용자의 지각, 감각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
(Simondon 2011[1989]: 166)과 더욱 긴밀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기술자들이
견습생들에게 가장 먼저 일러주고 또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도구를 만들고 다
듬는 것, 그리고 그것의 감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도구의 장만은 새롭게 배우는 기술에 대한 일종의 통과의례로서 인식
되었다.
도구는 시계와 사람을 매개하는 사물로서 기능한다. 세밀한 작업에는 세밀
한 도구가, 둔탁한 작업에는 마찬가지로 둔탁한 도구가 쓰인다. 자신의 손에
맞는 연장은 본래의 것이 아무리 저렴한 것이라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기본 도구를 다른 기술자와 함께 나누어 쓰거나 빌려주는 것은
드문 일이다. 따라서 견습생을 둔 기술자는 ‘기본 도구’의 경우에 꼭 스스로
구입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사례Ⅳ-1-13]에서
송용호는 견습생에게 핀센트부터 시작해 기스미, 드라이버 등의 기본 도구를
갖추게 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아무리 값비싼 도구라도
그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손에 익숙하게 잘 맞아야 했다. 젊은 기
술자들은 선생 기술자가 일러주는 대로 도구를 한두 개 씩 구입하며 자신의
도구 세트를 만들어갔다.
125) 이러한 점에서, “부딪쳐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기술의 습득 과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수되기보다, 사물과 사람이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관계에 의해 전수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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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Ⅳ-1-11]
도구는, 자기 손에 맞아야 되닌까, 주인들이 주잖아. 보고 있으면 하나씩
이제, 내 돈으로 사고 해가지고. 내껄 만드는거야, 도구는. 그러다가 보면
은 도구가 하나 두 개 늘잖아, 이제. 그러닌까 자기가 쓰는 연장은 자기가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거야. 그 집에도 있기는 있어. 인자, 내가 딴 집에 가
서 일을 하러 가면 그 집에 있기는 있지만은, 내 손에 익지를 않았으닌까.
내 손에 익은 거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닌까 내가 이제 사서 쓰
는거지. [젊은 사람들은 바로 다 사기 어려우닌까] 한 가지씩 사는거지.
기술 배우러 오면은, 야 핀센트 가서 사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핀센트 가
져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손질하고, 이제 그거를 알켜주고 그러지. (예지
동 수리기술자 송용호, 70대)

이처럼 기술자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틈틈이 자신의 도구를 만들어갔으
며, 특히 초보 견습생은 단계별로 기술을 익히며 자신만의 도구를 하나씩 확
보하였다. 그 도구들을 가지고 다른 작업장에 자리를 잡아도 문제없이 작업을
해낼 수 있을만큼 준비가 되었을 때 견습생은 중간기술자로서 인정받고 월급
을 받는 기사로 고용되거나, 다른 작업장에서 협업할 수 있게 된다. [사례Ⅳ
-1-14]에서는 견습생이 중간기술자가 되어 다른 작업장으로 옮길 때 자신이
모아두었던 도구들을 모두 챙겨가는 관습을 구술하였다. 중간기술자가 된 견
습생들은 월급을 받는 기사로 선생의 작업장이 아닌 다른 점포에 취직할 때
자신의 도구를 모두 챙겨서 나갈 수 있었으며, 새로 자리 잡은 곳에 이미 다
른 기술자의 도구가 많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당
연하게 여겼다. 이직이 잦은 중간 기술자들은 필요한 도구를 주인에게 사달라
고 요청하기보다 스스로 마련하여 자신의 자산처럼 관리하였다. 첫 출근 날
자신이 가져온 도구를 작업대에 진열하는 것으로 새 일터에서의 신고식을 치
렀다. 도구들은 기술자의 존재감과 실력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시적인
사물이었다.
[사례Ⅳ-1-12]
그럼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갖고 다니면서 배우고. 기술자 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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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나름대로 갖고 다니는, 그거지. 기술자는, 기술자 나름대로 가지고
일 하러 가면은, 아, 내가 딴 데가 있다가 그만두고, 뭐 사정 때문에 그만
둘 수도 있는거고, 그만두라 그럴 수도 있는거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내 돈이 있으면 차려불면 되는데, 그런 처지가 못 되면은 딴 집으로 가야
되잖아. (…) 그러닌까 쉽게 말하면은, 왠마만큼 연장은 갖춰야지, 자기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 그 집에 가서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기술자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주인들이 생각을 할 때, 나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해서 갖고 다녔어. 갖고 다니면서 딱 진열해놓고 하다
가, 그만 둘 때는, 내꺼닌까 내가 딱 싸갖고, 갖고 나오는거지 뭐. (예지동
수리기술자 송용호, 70대)

작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는 시계 기술의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다.
부품을 씻고 조립하는 기계 기술자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핀셋이다. 금속의
연삭이 주된 작업인 선반, 줄땜 기술자는 여러 모양의 칼(바이트)을 만들어
갖추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유리와 시야게 기술자는 수많은 종류의 사포를
확보하고 있으며, 쓸모에 맞도록 광약(야또꾸)을 직접 만들거나 사용하기 좋
은 상태로 준비해놓는 데 정성을 들인다.
예컨대 시계 수리 기술자들은 틈이 날 때마다 다이아몬드 휠이나 숫돌에 여
러 크기의 핀셋들을 수평이 되도록 간다. 시계 부품의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
인 것처럼,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핀셋들은 필통 속 연필과 같이 크기와 길이
도 각기 다르다. 좋은 핀셋은 아주 작은 물건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으며,
다양한 힘의 조절이 가능해 부품이 튈 염려가 적다. 끝이 뭉툭하면 부품이 잘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술자가 자신의 도구와 친해지는 가장 정직
한 방법은 그것을 사용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자신의 손에 익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핀셋은 힘을 줘서 잡는 것
이 아니라 ‘슬그머니 걸쳐놓는’ 것인데, 부품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초보
기술자에게 이는 아무리 연습해도 깨닫기 어려운 감각이다. 예지동 수리기술
자 송용호(70대)는 이를 ‘촉감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사례Ⅳ-1-13]
핀센트를 갖고, 기술 배울 때는 핀센트를 갖고 놀아야 돼. 요거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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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지 않고 돌린다는게 엄청 힘들어. 그러닌까 얇은 종이를 딱 넣어가
지고 이런 얇은 종이, 두꺼운 거 말고, 얇은 종이를 갖고. 안 떨어져야 되
거든. 요거 돌리는 것도 보통 거시기 아니야. 이거 안 하면은, 돌리면 떨
어져버리잖아. 조금만. 그러닌까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면은, 촉감을 알게
된다고. 이것도 되게 잡는게 아니라, 슬그머니 걸치기만 하면 되는거이거
든. 그래서, 핀센트의 감각을 이렇게 많이, 익혀야 돼. 그래야지 뭘 안 튀
고, 잘 갖고 댕길 수 있어.(예지동 수리기술자 송용호, 70대)
[사례Ⅳ-1-14]
유리칼이지. 연장을 갖다가, 가지가 많아. 이렇게 자르는게 있고, 또 딴게
자르는게 있고. 다 틀려. 이거를 자르고, 다 자르면 되는게 아니야. 감각이
있어야 돼. 힘을 조절해야 되거든. 세게 하면 다 잘라져버려. 강약이 있어.
이 힘조절 하는거야. 힘을 조절 하는 거거든, 얘를?힘 조절 하는거야.
(…) 그거는, 연장이라 하면은, 자기 손에 맞게 하는 거는, 반이 걸리고,
연장을 하나 손에 맞게 해놓으면 연장을 버리지를 못 하지. 자기에 맞게
끔, 맞추는거야. 그거를 해갖고, 핀센트 하나도, 이런 놈이 있고, 또 이런
거는 하나에 30년, 30년 썼어. 손에 맞아서 자꾸 짧아지는거 아니야. 짧아
졌지. 손에 맞게끔 하려면은 아주 힘들어요. 뭐든지. (세운스퀘어 유리기술
자 이종태, 70대)

시계 선반을 사용하는 줄땜 기술자·선반 기술자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칼
이다. 날카로운 칼을 회전하는 금속에 대며 대상물을 깎거나 도려내거나 모양
을 만든다. 수리 기술자들이 숫돌로 핀셋을 가는 것과 달리, 선반 기술자들은
선반에 다이아몬드 휠을 물려 회전시키면서 그 표면에 칼에 대고 정밀하게 다
듬는다. 이들은 금속의 다양한 종류를 구별하고 감각해내며, 금속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칼과 숫돌을 선택한다. [사례Ⅳ-1-17]에서 줄땜 기
술자 박형군은 칼이 충분히 날카롭지 않으면 ‘찐득찐득한(무른)’ 금속, 혹은
단단한 스뎅(스테인리스) 금속을 다룰 수 없다고 설명한다. 칼은 수십 가지의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자는 상황별로 알맞은 칼을 여러 개 번갈
아 가며 선택해 작업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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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Ⅳ-1-15]
칼을 잘 만들어야 돼. 칼이 딱 정밀하게 돼야 되는데, 숫돌에다 갈면은,
쉽게 말하면 무신창이 된다는거지. 봐봐, 자네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
느냔 이야기야. 그러면 이 앞에가, 날이 안 선다, 이 말이야. (예지동 줄땜
기술자 박형군, 70대)

또한, 유리나 시야게와 같이 물건을 직접 손으로 만져서 잡고 연삭하는 기
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도구뿐 아니라 손의 감각이다. 힘의 강약을 조절해서
선반에서 유리 혹은 금속이 미세하게 깎이는 정도와 각도를 조절하고, 자로
잰 듯 정확한 사각형, 원형을 만들어낸다. 유리가 손안에서 쥐어져 회전하는
리듬의 감각을 기억하고 복원한다. 기술자들에게 도구가 확장된 신체와 다름
이 없는 것처럼, 몸 또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 한다. 이로써 시계 수리 기
술자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도구와 신체를 매개로 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 다
시 말해, 기술자들은 숙련 기술자가 되어가며 손재주들로 자신들의 인식을 재
구성하게 된다(Simondon 2011[1989]: 131).

[그림Ⅳ-1-1] 바닥 깔판을 건조대로 사용하는 가죽 기술자 안경복(좌), 시야
게 기술자 설상수가 스지낼 때 종이테이프를 사용하는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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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고물, 수리의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은 고장난 물건을 고치거나 여러
종류의 고물들을 가지고 상품 혹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레비-스트로스
의 브리콜라주(Lévi-Strauss 1996[1962]: 77) 개념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스트레서는 헌 물건을 모아 수작업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한때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습관이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특이한 사람 혹은
민속 예술가의 일로 묘사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브
리콜라지가 사라지고 그것이 예술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상황을 소개하였다
(Strasser 2010[2000]: 434-435). 하퍼는 지역사회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윌
리가 갖은 중고 부품들을 창고에 쌓아두면서 수리 작업에서 그 쓸모를 활용할
기회를 찾는 모습이 브리콜뢰르와 같다고 묘사하였다(Harper 1987:74;
Spelman 2002: 12)
연구자는 시계 수리 기술자 또한 일련의 사건들을 이용해 구조를 만드는
(Lévi-Strauss 1996[1962]: 77) 손재주꾼임을 발견하였다. 매번 다른 종류,
다른 상태, 다른 손님의 시계를 한정된 도구로 고치기란 쉽지 않다. 고장이라
는 비정상적인 상황, 사고를 맞닥뜨리게 된 손님이 의뢰하는 시계들과 요구하
는 내용은 예측할 수 없는 매일의 ‘사건들’이다. 예지동의 시계 기술자들은
전통적으로, 일상 속 사물들의 브리콜라주(bricolage)를 통해 이에 대응해왔다
(ibid.,: 70).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는 주어진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손
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맞딱뜨린 문제를 해결
하는 사람을 장인과 대비해 브리콜뢰르(bricoleur)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구
체적인 것들의 과학(science of the concrete)”으로서, 지나간 작업들(물질,
도구, 다양한 기술과 기교)을 통해 지금 당장의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자의 기
술을 설명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전승되어 온 기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지
동 시계기술자들의 작업은, 엄격하고 엄밀하게 그 용도가 정해진 도구들을 계
획과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는

테크니션(technicion)보다는,

브리콜뢰르

(bricoleur)로서의 정체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변에 존재하는 이쑤시
개126), 종이컵, 신문지, 젖꼭지, 콘돔127), 면봉128), 기왓장129), 볼펜, 페트병,
126) 이쑤시개는 시계 바늘에 야광 안료를 묻히고 건조시키는 데 필요한 바늘꽂이, 문자판
에 잉크를 인쇄한 다음 개칠하는 과정에서 쓰는 붓, 모지(인덱스)에 낀 때를 빼는 도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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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130), 병뚜껑131) 등이 훌륭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도구의 개발과 기술의 학습은 40년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에게도 마
찬가지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시계 수리 기술자라고 해서, 모든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왜 가지 않는지 모르는
시계도 있고, 수리를 해서 보내도 며칠 뒤 시간이 맞지 않아 손님이 재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며 이전에는 없던 부품이 들어가
기도 한다. 무엇보다, 시계는 날이 갈수록 복잡하고 정교해지며, 이는 외제 짝
퉁도 마찬가지이다. 진품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까지
동일한데, 금속의 재질이 다르다던가, 진품에서 구현되는 일부 기능이 작동하
지 않는다던가 하는, “별의 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짝퉁들에 대해서 기술자
들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여 그것의 시계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단 해보는 것’이다. 의심 가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변화를 가할 때마다 타임 그래퍼(time-grapher)를 통해 시간이
잘 맞는지를 확인한다. 시간을 조정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은 유사와 연
결되어 있는 덴뿌(밸런스 휠)다. 덴뿌가 회전하는 진동각을 좁히거나 넓히면
서 바늘이 움직이는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시간을 조
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이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설명서가 존재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는 방법들이다. 예컨대 시계 부속들의 유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추운 날씨로 인한 금속 성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기계 자체가 오래되어서 미세한 마모가 있을 수 있고, 유사가 감긴 부분의 간
격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헨케는 몸-마음의 이원론을 넘어 ‘위치 지어진 인식(situated
cognition)’에 주목한다. 실험실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인지실험을 비판하며
작업 활동이 비정형적이고 즉흥적인 순간적 행위들의 상황들에 걸쳐있음을 보
여주며, 이러한 ‘매일의’ 설정들 속에서 행위자들은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작
업 지식’을 활용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Lave 1988; Kusterer 1978;
127)
128)
129)
130)
131)

얇은 고무 재질로 문자판에 로고 등 작은 글자를 찍을 때 사용된다.
잉크 도포, 세척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된다.
일제 강점기 기술자들은 기왓장을 곱게 갈아서 녹슨 문자판을 세척하였다고 한다.
색을 입힌 가죽줄을 건조하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
병뚜껑은 작은 부속들을 모아두는 좋은 보관함(container)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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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per 1987; Henke 1999 재인용). 즉흥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본능적이
거나 암묵적인 지식은 그들이 속한 작업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축적된 경
험을 통해서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문제를 진단할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방법은 ‘일단 해봤는데 안되는 상황(trial-and-error)’이다(ibid.). 하나의 가
정에서 또 다른 가정으로,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며 그곳에 적
합한 점검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이때 수리는 네트워크 내부에서 위치 지
어진 행위로서 지난한 변화와 수정의 과정을 거친다.
3) 암묵적 지식의 축적
숙련된 기술자는 시계를 열기 전 팔레트 포크의 보석이 기어를 때리는 소
리, 바늘이 흔들리는 모양, 용두가 회전하는 느낌 등의 감각적 정보만으로도
시계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 방식과 공임비를 결정한다. 예컨대 용두가 너무
뻑뻑하게 돌아가면 피니언과 맞닿는 기어가 부러질 수 있다. 시계가 느리게
가면, 유격이 너무 헐거우므로 나사를 단단히 조여주어야 한다. 예지동의 기
술자들도 스승이라고 따르는, 시계뿐 아니라 축음기의 바늘까지 수리하는 “귀
신같은” 기계 기술자 성윤재(80대)는 손목시계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고서 시
계가 빠른지 느린지를 알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시계를
조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이버를 잠그는 강도를 조절하는 ‘유
격 조정’이다. 너무 세게 조이면 기어가 잘못된 곳에서 서로 부딪혀 마모되
고, 너무 헐겁게 조정해도 제대로 부딪치지 못해 시간을 도둑맞는다. 유격 조
정은 고급 시계보다는, 중국 혹은 홍콩제 가품을 수리할 때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자동화된 생산설비에서 만들어진 부품들보다, 가내 수공업식으로 생산
된 부품들에서 크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일한 시계라도 맞춰
야 하는 유격이 제각각인 까닭에, 기술자들은 ‘유격의 마술’을 부려 시간을
조정한다.
이러한 수리 기술자들의 감각적 지식에 대해 단트는 자동차 수리업소를 현
장연구 하면서 자동차 수리기술의 장인적인 특성들을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기계적 대량 생산 과정과 비교한다. 특히 몸동작, 감정, 감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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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라는 세 측면에 관심을 가진다. 몸동작에는 손이나 몸의 움직임으로서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 반드시 상징적인 코드일 필요는 없으며, 그보다 실용
적이고 기능적이다. 감정은 사람과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전반적
인 작업의 형태다. 상호작용의 형태는 문자 그대로 감정적 지향에 영향을 받
는다. 단트의 ‘감각적 지식’은,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압축되는 폴리니의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과 유
사하지만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는 수리에 있어 감
각 그 자체를 강조한다. 감각들의 혼합체로서가 아니라 단일한 느낌, 구체적
감각이 고장 난 부분을 인지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Dant 2010: 6-7).
선반 기술자의 경우 작업의 성격이 고장난 부분을 인지하는 대신 특정한 부
속을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대부분이다. 감각적인 지식은 정밀한 부품
을 복원하는 선반 기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른 선반 작업과 ‘시
계 선반’이 확연히 다른 점은 정확한 ‘측정’이 제작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밀자로 측정을 하지만,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측정된 수치
보다 기술자 머릿속에 입력되어있는 부품 전체 설계도의 그림과 손끝의 감각
에 의존해야 한다. 머리카락보다 작은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정밀한 작업을
하는 데 객관적 수치가 무력해지는 반면, 숫자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추상
적인 ‘감의 영역’이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사례Ⅳ-1-16]
이병수: 첫 번째는 설계 자체를 알아야지. 알아가지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
는거지. 아 이 부품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연구자: 머릿속에 그린다음에 자로 재가지고,
이병수: 자로 재는 것은 드문 일이고, 휘딱 형체가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잖아. 많이 해봤으닌까. 우리 작업은, 큰 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
이냐, 큰 부속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은, 센치가 다 나와있어. 근데
요거는 크기를 잴 수 없는 미세한 것이 있거든. 천 분의 일이라든
지 그것을 어떻게 해.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딱 잴
수가 없어. 눈으로 감고 있어도 딱 떠올라야지. 그것이 어려운거야.
이것은 입력이 완전히 100프로 된 사람이라야 가능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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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초보가,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라, 실물이 틀려지지. 머리
로만 계산하고 있는 것인데, 자로 금방 재낼 수는 없잖아.
연구자: 자를 참고는 해도, 메인은 아닌가 보네요.
이병수: 그렇지. 그러닌까, 딱 눈으로 보고도, 자로 안 재서, 눈으로 보고
도 이 부품은 어디에 맞겄다, 안 맞겄다가 금방 떠오르는거지. 그
러닌까 감각이라는 것이 무진장 많이 익어야 돼. 그래서 시일이 필
요한거야. 능숙해야 가능해. 그리 안 하면 엄청 시간이 걸려. 조금
만 이렇게 해도 틀려져버렸잖아, 만들 때. 그러면 못 쓰는거지.
(예지동 선반기술자 이병수, 70대)

그러나 선반 기술에 있어서 감각적 지식은 명제적이고도 방법론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영역이다. 새끼손톱보다 작은 시계 부속들을 정밀하게 복
원하는 기술은 시계 부속의 설계도와 작동 원리에 이론적 지식과 그것을 만들
기 위한 실제적 지식으로 구성된다(Polany 2015[2010]: 34). [사례Ⅳ
-1-19]에서 선반기술자로 50년 가까이 시계 선반기술을 배우고132) 생업으로
삼아왔던 이병수는 그가 시계의 기계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모양과
크기를 파악하여 금속을 깎아 부속으로 만드는 과정을 묘사한다. 시계 부속은
새끼손톱보다 작을 정도로 아주 정밀하지만, 그렇게 정밀하고 세밀할수록 크
기를 측정하는 ‘자’의 기능은 무력해진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형태와 종류의 부속들이 추상적으로 입력돼있다. 이병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눈을 감고 부속의 모양을 몇 분 동안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 확
신이 생기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한 작업은 짧으
면 5분~10분, 길면 30분 정도가 걸린다.
이병수가 의뢰받은 시계와 부속품을 보면서 떠올리는 그것의 설계도는 명제
적 지식(knowing what)에 해당하며, 부속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방법적 지식(knowing how)으로서 시각적 정보와 촉각적 정보, 그리고 청각
적 정보를 인식하는 눈, 손, 귀에 장착되어있다. 폴라니는 이러한 앎의 두 가
지 측면이, 인식을 지식으로 통합하고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암
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132) 시계 기술자들은 누구나 “현재에도 기술을 배우는 중”이라고 설명하곤 한다.

- 132 -

지식은 비슷한 구조를 바탕으로 관련성을 주고 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Polany 2015[2010]). 선반 작업은 시계기술
이 이러한 암묵적 지식·인식의 영역에 깊이 의존함과 동시에, 감각을 넘어서
는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만 실제적 지식이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 장인의 조건
1) 제작-복원과 교체의 영역
수리 작업은 물건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이 훼손되거나 더럽혀진 것을 복
구하거나 대체해 유격에 맞게 재조립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복구와 대체는 엄
밀히 말하면 상반된 행위이다. 복구는 손상된 재료를 가지고 반복적이고 세밀
한 수작업을 통하여 원 상태와 ‘가깝게’ 만드는 것이라면, 대체는 특정한 유
통경로를 통해 공급받은 새 부품을 본래 자리에 끼워 넣어 ‘완벽한’ 원 상태
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계기술의 역사에서 수리의 영역은 사람과 사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실천되어왔다. 먼저 전통적인 시계 수리 기술자들은 기존의 시계 부품을 최대
한 다시 사용하는 사람만을 ‘기술자’라고 인정한다. 망가진 부품을 수급해 같
은 자리에 끼워놓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체의 영역이지, 수리의 영역이 아
니다. 손상된 부품을 복원하는 실력이 기술자들의 “수준”을 가르는 중요한 기
준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시계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뿐 아니라, 축적된 경험
과 절대적인 시간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기능적인 숙련도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시계 부품이 원활히 공급되기 이전 시대에 기술을 습득했던 60
세 이상의 기술자들에게 시계 부품의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기 때문이
다. Ⅲ장에서 상술하였듯이, 꼬마-견습생 시절부터 시계업에 입문해 중간기술
자를 거쳐 독립된 작업공간을 확보한 기술자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들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사를 직접 손으로 감고, 기어의 이빨을 본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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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고, 부러진 나사와 유사 관련 부속을 다시 깎았다. 그들은 본인이 가진
기술을 통해 손님이 새 부품을 살 필요 없이 저렴한 비용에 시계를 고쳐간다
는 데 보람을 느끼며, 복원 기술을 새롭게 등장하는 동일 업종의 기술자들 사
이에서 자신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삼았다.
[사례Ⅳ-2-1] 기술자의 차별화 사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한 마디로 부품 망가진거 다 손질해서,
그런 작업을 해요.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안 그래. 부품이 하나가 나빠, 그러면 얼른, 사다가 집어넣어. 우리는 손만
넣으면 딱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게 시계를 고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뭐 부러지거나 그
런 경우에는 몰라도, 휘었다든가 변형이 되었다든가 그런거, 잡아서. 그게
기술이에요. 별 건 없고. 그게 기술이지 뭐. 그거를 못 하면, 필요가 없어.
젊은 녀석들이 그래서, 이런거 한다 그래도, 한 마디로, 지네들 스타일이
있고, 나름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여지껏 해 왔으닌까 그런 식으로
하는거고, 그래요. (예지동 수리기술자 김인섭, 70대)

반면, 시계 학원이나 전문대학교 시계학과를 졸업하고 공식 서비스 센터에
취직하는 젊은 기술자들은 기성품과 동일한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선
호한다.133) 시계회사들에게는 소비자들이 기존의 부품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
보다 자사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새 상품으로 수급해 사용하는 것이 기술자의
인건비 절약과 부품 소비 진작의 차원에서 이득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리가
이루어지게끔 A/S 서비스 정책을 마련한다. 따라서 젊은 기술자들은 복원 기
술, 특히 시계 부품을 복원하는 선반기술을 습득하는 동기가 연장자 기술자들
보다 적다.
반드시 공식 센터가 아니더라도 시계 수리 시장에 진입한 젊은 기술자들에
게 부품 복원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사람의 손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숙
련기간이 부족한 젊은이들은 일정 부분의 오차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시계 수리 뒤 일정 기간 이내 문제가 발생할 시 무료로 재수리
133) 시계회사가 운영하는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복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장
난 시계에 맞는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스위스 본사로 보내거나, 수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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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주는 관행은 1950년대나 지금이나 ‘웬만한’ 수리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
만, 오늘날 손님들의 재수리 요청은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는 것 이상의 위
험 요인이다.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시계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정적 후기가
남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후기는 주로 온라인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택배
로 상품을 주고받는 젊은 기술자들에게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이들은 연장자 기술자들의 ‘손님 시계를 망가뜨리면서 배웠다’는 모험담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며, 안전성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한
다.
2) 도구의 확보와 발명
세넷이 “수리 작업은 모든 도구의 시험장(Sennett2010[2008]: 321-329)”
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수리작업은 기술자들에게 도구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실험을 요구한다. 시계골목에서 “상인이 상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계
가 많아야 하고, 기술자가 기술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구가 많아야 한
다”는 말이 전해진다. 이처럼 기술자들에게 도구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적 자산이다. 통상적으로 기술자들은 적게는 100여 개,
많게는 700여 개의 도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자들끼리의 도구 공유는 통상적이지 않았다. 동업자들 간의 기
술 경쟁이 치열했을 1960~1980년대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사례Ⅳ-2-2]에
따르면 예지동 수리 기술자 송용호는 1980년대에 자신이 을지로에서 의뢰해
제작한 중심 뽑기를 시야게집에 맡겨 표면이 매끄럽도록 광을 냈다. 시계의
바늘을 뽑는 중심 뽑기는 쉽게 긁히는 문자판과 직접 닿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도구들과의 접촉 없이 섬세하게 관리되어야 했다. 때문에, 송용호는 바
늘 뽑기만큼은 다른 손님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철저하게 보관하고, ‘제
자리’를 만들어 철저하게 지켰다.
[사례Ⅳ-2-2]
이런거는, 이런거 만들어 놓으면은, 기스가 나면 안 되잖아. 문자판 기스
나면 시계 물어줘야 되잖아. 그러닌까, 이거는 잘 닦아갖고, 많이 쓸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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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 구경도 안 시켜주고 이런 데만 걸어놓고, 자기만 딱 바늘 빼고 나
서 이런 데다 걸어놓고. 요거를 깨끗하게 뻔뜻뻔뜻 하게 깨끗하면은, 기스
가 안 난다닌까? 그리고 조금 닿아도, 쇠끼리, 쇠가 닫아도 기스가 안나.
뻔뜻 뻔뜻, 광이 나면은 기스가 안나. 그러닌까 광을 낸거야. 아주 귀하게
쓴거지.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건데, 요즘에는 별로 안 쓰지.134) 이걸로[고
무가 달린 스위스제 바놀뽑기], 이런 걸로 다 써버리고 말고 그러닌까.(예
지동 수리기술자 송용호, 70대)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은 1960년대 예지상가의 동도사에서 문자판 기술을
배웠다.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작업장에서, 유독 문자판에서
로고와 인덱스를 그리는 마지막 과정만 공책만 한 구멍이 있는 작은방에서 진
행되는 것이 궁금했었다.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당시 동도사에서는 누름
틀로 로고를 찍어 인쇄하는 최신 도구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잔업 업무
가 밀렸던 어느 날, 방 안에 있는 기술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고 싶은 마음에 오석영을 불러 문자판 찍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리를 떠났
다. 오석영은 그 덕분에 문자판 인쇄 기술의 존재를 알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사례Ⅳ-2-3]
나 처음 배우러 오닌까, 인쇄도 하더라고. 그런데 재미있는게 뭐냐면요, 기
술을 전파시키지 않으려고 인쇄하는 사람을 혼자, 이 가게라면 여기를 벽
으로 딱 막어. 구멍만 하나 뜷어놨어. 거기다, 시야게라고 해서, 맥기를 올
려서 여기다가 놔두면, 작업해서 여기다 딱 놔. 처음 와서 이거를 보고,
야, 이 사람은 여기서 뭘 하는데, 저기 들어가서 하나 해서 봤는데. 기술
이, 밖에 샐까봐 그래. (…) 북한(이북)사람들이지. 나 가르켜준 사람도 이
북 사람들이고. 이거 하다가 브라질인가 이민 간 사람도 이북 사람들이고.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도 이북사람이고. 아르헨티나 간 사람도 이북 사람이
에요.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 70대)
134) 2000년대부터는 자본만 투자하면 해외에서 손쉽게 맞춤형으로 설계된 도구들을 구입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만들어 쓰던 많은 도구들이 기성품으로 대체되었
다. 그러나 예지동의 기술자들은 대다수는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쓰임에 맞도록 제작한 도구들을 선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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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도구는 서로 빌려주지 않는 것이 통
상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는 도구로서 맺어진다. 같은 작업장을 공유하는
가까운 사이거나, 해당 도구가 비싸거나 흔하지 않아 모두가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구를 매개로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같은
작업장 동료들은 서로 필요한 도구를 주고, 받고, 위치를 확인하고, 상태에 대
해 토론하면서 주된 의사소통을 한다. 시계의 뒷뚜껑을 눌러 닫는 ‘프레스’는
값비싸고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중고 물건도 많지 않다. 또한, 모양이 독특한
시계는 그것을 닫기 위한 특별한 ‘프레스’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
술자들은 더더욱 적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술자들끼리는 서로 누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거리낌 없이 빌려주는 것은
공동체 의식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다른 기술자들에게 없는 도구를 많
이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수월하게 빌려주는 기술자는 덕망이 있는 기술자로
인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지동의 여러 작업장들은 도구를 매개로 하나의
작업장으로 재 탄생한다.
또한 숙련된 기술자는, 시중에 나와있는 도구들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
지 못했을 때, “남이 해 놓은 것은 손에 안 맞으니” 자신이 필요한 도구를 집
중적으로 연구하고 설계도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기도 한다. [그림Ⅳ-2-1]의
설계도와 도구는 예지동에서 세운스퀘어로 작업장을 옮긴 유리 기술자 이종태
(70대)가 2017년 금속가공기술자와 함께 제작한 금속 시계 줄 해체 도구다.
도구의 설계와 제작은 1960년대부터 알고 지냈던 청계천-을지로 일대의 기술
자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이들은 구로공단, 안양천 일대 시흥공구
상가, 독산동, 문래동, 영등포, 부천 일대로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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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1] 세운스퀘어 유리 기술자 이종태(70대)가 금속가공기술자와 함
께 설계도를 그려서 제작한 시계 줄 해체 도구 바이스.

이종태는 40년이 넘도록 알고 지냈던 기술자(영등포로 이사 감)를 통해 시
제품 제작의 수많은 단계 중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과정을 맡겼다. 바이스
의 원리를 응용한 이 도구를 만들기 위해 이종태는 자신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을 캐드(CAD)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에게 가져가 설계도를 만
들었다. 그다음 영등포의 철공소에 가서 도구를 가공할 수 있는 크기의 쇳덩
이를 잘라와, 그것을 가지고 CNC 가공을 해주는 독산동의 “쇠 깎는 곳”에
가서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제작했다. 가공된 금속은 부천의 담금질 하는 곳
에 가서 쇠의 강도를 높인 다음 손잡이 등을 설치해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모든 공정을 다 거치더라도 금속이 너무 단단하면 강도를 단단하게
하는 와중에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설계안이 미세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예지동 선반 기술자 이병수(80대)는 처음 수리점을 열 때 다른 수리 기술
자들보다 더욱 많은 자산을 투입해야 했다. 이병수가 사용하는 시계 선반은
다른 금속 가공 분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정밀하여 청계천-을지로 일
대의 기술자들과 수차례의 연구 끝에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게를 열
기 위해 이병수는 “시골에 있는 큰 집을 팔아 선반 기계값을 댔다”. 그러나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싼값의 시계 부품들이 대량으로 수입되자, 이병수의
선반 기술은 저렴해진 부품값만큼의 가격밖에 못 받게 되었다. 훗날 이병수는
선반 작업을 해서 번 돈 보다, 그 집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올랐을 집값,
부동산의 가치가 더 높았음을 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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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길이지만, 이병수는 자신이 의뢰받은 내용을 부족
함 없이 성취하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구 개발 작업에 참여해왔으며, 기
술이 있기에 여든이 다 되는 고령에도 현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3) 장인‘의식’의 재생산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복원 중심의 수리를 하고, 다른 기술자들이 쉽게 가
질 수 없는 다양한 도구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기술자들이 언제나 ‘장
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인 ‘의식’을 발
휘하게 하는 상황과 조건들이다. 어떤 분야든 장인의식은 고도로 숙달된 기능
에 바탕을 둔다(Sennett 2010[2008]: 45). 그러나 아무리 솜씨 좋은 기술자
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장인 대우를 할 의사가 없는 손님들에게, 혹은 장인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시계에는 그들의 기술과 연륜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계골목에서 기술자들의 장인 ‘의식’은 매일 매일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실천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지동의 시계 기술자들은 1) 적절한 공
임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손님, 2) 고칠만한 가치가 있는 시계, 3) 기술자
의 개인적 능력과 도구, 4) 시계 수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이라는
네 가지 조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인 ‘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예지동 시계 골목의 기술자들은 기술자와 상인 사이에서의 줄
타기를 피하기 어렵다. 수리 기술자 K씨는 나까마 G씨로부터 ‘업자 가격’이
적용된 1만 원~2만 5천 원 정도의 공임비를 받고 시계를 고치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시계는 수리를 포기하거나 ‘적당히 고치기
관행’을 적용하여 부분적으로만 수리한다. 또한, 시계 수리를 하면서 생긴 안
목을 활용해 시계를 매입해 손님에게 파는 ‘장사꾼’이 되면, 그만큼 손님을
응대하는 시간이 걸려 기술자로서 자리매김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나 값싼
시계들이 시장에 늘어나면서 고칠만한 시계는 점차 사라지고 일감도 줄어들었
다. 그 대신 값싼 시계와 경쟁할 수 있는 저렴한 판촉용 ‘싸구리(려)’ 시계의
생산이 기술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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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판 기술자 오석영(70대)은 제도기 끝에 잉크를 묻혀 문자판 위에 정교
한 모양과 글씨를 그릴 수 있으며, 광석을 섞은 물을 문자판에 때리면서 스지
를 내는 모래맞춤 기술을 6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술자다. 그의
제도기 기술은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라도 고도의 집중력이 없으면 해내기 어
려운 작업이지만, 을지로 필름집에서 모양을 인쇄해서 그 모양 그대로 칼로
동판에 새긴 다음, 동판에 잉크를 묻혀 찍어내는 기술이 오석영의 그리는 기
술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하므로, 그는 개칠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도기를 사용
할 일이 없다. 이로써 오석영이 가지고 있었던, 정밀 제도기 기술은 막을 내
리게 되었다.
일반 기술과 대비되는 ‘특수 기술’, 금속 가공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는 선
반 기술자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점도 시계 골목에서 장인의식의 재생산
이 멈추다시피 한 사례로 꼽힌다. 장사꾼은 시계를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
지만, 자본금이 있다면 기술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상업 기술은 어떻
게 보면 손님이나 기술자들과 ‘서로 기대어 사는’ 기술이다. 일반 기술자는
2~3년 정도의 숙련 시간만 투자하면 책상 하나로도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특수 기술은 10년 이상의 숙련 기간과 일반
기술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도구에 투자해야 함에도, 자신뿐 아
니라 다른 기술자들을 ‘먹여 살리는’ 기술이다. 선반 기술자가 없다면 부품이
훼손된 시계들은 기성품으로의 교체 외에 고칠 방도가 없어질 것이며, 예지동
의 시계 수리 역량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저렴
한 기성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선반 기술은 시간 대비 소득이 낮은 분야 중
하나다. [사례Ⅳ-2-4]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정이 가능한 여러 가지 모양의
기성품을 공급하던 중간기술자가 사라져,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의 부속을 가
지고 세밀하게 조정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대신 작은 쇳덩이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공정의 처음과 시작을 전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정밀하고 다양
한 형태로 발전하는 시계의 디자인 또한 시간 대비 소득 감소의 주요한 원인
이다. 시계회사에서는 대규모의 재원과 인력, 설비가 투자되어 만들어지는 시
계 부속을, 선반 기술자는 눈과 자로만 확인해 단시간에 똑같이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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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Ⅳ-2-4]
그때는 (시계가) 단순하니까 일을 빨리 배우고. 그때는 3년 배워야 했다면
지금은 6년, 10년을 배워야 했으니, 기술을 못 배우잖아. 투자도. 옛날에는
10원 가지고 했으면 지금은 100만 원 가지고 해야 한다. 옛날에는 부속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재료 갖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거 갖고
가공을 할 거 아니여.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야 될꺼 아니여. 지금은 숫자가 몇 명 없었다고. 지금은
중간에 대 줄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 인자.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야되잖
아, 기계를 만드는 것을, 부속 재료를 내가 만들어 써야 하니까. 그러면
돈은 더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입은 더 없어져버리고. 시
간이 많이 걸리니까[돈을 못 버는거지].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직업은 돈벌
이가 어려워져 부렀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지는 것이지. 쉽고 어렵고 안
되는 길이닌까. (예지동 선반기술자 이병수, 70대)

레이브와 웬저는 기술자들의 실행공동체가 초보자의 합법적인 주변적 참여
를 통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하는 양상을 설명하였다(Lave&Wenger
2000[1998]: 135). 연구자는 시계 수리 기술자의 재생산 문제와 관련해, ‘세
대에 걸친다는 것’이 가진 의미를 환기하고자 한다. 견습생이 기술 숙련을 통
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동체 내부에서의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 즉
초보자가 완전한 참여자로 바뀌는 시점에서 시계 골목의 작업자 공동체는 비
로소 ‘미래’를 가지게 된다. 작업장 공동체는 지속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내부의 사람과 기술은 변화를 거듭하고, 이는 연속이라기보다는 ‘대체’에 가
까우므로 갈등의 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인정과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현명한 대응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긍정적인 방
향으로 재생산하는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 변화는 실행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시계 수리 기술은 세 가지 유형의 복잡화 과정
(상품, 작업 공정, 가치)을 거쳐왔다. 시계라는 물건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상징과 디자인을 가진 상품, 그리고 예술품135)으로 도약하고 있다. 모양과 색,
재질, 브랜드라는 기초적 구성양식 외에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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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부 기계의 역학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부가 기능은 무엇인지 등을 시계
를 차는 사람들은 꼼꼼히 따진다. 특히 고급 시계는 눈으로 바로 인식되는 부
분에서보다, 시계 케이스로 가려져 있는 복잡한 내부, 그리고 결과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생산 방식(핸드메이드의 여부 등)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
또한, 시간 지시 기능을 가진 다양한 매체들 속에서, 시계는 오히려 시간의
지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거나 장식적인 의미만 유지한 채 역사적 기억, 공
동체, 정치적 견해, 물질의식, 가족, 유년 시절, 연대 등 다양한 상징을 가진
기념물이 되었다.136) 예컨대, 히로시마 평화관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미래에의 지향을 상징하는 두 종류의 시계가 전시되어 있다. 전자는 1945년
8월 6일 원폭 당시의 시점에 멈춰버린 시계들이고, 후자는 마지막 핵 실험을
했던 날로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날짜의 수를 계산해 보여주는 평화의 시계다.
히로시마 원폭 당시 남겨진 수많은 생활유물 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물건 중 하나가, 금속제로 만들어진 시계였다. 피폭 당시에 멈춰버린 바
늘, 그리고 평화의 가능성을 향해 힘차게 움직이는 바늘은 과거에의 회한과
미래에의 희망을 극적으로 대비시킨다. 이처럼 시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상
징들을 시간이라는 지표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137)
한편, 변화하는 시계에 따라 이를 고치는 작업에 필요한 새로운 도구가 수
많은 기술자의 손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나 예지동 시계골목의 작업장들이 이
러한 복잡화와 변화의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재생산을 거듭해왔는가에 대해서
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서구의 대기업이 구축한 시장과 제도에 의해 작
업장의 ‘맥’을 이을 후속세대를 잃고, 오히려 ‘시장기술’로서 치부되며 한국

135) 금속공예가 현광훈 작가는 시계와 카메라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3HANDS
STUDIO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한국의 철공예를 잇는 금속공예의 영역으로 인
정받고 있다(‘세대를
잇는
작업
이음展’,
2018,
작업실
공식
홈페이지:
http://www.studio3hands.com/).
136) 예지동 시계기술자들이 생산하는 시계에는 다양한 단체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2015
년 옛 전남도청 광장 앞으로 다시 옮겨진 시계탑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기념물이 되었으며(한겨례, “5·18 상징 ‘옛 도청 시계탑’ 제자리로,” 2015.01.07.), 청와
대는 역대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고 있다.
137) 히로시마 평화관의 시계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상자들이
손목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시되었다. 이들 시계에는 부식
된 부분을 닦는 최소한의 복원 작업조차 하지 않았다. 특정한 시점에서 고장 난 그 상
태 그대로가 전달하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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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에서 이들이 이루어 온 역사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주도의 수출 주도 경제성장 정책, 밀수품
과 사치품에 대항하는 국산품 애용 운동, 밀수품, 사치품, 모조품 시장에 대한
검열과 단속 강화 등의 양상을 만들어내는 문화적 장치, 즉 가치 체제
(regimes of value)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Ⅴ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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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계 수리의 ‘시장기술’
이 장에서는 예지동 기술자들의 기술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서 작
동하는지에 대해 제도와 지식 권력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상품의 사회
적 삶 속에서 작동하는 가치와 교환의 영역은 일상생활의 정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Appadurai 1986: 56-57). 예지동에서 행해지는 시계 부속이라
는 생산품과 수리라는 서비스도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맥락에서 그 가치를 평
가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예지동의 시계 기술이 명품 시계회사 종
사자들과 마니아들에 의해 ‘시장기술’이라고 불린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읽혀있는 지식 권력과 제도의 역동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자들이 수리
작업의 공임비를 책정하는 원리와 맥락을 분석하고, 국가와 시장이 사치품과
밀수품, 모조-변형품을 단속·검열하는 와중에 예지동 시계 골목에서 시계의
유통-생산 네트워크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연구
자는 이 장을 통해 이러한 제도와 문화의 역동 속에서 시계 골목의 작업장이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기술과 공동체의 특성, 즉 이들이 산업화 ‘너머’의
작업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가능성에 대하여 재조명하고자 한
다.

1. ‘시장기술’의 가격
1) 공임비 책정의 원리
(1) 보상위험과 “고급일”
예지동 시계골목에서 책정하는 공임비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기술자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가깝고 교류가
많은 사람으로부터는 조금 덜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는 조금 더 받
는 것 외에 일정한 기준은 존재하는데, 대략 세 가지에 의해 상황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누가’ 맡기느냐, ‘무엇을’ 맡기느냐, ‘어떻게’ 작업하느냐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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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기준들을 위계화 하는 하나의 원리는 ‘보상위험’이다. 누가 의뢰하였는
지, 무엇을 의뢰하였는지,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고 시 보상 책
임의 여지가 확연히 다르다. 연구자는 이러한 위계를 [표Ⅴ-1-1]의 표로 정
리하였다.

누가

위험

무엇을
명품
골동품,

손님
↑높음
일반업자,
중간상인

↓낮음

국산메이커
모조품(오모짜)

단골

위험
↑높음

어떻게
순정품
중고 순정품

위험
↑높음

선반 의뢰 제작
↓낮음

프랭켄

유사 기성품

↓낮음

중고 기성품

[표Ⅴ-1-1] 시계 수리 보상 위험

예컨대 [사례Ⅱ-2-3](45쪽 참고)에서,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은 일반 손님
들과 달리 단골의 시계는 문자판과 기계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받는 이
유를 설명한다. 문자판을 시계 본체와 분리하는 작업은 때에 따라서 판의 긁
힘이나 기계의 다른 부속(특히 IC 회로)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위
험을 피하고자 오석영은 일반 손님 시계의 경우, 기계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수리 기술자에게 맡겨 문자판을 “뜯어오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단골 중간상
인은 또 한 명의 수리 기술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챙겨가야 할 중간이윤이 줄
어들어, 되도록 오석영이 직접 해체하는 것을 선호한다. 오석영은 혹시 문제
가 생겨도 상대가 트집을 잡거나 전체 시계값을 배상하라고 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문자판 분리 작업을 해준다. Ⅱ장에서 오석영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
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단골은 책임과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임
을 소개하였다. 또한, [사례Ⅴ-1-1]에서는, 일반 손님과 달리 중간상인과는
각각의 작업 공정에 들어가는 노력과 부속, 기술의 난이도에 대해 상세하게
소통하고 세부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초과적인 공임비 책정 없이,
작업한 만큼의 대가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례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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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책정된 요금이 없으니까, 대충 봐서. 인정사정, 별수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좀 떼주고, 단골손님 같으면 ‘사실 얘기’를 다 해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받고,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요만큼
받는 거지. 그건 공식은 없어. 그렇게 한다, 정해진 건 없고, 그때그때 봐
가지고, 많이 벌으면은 좋고, 조금 벌으면은 조금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
하면은. (예지동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 70대)

반면, 일반적인 손님들에게는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이 원하는 만큼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때 일반 수리, 전자 수리, 문자판,
후지(케이스) 분야의 기술자들을 고용해 종합 시계 수리점 전일사를 운영했던
([표 Ⅱ-1-2] 43쪽 참고) 선반 기술자 이병수는, 일반 손님들을 상대할 당시
수리의 과정과 공임비를 책정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시계의 상태를 점검하며
고장 난 부속이 무엇인지, 상태가 위급하여 바로 수리를 해야 하는지, 혹은
응급조치만 하고 상황을 두고 봐도 되는지, 각 공정에 대한 비용은 얼마가 청
구되는지를 상세히 상담하였다. 손님에 따라서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부분
수리만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수리 기술자는 시계 뚜껑에 기술자의 서명
과 날짜를 적는 것과 별개로, 손님의 이름과 의뢰 날짜, 시계의 상태와 상담
내용을 장부에 적어 기록하였다. 향후 손님이 다시 찾아올 때 참고하기 위해
서다([사례Ⅴ-1-2]).
[사례Ⅴ-1-2]
손님을 설득해야 했어, 설득. 당신은 이거 하나만 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소지를 하라. 다음에, 수리를 한 번 해라.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것
만 이번에 하고, 다음에 안 되면 종합적으로 할게요,” 하지. 그리고 시계에
다가 표시를 했지. 이 양반은 이렇게 했다, 남바[number]가 이렇게 된다.
[다음에] 오면은, 딱 이름 나오잖아. 아. 2년 전에 왔던 사람이구나, 1달
전에 왔던 사람이구나. 그때, 종합검진할 때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기록
을 보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돼지. 종합적으로 온다 해서 다 비슷한 거는
아니야. “한 번에 돈 들여서 책임지는 것이 좋소,” 그렇게 하면 돈이 높아
져도 다 해주는 거지. 서비스를.(예지동 선반기술자 이병수,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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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이 들더라도 한 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손님에 대해서 이병수는 그
시계를 맡은 수리 기술자에게 “빈틈없이 해가지고 줘라,”라고 강조하였다. 이
때에는 시간과 부품 비용이 얼마가 들던 “손님이 만족할 만큼의 서비스”를
모두 해주는 것이 중요했다. 1990년대 이후 기술자들을 내보내고 선반만 하
는 독립적인 작업장으로 변화하면서, 이병수는 일반 손님의 시계 의뢰를 받지
않았다. 시계 부속을 만들어내는 선반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닦고
조립하는 분해-소지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님과의 직접적 교류가 사
라졌기 때문에 수리한 시계의 뒷뚜껑 안쪽에 이병수의 서명과 작업 날짜를 써
서 사후 수리를 보장해주는 작업 또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사례Ⅴ-1-3]
지금은 [손님들과의] 상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 못 해주니까. 계속 만들고 있다가, 딴 일 하기가 그렇
잖아. 논에 가서 한참 모를 숨기고 있는데, 밭에 가서 시금치 다듬으라 그
러면 되겄어? 그러면 “내일 합시다, 오늘은 못 하겄소,”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일당이 줄어드는 거지. 그런 이치가 똑같아. (예지동 선반기술자
이병수, 70대)

이병수는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속 생산 작업이 일반 손님들을 받
을 수 없는 분야라고 설명하였다. 특정한 부속이 고장 났다고 시계를 들고 온
손님에게 그 부속만을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그전에는 확인되
지 않았던 다른 부속의 고장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이병수가 그를 설명할
때 시계를 잘 아는 중간상인이나 수리 기술자들의 경우에는 잘 알아듣고 추가
조치를 한다. 하지만 일반 손님은 기술자가 작업 중 실수를 했거나, 일부러
시계를 고장 내뜨린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병수는 치
과에서 이를 치료하고서는 간이 나빠졌다고 역정을 내는 것과 비유하였다. 손
님은 “간이 나쁜지, 이가 나쁜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고서 기
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상담에 많은 공을 들이는 수리 기술자에게,
즉 종합병원과 같은 곳에서 진단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병수는 자
신과 같은 전문 기술자에게 와서 부속을 만들어가는 것을 ‘물건을 사가는’

- 148 -

생산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한편, 수리 기술자가 중간에서 시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해주는 작업을 ‘서비스’라고 인지하였다. 따라
서 중간 손님보다 일반 손님에게 더 높은 공임비가 부과되는 이유는, 물건값
에 서비스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Ⅴ-1-4]
지금은 일반 손님들은, 시계를 물어줄 일이 없지. 부속에다만 내가 책임을
지니까. 그 사람은 잘 모르잖아. 가게에다가 맡기라고 하지. 나까마나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고, 이해가 되니까. 내가 부속을 해줬는데 다음 날 안 간
다, 그러면 부속이 한 두 가지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하나
를 고쳤어도 그중 다른 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일반 손님
은 돈을 십 원을 줬든, 백 원을 줬든, “잘 가는 시계를 당신이 만지더니
오히려 병이 났다[라고 하지.],”치과에서 이를 고쳤는데, 간이 나빠 가지고
안됐으면, 치과에서 보상을 해달라 그러겠어? 그 사람은 간이 나쁜지, 이
가 나쁜지 모르잖아.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가게를 보내버려. 거기서 보고,
나한테 의뢰를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많이 받아서, 서비스를 다 해
줘야지. 서비스를 다 해줘야 돼. (예지동 선반기술자 이병수, 70대)

시계 수리에 들어가는 부속의 종류도 공임비에 영향을 주는데, 여러 기능이
장착된 만큼 예민하고 정밀한 명품 시계는 그 부속도 순정품으로 교체하는 것
이 선호되지만, 많은 시계회사는 정품을 자사 서비스센터 밖으로 유출하지 않
으려 한다. 따라서 구하기가 가장 까다롭고 가격도 비싸다([사례Ⅴ-1-5] 참
고). 국산 메이커 시계와 골동품, 모조품 시계들은 시계의 가격이 저렴함과
기성품이 없는 점을 참고해 선반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부품을 제작하여 공임
비가 좀 더 저렴해진다. 오모짜, 프랭켄 시계도 마찬가지로 유사 기성품과 중
고 기성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다.
[사례Ⅴ-1-5]
순정품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는 깎는거고, 깎어서, 셈방[선반]해가 깎는
거고, 중고품도 저거 하면은, 중국제품이라던지 이거 넣어주고. (예지동 문
자판 기술자 오석영,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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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Ⅴ-1-6]에 따르면 보상위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시계의 가
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계가 비쌀수록 보상위험은 커진다. 따라서 기술자
는 시계가 비쌀수록 높은 공임비를 받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싼 시계
가 꼭 고치기 어려운 시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 반대다. 비싸고 좋
은 시계는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부품들이 ‘제 것에 꼭 맞게’ 정밀히 생
산된 고급 시계들은 시간을 들여 유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주 들
어오는 인기모델, 범용 무브먼트의 경우 정해진 매뉴얼과 구조도 등이 있어
작업하기 훨씬 수월하다. 반면, 잘 맞지 않아 기술자가 일일이 유격을 맞춰주
어야 하는 변형된 시계들(오모짜, 프랭켄) 혹은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제작된
모조품 시계들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치 않아 유격 조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내부 디자인이 다양해 기술자의 상상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기술자들은 변형
된 시계들을 고치는 작업을 두고 시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이다.
[사례Ⅴ-1-6]
롤렉스 시계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 걸린다, 고치는데, 그다음에 에타
(ETA)는 그럼 두 시간 걸린다, 중국산 짝퉁은 다섯 시간 걸린다, 시계는
유격의 마술이에요. 부품의 간격들, 그러니까 유격이, 간격에, 그거의 정확
한 피팅, 근데 진짜 잘, 고급 시계들은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져있기 때문
에, 단단한 재질로 정밀하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피팅[fitting]에 에러가
안나.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짧을 거 아니야. 대신에 중국산 짝퉁은 열었
다가 다시 맞추는데 힘들어. 더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지.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수리비는, 꼭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지동 수리 기술자 O씨, 60대)

그러나 시계 수리 시장에서는 기술자의 노력과 기술보다 시계의 가치가 공
임비를 책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시계 가치에 따른 보상위험이 공임
비 책정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계 기술자들
은 고치기 쉽고 유격이 잘 맞는 고급 시계를 선호하지만, 시계를 가져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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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손님들은 주로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잘 알려진 일부 기술자들
에 몰린다. 혹은 몇십 년 동안 수리를 지속해 단골이 많은 기술자에게 유리하
다. 고급 시계를 고치는 일을 기술자들은 “고급일”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고
급일”을 주로 하는 기술자들은 단골들을 확보하고 외부에서 실력을 공인받은
이들로, “싼 일”은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기술자에게 넘긴다. 반면, 이들
은 안정적인 수입을 벌기 때문에 하나의 시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장착한 고급 시계 모델을 만져볼 기회가 생겨,
오모짜, 가짜 시계만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가질 수 없는 차원의 경험을 쌓게
된다.
[사례Ⅴ-1-7]에서 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Q씨는 고급 일을 주로 하는 사람
과 싼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을 구별한다. 고급과 비-고급을 구분하며 강조되는
기준은 (기술보다는) 시계의 가격이다. [사례Ⅴ-1-8]에서 싼 일을 도맡는 수
리 기술자 K씨 또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고급 일을 ‘단가가 높아 두어
개만 하면 편한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Ⅴ-1-9]에서 예지동에 온 지
오래되지 않은 수리 기술자 E씨는, 본토박이가 아닌 기술자로서, 고급 시계를
직접 만져보고 고칠 수 있는 경험을 얻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사례Ⅴ-1-7]
고급일이라는 것은 고급만 하다 보니까, 싼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차별화를
둬서. 여기 일하는 게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고급 폴리싱은 금액이
차이가 나죠. 대략으로, 업자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업자들끼리는 30%
차이 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시계
가격에 따라서 이제, 100%도 날 수 있고, 50%도 날 수 있고. 이익이라는
게, 보상 위험이 따르니까. 만약에 시계를 하나, 1,000만 원짜리 시곈데,
부속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가로 만들어서 대체로 해줘야
하니까.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죠. 실수하는 경우는, 부품을 잃어
버린다던가, 연마 작업을 하다가 튀어 나가서 못 쓰게 된다던가, 그렇죠.
(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Q씨, 50대)
[사례Ⅴ-1-8]
여기 지금, 했다면 최하 15만원, 20만원짜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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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닌까. 하루 20만원짜리 두어 개만 하면 편하잖아. 여러 개 할 거 없이.
근데, 그 경지가 이제 올라가려면, 내가 힘이 딸리지 않을까 생각해본거지.
근데 그 사람들(나까마들)이, 2만 원 벌면 나한테는 1만원 들어오는데 내
가 해준단 말이야. 업자 수리로. 해주는데, (고급 시계만 수리하는 사람들
은) 안 맡는 거지. 자존심두 있고, 장사 욕심도 있으닌까. 나는 뭐 그냥,
좋고 나쁘고 쓰고 달고 간에 무조건 맡아 놓으닌까, 엉망이지 한마디로.
(수리 기술자 K씨, 80대)
[사례Ⅴ-1-9]
그런 [고급] 시계가 수리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경험
이 있어야 고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얻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자기 기술을 오
랫동안 써먹으려고만 하지, 가르쳐주고 같이 살려고는 잘하지 않으니까.
(예지동 수리 기술자 E씨, 50대)

이상과 같은 사례를 통해, 연구자는 예지동 시계골목에서의 기술의 위계가
난이도라는 단일한 기준만을 따르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수리 작업에
대한 경제적 보상 또한 기술적 요소보다는 대상이 되는 사물 그 자체, 시계를
수리·복원하는 데 이용되는 재료, 그리고 완성도 있는 작업에 대한 기술자의
열의와 이에 대한 의뢰인의 보상 의지가 시계 수리의 수준과 완성도를 총체적
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계를 수리하는 작업은 단일한 기준에 따라
양적으로 측량될 수 있는 성질의 작업이 아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물질적 재화(부품)의 생산 작업이자 숙련된 서비스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임비 책정과 보험의 원리
기술의 난이도보다 더 큰 요인, 즉 ‘보상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계
수리의 공임비를 책정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
은, 수리의 과정에는 “어쩔 수 없는” 실수와 분실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예민한 시계 부속에 힘을 잘못 가해서 나타나는 변형, 옷깃에 잘못 스쳐 야기
되는 부품의 분실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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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 기술자는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 기술자들의 실수는
(사전에 방지를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서, 언제든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
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Ⅴ-1-10]의 구술처럼 기술자들은 “물어줄
각오를 하고” 수리 작업에 임하며, 비싼 시계를 고칠 때 수리비도 마찬가지로
비싼 것은 손님들도 “당연하게” 수긍하게 됨을 설명한다. 정품이 아닌 시계들
은 수리가 더욱 복잡하고 어렵지만, 실수로 부품이 손상되었을 때 복구 비용
이 적게 든다. 또한, 이러한 시계들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시계가
본래 가지고 있는 한계인지, 기술자의 실수나 잘못인지를 가려내기가 불명확
하므로 기술자의 책임 소지도 그만큼 줄어든다.
[사례Ⅴ-1-10]
(…) 항상 물어줄 각오를 하고 수리를 해. 그게 리스크 비용이야, 시쳇말
로,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리스크 비용을 생각을 하면서 가격을 측정해.
로렉스 부품이나 고급 부품들은 굉장히 비싸거든. 무브 하나, 범용 같은
경우에는 싸다고, 몇 천원, 일이만원, 이렇게. 그런데 로렉스 부품 같은 경
우에는 부품 하나만 하더래도 오륙만원, 십만원, 이렇다는거지. 그러면 이
제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거지. 시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거지. 십 만원, 그러닌까
예를 하나 들어줄까? 저거, 섭마, 로렉스 저거, 정품은 한 칠팔백만원 하
거덩? 저거 수리비같은 경우는, 한 오십만원 받아도, 삼십만원 오십만원
받아도, 수리를 해. 그 주인은. 주인 입장에서. 정품 그 CS센터 가면 더
비싸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 근데, 저 50만원 짜리에
다가, 40만원짜리에다가, 똑같이 50만원 내시오 하면은, 그냥 사버리지.
(예지동 수리 기술자 O씨, 60대)

예지동 시계 골목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계 공임비 책정 방식이 존재한다.
첫 번째 종류는 [표Ⅴ-1-2]와 같이 시계 기술인 연합회가 공식화한 종목별
최소 공임비다.138) 이는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예지
138) 과거 조합의 위상이 컸을 때는 공동 휴일과 영업시간까지 정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이
점차 흐지부지 되자 현재에는 명목 상으로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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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기술자들에게 배포된다. 기술자들이 업자수리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공
임비를 조건으로 과잉 경쟁하여 시계 수리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궁극
적으로는 예지동 시계골목의 명성을 하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두 번째
는 기술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지키는 손님들의 고급 시계 수리비이다.
조합의 업자 수리비가 ‘최소한의 한도’를 정한 것과 상반되게, 고급 시계 수
리비는 누구나 ‘최대의 한도’로 받고자 한다. 그러나 같은 업종의 기술자들이
밀집해 있는 시계골목의 ‘열린 구조’로 인해, 고급 시계의 수리비에도 ‘암묵
적으로’ 합의된 가격이 존재하게 된다.

아나로그(전자)
기계식

일반전자시계 10,000 부터
국산 갤럭시, 돌체 20,000 부터
일반기계식 수동 20,000 부터
일반자동시계 30,000 부터

[표Ⅴ-1-2] 종로시계기술인연합회가 지정한 업자 기본수리비
※ 추가 부품비는 별도 ※ 수입고급외제명품시계는 별도(오메가, 라도, 로렉스)
※ 2011.05.01.부터 적용

서구의 시계 문명을 연구한 치폴라는 16~17세기 유럽 도시의 시계 기술자
들이 수공업자 계층으로부터 탄생하였고, 이들은 길드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체제를 유지하며 장인과 일반 노동자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고 제도화하였음을
설명하였다(Cipolla 2013[1991]: 85-86). 연구자가 신문 자료와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시계 기술
자 조합이 있었다. 조합은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일본인 조합과 조선인 조합이
구분되어 운영되었고139) 해방 후에는 구체적인 지역과 기술 분야의 단위로,
예지동 시계골목에서는 ‘종로시계기술인협회(1985년-현재)’, ‘도금협회(1970
년-2009년)’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였다.140) 시계골목의 동업자 조합은 기술
의 공유보다도, 해당 업종에서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의 목소
139) 일본인조합경성시계귀금속상공조합과 대구 시계조합 조선인동업자조직이 신문기사에
등장하였다. (동아일보, “공업조항개황”, 1924.10.19.; 동아일보, “대구에 시계조합 조선
인동업자조직”, 1934.96.19.
140) 1960년대에 설립된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은 수리 기술자 조합이라기보다는 시계 생
산자 조합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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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냈다. 귀금속 공장 일대의 폐수를 둘러싼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
던 1999년, 종로 일대의 도금업계에 대한 서울시의 제도 정비가 들어가자 당
시 조합을 이끌던 맥기(도금) 기술자들은 직접 관계자를 만나러 다니며 대안
을 모색하기도 하였다(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양길태, 80대).
그러나 전통적인 도제식으로 시계 기술을 습득하던 공동의 작업장 문화가
학원이나 전문대학, 시계회사 전문교육 등으로 제도화되면서 기술자 조합의
위상은 떨어지고, 조직의 성격도 소규모 친목 모임으로 변화하였다. 그 결과
시계 수리 시장은 조직의 논리와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이 경쟁하는 장
이 되었다. 독립적인 수리점포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은 예측할 수도 없고
방지할 수도 없는 ‘사고’를 공임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개별화, 독
립화, 소규모화되어 가는 예지동 수리 기술자들의 작업장과 조합의 몰락 과정
에서, 기술자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온전한 개인의 몫이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기술자가 그동안 조합의 공지를 따라 책정하고 부과해왔
던 ‘최소한의’ 공임비와 함께, 각 기술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장치로서 기술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약속된 ‘초과적인’ 공임
비를 책정해왔다.
이때 손님들이 의뢰하는 시계는 그것의 수리가 기술자에게 요구하는 노동의
강도나 난이도, 시간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
가격을 책정받게 된다. 시계의 가격에 따라 공임비를 책정하는 이러한 방식은
기술자가 자신의 작업을 계산 가능한, 따라서 손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형태
로 가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지동에 의뢰되는 시계 수리 작업은 제각기
다른 시간, 경험, 기술, 재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성격의 노동 혹은 서비스-상품인데, 이에 대한 값을 효율적으로 매길 수 있는
수단이다.
그 결과 시계 골목에서 시계를 의뢰하는 손님들은 비록 서로의 얼굴은 모를
지 몰라도, 시계를 매개로 한 일종의 ‘보험’ 관계로 얽히게 된다. 시계 수리
의 공임비는 피해를 입은 손님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술자들
이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이는 원상복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
반을 마련해준다. 다시 말해, 기술자들이 초과 공임비를 책정하는 이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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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작업장에서의 장인 ‘의식’을 지속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공임비는 고장난 사물의 수리 그리고 구원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도덕적 책무의 물적 기반이 된다. 예지동에서 기술자들이 공임
비를 책정하는, 비정형화된 듯 보이지만 엄밀하게 설계된 논리와 기술은, 리
스크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제적 금융적 기술로서, 시계를 고치는 사람들
을 연결하는, 상상된 사회의 도덕적 테크놀로지(Ewald 1991: 207)이기도 하
다.
이러한 매커니즘 속에서 각각의 시계 수리 작업이 가진 개별적 위험은 집합
적이고 사회적인 위험이 된다. 익명의 손님들은 초과 공임비를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모르는 사람의 위험 보상을 돕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보상을
보장받는다(Ewald 1991). 보험의 원리는 익명의 시계 의뢰인들 사이의 “이해
관계의 상호침투(Chauffon 1884: 228; Ewald 1991: 204-205 재인용)”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계라는 사물과 인간이 함께 재구성하는 사회적
관계, “이종적 네트워크(Latour 2009; Law 2010[1992]: 43)”들을 만들어낸
다.
[사례Ⅴ-1-11]
예를 들어서, 한 서 너시간을 정성들여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원위
치, 이런 사람도 있단말이야. 원판 잘못 됐을 때, 처음대로 복원을 시켜내
라, 이런 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건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원 위치, 없는
일로 하고 원상복구 해,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말이야. 기술업이라는게.
(…)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해주기로 했는데 안 됐어, 원가가
더 들어가, 원가가 더 들어갈 때는 가감 없이 해줘야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런 식으로는 해주되, 현금으로 배상을 해라,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이거
는 인건비거든. 기술료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배상
해라, 이런 것보다도, 목적대로 해결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단 말이
지.

주목할만한 점은, 기술자가 고치던 시계가 잘못되더라도, ‘물어준다는 것’,
즉 ‘보상’의 원칙이 반드시 현금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
우, 금전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시계의 ‘원상복구’에 한정된다. 문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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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금으로 시계를 보상하게 되면 기술자는 온종일 작업한 것에 대해서 아무
런 소득도 못 가져가게 된다. [사례 Ⅴ-1-11]에서 수리 기술자 장충락은 고
치던 시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많은 시간과 부품 비용이 들던 책임지
고 복구시키는 데 주력하지만 단 한 가지, 시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최대
한 피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의 입장을 설명한다. 그는 현금보상이 불가능한 이
유를 인건비를 통해 먹고 사는 ‘기술업의 특징’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시계의
가격에 따라 초과적으로 부과되는 공임비는, 이따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해
야 하는 실수에 대한 복구작업에 기술자가 매달릴 수 있게, 결과적으로는 시
계골목 기술자 공동체가 수행하는 수리 작업에 대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도
록 한다.
2) ‘시장 기술’에 대한 터부
시계 골목 사람들의 시계와 부품을 제작하고 원 상태로 복원하는 원천기술
에의 접근 시도와 수행에 대해, 시계 산업과 시계 관련 서비스 산업을 장악한
서유럽의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 침해’, ‘시장 물건’, ‘구식 기술’, ‘짝퉁 시
장’이라는 딱지를 붙여왔다. 이러한 낙인은 시계 기술의 분야마다 다른 모습
으로 작동한다. 기계 수리 기술자들은 ‘부품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선반 기
술은 ‘비싼 부품을 복제해간다,’라는 오명을, 문자판 기술자들은 ‘로고를 마음
대로 찍는다’와 같은 꼬리표를 달고 작업해왔다. 특히 문자판의 경우에는 기
존 시계의 판에 찍으면 수리-복원이지만, 새 판에 찍으면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모호했다.
이러한 낙인이 형성된 시기는, 고급 외제시계에 대한 수요는 있었으나 이를
사치품으로 폄하하고 수입을 규제하던 1960년대~1980년대, 그리고 이들 시계
에 대한 공식적인 유통경로가 체계화되지 않았던 1990년대 후반이다. 당시에
는 본 부품이 모두 들어가지 않은 시계를 유통업자가 정품으로 위장해 백화점
이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다.141) 로렉스(Rolex) 시계는
141) 경향신문, “유명 백화점서 산 외제 손목시계가 국내 조립품”, 1975.09.10.; 경향신문,
“가짜고급시계양산 시판 도매상·백화점 등 통해 4천여개 9명 구속 6명 수배”,
198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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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한국에 법인을 차리고 유통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국내 유
명 백화점에서 보증서까지 발급받아 구입했던 시계라도 일부 부품이 빼돌려져
다른 부품으로 대체된 것을, 나중에야 발견하는 일도 있었다.142) 이러저러한
사고들 중에는 소비자의 돈을 횡령할 목적이 다분한 사기성 짙은 범죄도 있었
지만, 중고 명품 시계를 새것처럼 수리해 유통하는 경우 본래 새 시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어, 사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상품화전략으로
봐도 무방한 사례도 있었다.
시계 시장에 존재하는 예지동 기술자들에 대한 터부와 기술자 스스로의 인
식을 엿볼 수 있는 현장에서의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젊은 기술자들의
부품 복원 기술로의 진입이 거의 없다는 점을 발견한 연구자는, 현장에서의
정보와 인터넷의 자료들을 끌어모아 시계 기술을 공유하는 카페를 통해 선반
기술을 배우고 있는 시계 제작자 지망생 F씨(10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종로 시계 기술자들의 존재와 작업 방식을 전혀 몰랐지만,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관심을 보이며 예지동에 직접 찾아왔다. F씨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다양
한 도구들과 작업 방식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또한, 선반을 가져오면 조정을
도와주고 도구를 나누어 줄 테니 다음에 또 와보라는 연장자 기술자들의 제안
을 반갑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같은 예지동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F씨의 종로 입문에 대해 우려하
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예지동 시야게 작업장에 시계를 의뢰하러
왔다가 F씨와 우연히 대화를 섞게 된 수리 기술자 H씨(20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백화점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H씨는 선반기술도 대학에
서 조금씩 배우기는 하지만 “업계에 진출해서는 잘 쓰지 않는 기술”이라고
조언하였다([사례Ⅴ-1-12]).
[사례Ⅴ-1-12]
[선반기술은] 나가면은 잘 안 써요. (백화점 수리 기술자 H씨, 20대)

그 자리에 있던 시야게 기술자 설상수는, 젊은 시계 기술자들이 자신의 가
게에 자주 오며 기술을 배워가고, 또 서로 단골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좋
142) 중앙일보, “롤렉스 시계 백화점도 못믿는다”,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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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계업체들은 자신들이 손보는 물건들을 “시장 물건”이
라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귀띔하였다([사례Ⅴ-1-13]). 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F씨가 (자국민을 선호하고 수강료가 값비싼 스위스보다) 독일에서 유학
하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하였다.
[사례Ⅴ-1-13]
회사 들어가려면은, 시장경력이 없어야 해. 시장경력. 일단 어리니까, 대학
을 들어가. 유명한 데 들어가려면은 시장경력이 있으면 안 돼. 시장경력은
싫어해, 롤렉스나 이런 회사들이. 제일 싫어해, 시장경력을. 자기네들 부품
빼먹는다고 제일 싫어해. 시계 시장에 있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고. (예
지동 시야게 기술자 설상수, 60대)

예지동 시계 기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해외의 시계 부품과 공구를
직접 수입하는 P씨(시계 부품·재료·도구 수입업자, 50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었다. 예지동의 기술자들은 P씨가 들여온 최신 정밀도구나 기계들을 구매해
쓰기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직접 제작한 도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예지동
이 “싸구려 시장”이라고 말하는 P씨는, 시계 수리가 ‘서비스’, 그리고 ‘산업’
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매뉴얼 준수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설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손기술이 아무리 정밀하게 숙련되었더라도, 공학적으로
설계된 좋은 도구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서비스”로서의
수리기술은 사람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부터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도구를
갖추고 엄격한 설명서를 따르는 것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P씨의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서비스”는 책상 하나, 가방 하나 안에 모두 들어가는 도구들만 가
지고 기사로 고용되었던, 혹은 독립적인 수리점포를 차렸던 20세기 기술자들
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
[사례Ⅴ-1-14]
지금도 청계천에 가 보면, 시계 수리를 하고 있지만 별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수리를 하고 있어요. (…) (예지동에서 거래하던 사람들이) 몇 군데
있었죠. 하지만 예지동은 많지 않았어요, 원래 많지 않았어요. 예지동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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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래 싸구려 시장이닌까, (시계 부품·재료·도구 수입업자 P씨, 50대)

P씨는 또한, 예지동의 기술자들이 ‘특수 기술’로서 간주하는 선반기술이
“정상 메이커” 제품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품을 “찍어서
탁탁탁탁 나오게 하는” 컴퓨터와 선반-밀링을 결합한 CNC 가공 기술이 오차
없는 상품을 만드는 데 비해, 사람이 눈과 손으로 금속을 가공해서 만드는 부
품은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반 기술의 역할은 “옛날 고리짝 시계
들, 부품이 없는 시계들”을 “어떻게든 돌아가게끔” 응급조치하는 것 외에, 정
확하게 시간이 맞도록 고치기 위한 일반적인 시계 기술로써 활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예지동 기술자들의 작업을 ‘전통(傳統)’
이라고 간주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그는 그러한 기술이 ‘정통(精通)’이 아니
라고 주장하였다. P씨가 생각하는 정통, 즉 ‘어떤 사물에 대하여 깊고 자세히
통하여 아는’ 경지는 사람이 아닌, 과학기술의 진보로서 상징되는 기계와 도
구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예지동을 ‘시장기술’이라 칭하는 이들도 결국에는
예지동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품을 수입하고 수리 서비스 센터를 함
께 운영하는 시계 부품·재료·도구 수입업자 P씨와 백화점 수리 기술자 H씨도
마찬가지다. 시계를 수리하는 기술자들에게는 도금, 시야게, 유리, 줄땜, 가죽
줄 등 다양한 수리기술과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지동의 시계 기술이 ‘시장기술’이라 터부시
되는 것은, 한국의 시계 시장에 작동하는 지식 권력의 구조 때문이다. 소위
‘쿼츠파동’이라 불리는 시계 기술 역사의 대변혁 이후 위기를 맞은 스위스
시계회사들은 자신들이 축적해온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신흥 공업국의 시계 산
업에서의 도약을 제재해왔다. 시계 기술에 적용되는 지식재산은 무브먼트의
설계뿐 아니라 문자판의 디자인, 로고의 이름과 모양, 시계 모델의 이름 등
시계에 관한 모든 것에 적용된다. 이들의 재산권 행사는 상품시장뿐 아니라
기술자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 기관, 즉 기술자 재생산의 제도적 측면에까지
총체적으로 얽혀있다. 젊은 기술자들은 이름 있고 대우가 좋은 시계회사에 취
직하기 위하여 예지동의 개별 기술자가 아닌 학원이나 대학의 제도권 교육을
선택한다. 제도권 교육 기관에서는 스위스 공구들의 공식 수입업체 혹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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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생산업체들의 설비를 사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우수한 조건의
취업 시장 혹은 스위스, 독일 등 시계 강국의 기술학교에 유학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일부 명품 시계회사들은 부품의 유출을 고의적으로 방지하고 철
저하게 단속하여 공식 서비스센터 외부의 기술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고치는
경로를 차단해왔다([사례Ⅴ-1-10]).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높은 공임비를 책정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부품이 단종된 경우 수리를 포
기한다.
예지동 작업장의 수작업-복원 중심의 생산·수리 방식을 통칭하는 ‘시장기
술’과 시계 회사들이 지향하는 자동화-교체 중심의 생산·수리 방식을 통칭하
는 ‘공장기술’은 서로 다른 가치의 체제에서 경합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금속의 절삭과 가공, 도금 작업이 반드시 기계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며, 숙련된 선반 기술자라 하더라도 컴퓨터로 찍어낸 것과 같은 정밀함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기술자가 눈으로 그 모양을
확인해 손과 도구로 작업하는 선반 기술은 그 실체만 존재한다면 무엇이든 만
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단종된 모델이나 골동품 시계를 고칠
수 없는 공식 서비스센터의 기술자들의 접근할 수 없는 수리의 영역이다.
물론 시계회사와 공식 서비스센터의 기술자들 또한, 오랜 시간과 적합한 설
비를 투자 한다면 컴퓨터 장비와 기술력을 통해 예지동 작업장에서 하는 부품
의 복원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서 만나는 시계와 시계 사용자의 가치의 체제가 예지동 기술자
들의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파두라이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속한 사회의 형태와 지식 분배의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
다. 또한 지식과 정보, 무지와 관련된 문제들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라는 양
극단의 과정 뿐 아니라, 그것의 순환과 교환의 과정 그 자체를 특징 짓는다.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적 조건 속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물건들은 동일한 유
형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상품 경로를 갖는다(Appadurai 1986:
41-43).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고쳐지는 시계들은 대부분 모델의 이름만 들으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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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알려져있고, 그 가치 또한 ‘명품 시계’라는
범위 안에서 순위가 매겨져있다. 이들의 정보는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책정하
는 새 물건 뿐 아니라 마니아 커뮤니티에서 거래하는 중고 매물의 가격, 그리
고 그 변동의 추이까지도 널리 공유된다. 시계의 생산 과정(국적)과 기능, 진
품과 가품의 감별법, 소장가치 등의 정보(향후에 가격이 더 오르는지, 오른다
면 얼마나 오르는지의 여부)는 명품 시계를 적어도 하나라도 소유하고 거래하
는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치의 체제다. 그리고 이들이 기술자들에게
원하는 수리 작업의 결과물은 마치 새 상품과 같을 수 있는 기술적 완벽함,
그리고 시계의 구성품과 수리 과정에서 외부의 것, 즉 순정품이 아닌 무언가
가 들어가지 않는 ‘정상적이고 순수한’ 상태다. 이들은 기술자의 수리 작업을
상품화된 서비스로 간주하고, 이들이 받는 수리를 ‘서비스’상품의 차원에서
엄격히 평가한다.
반면 예지동에 주로 의뢰되는 시계 수리 작업은 좀 더 복합적인 문화적 실
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시계의 가치를 유지시키거나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에 관한 것이다. 시계가 본래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내버려두거나 물질에 가하는 자극을
최소화하여 그 상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복원해야 한다. 간단한 세척 혹은
부품의 경미한 일부만 수리해서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어떤 시계는
광범위한 조정을 통해 역사적 가치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적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복원을 진행한다. 시계의 중요한 외관
과 내부 구조를 변형시킬 때, 다른 시계의 부속이나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응
용된다.
기술자가 자동차를 복원하는 작업에 대해 “혼종성의 축제”라고 표현한 스펠
만의 관찰처럼(Spelman 2002: 25), 수리 과정에서 보여지는 ‘다양성과 혼종
성’은 예지골목의 손님들이 시계 수리에 단순한 서비스 상품의 소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시계 수리 문화의 두 번째 유형, 즉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적 실천의 측면과 관련된다. 자신이 직접 시계를 선택
해 가치 부여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작업장으로 직접 들고 가 의뢰하는 과
정 그 자체가 ‘고치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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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시계 의뢰인들이 시계의 기계적 구조와 디자인을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중간 상인들이 고장난 시계를 예지동에 맡기면서 ‘새 시계
하나를 새로 만드는 기분’을 느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존과는 다른 색깔
의 문자판, 바늘, 무브먼트 장치를 부착하면서 새로운 아름다움, 기능을 창출
하려고 하는 중간상인과 손님들의 요청은 기술자들의 작업장을 더욱 빛낸다.
시계 골목 작업장들의 세 번째 실천 유형은, 다른 곳에서는 외면 받는 시계
들을 ‘한정된 자원과 조건 속에서’ 살려낸다는 것이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야 포기해버리거나 공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계가 아니면 맡아
주지 않는 다른 지역의 기술자들과 달리, 예지동 기술자들은 한정적인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도 작업을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찾는 시계 애호
가들은 “잘 맞지 않아 조정해줘야 하는 시계가 더 매력 있다,”고 말하기도 한
다. 때에 맞춰 태엽을 감아주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잦은 고장을
감수하는, 고전적이지만 불편한 물질생활의 양식 그 자체를 즐기는 이들은 주
말이면 황학동에서 골라놓은 시계들을 예지동으로 가져와 이것저것 바꾸어보
면서 새로운 시계를 만든다. 이를 두고 일종의 ‘메이커 문화’를 즐긴다고 표
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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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생산의 네트워크
1) 고물상영업법과 비공식 경제
(1) 밀수품 경제와 나까마
한국전쟁을 전후해 시계골목, 그리고 시계와 관련되어 있었던 주요 논란은
밀수품과 장물에 대한 단속과 검열143)이 이 일대 상권과 작업장 문화를 오랫
동안 장악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계는 최신 과학기술로서 화려하게 등
장해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제국에
속박된 조선 역시 전시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수출입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은 전시경제통제법으로 ‘수출입품 등에 관한 임시
조치에 관한 법(1937년 9월 22일)’을 조선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여 철강, 금
속, 석유, 설탕, 섬유, 의약품 등 중요물자의 수출입, 제조, 배급, 판매 등을
통제하였는데(허영란 2000: 292-293), 귀금속이 포함된 시계 또한 통제 대
상에 포함되었다. 1937년 8월 물품특별세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
하였고144), 같은 해 9월 9일 시계는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시
계 관련 사업설비의 신설이 보류되었다.145) 12월에는 군수자재와 수입품의 소
비절약 대상품의 14조에 금, 백금, 시계, 지환, 입치(치장품), 장신구 등이 포
함되면서146) 시계의 수입이 거의 금지화 되다시피 하였다.147) 다만 1938년의
‘7.7 금지령’으로 인해 금의 매매가 전면 금지됨과 동시에 전략물자로 징발되
자, 전국의 금은세공업자들은 양복점이나 시계포로 전업하게 되었다.148) ‘국
산(당시 기준으로는 일본산 포함)’ 시계의 수량이 소비자의 수요에 못 미치는
143) 송도영은 청계천 일대의 공구상가가 대단히 비공식적이고, 한편으로는 음성적인 루트
를 통해 이루어짐을 설명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청계천 일대의 노점상들이 일제의 병참
기지로 기능했던 공장들의 적산(敵産)을 처리하고 미군정 시기 미군부대에서 빼돌리던
장물들을 해치우는 주요 유통 경로였기 때문이다(2001: 63). 시계 골목에서도 일본인
기술자들의 생산물인 일제 시계와 미군 PX의 시계를 유통하던 역사가 있었다.
144) 『동아일보』, “물품특별세해설,” 1937.08.20.
145) 『동아일보』, “전시와 사업설비신설, 확장의 업종별,” 1937.09.09.
146) 『동아일보』, “군수자재와 수입품 소비절약을 요망,” 1937.12.04.
147) 『동아일보』, “장기전과 상점경영 (1) 시계, 귀금속점 매출은 양호,” 1938.04.09.
148) 『동아일보』, “요술장이 貴金屬(귀금속)세공사 洪淳成(홍순성)씨 매만지는 금붙이에 꽃
이활짝,” 197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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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시계의 인기는 잦아들지 않아 더욱 높은 몸값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급기야 1940년 7월 26일에는 사치품 제조 판매의 전면적인 금지 조치로 인
해 백화점 등에 남아있던 귀금속과 시계들까지 모두 판매를 중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149)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국가 주도의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
을 통해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해외 의존도를 줄
이는 것을 경제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았다.150)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사회 각 부문 개혁을 몰아붙이던 군사 정권이 시계를 대표적인 사치품으로 꼽
아 수입을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었다.151) 이러한 조치는 원료확보와 유
통-판매망의 독점을 자본의 축적 기반으로 삼아 주요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
었던 계기가 되었는데, 반면 자본이 없는 영세 유통업자들은 불법 밀수업자가
되어 높은 이윤을 취득하는 대신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밀수입 시계의 유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보따리상, 중간상들이 인천, 부산,
마산, 여수 등지의 항구에서 시계를 받아 전국으로 유통하며 활동하였다. 밀
수업자들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서방국가의 시계를 중국을 경유해 들여
올 때는 인천항을 이용하였고, 일본의 시계는 부산, 마산, 여수의 항구에서 직
접 들어왔다.152) 1960년대에 들어서는 미군기지의 PX나 공군 조종사, 항공기
승무원을 통해 밀수된 사례도 등장하였다.153)
예지동 시계 판매상 윤현락은 1935년생으로,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
후반, 그의 나이 20대 초반에 입대 전 중간상인을 하면서 시계일에 입문하였
다. [사례Ⅴ-2-1]에서 윤현락은 혼란스러웠던 전후 시기 기차를 타고 전국을

149) 『동아일보』, “사자욀 금령사치품 시내에만 수백만원,” 1940.07.26.
150) 이 시기의 수입대체공업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원료와 판매의 독점에 축적
기반을 두었다. 실수요자재에 의해 원조원료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은 기업은 물자를 획
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이득을 보았으며, 정부의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나 독과점적
판매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방임으로 판매 독점을 유지해 큰 특혜를 누렸다(김강수
1976; 강만길 2000; 최상오 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3 재인용).
151) 『경향신문』, “수입금지품목 내용일람,” 1961.06.01.
152) 『동아일보』, “한국이 제일위 일 밀수출 대국,” 1954.06.08; 『동아일보』, “중국선원을
구속 밀수시계도 압수,” 1960.02.10; 『경향신문』, “밀수적발 천오백만환어치,”
1962.01.12; 『동아일보』, “일제 밀수품적발,” 1962.03.27; 『경향신문』, “중국인 선원이
밀수,” 1962.12.05.
153) 『경향신문』, “외래밀수품을 몰수소각,” 196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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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면서 시계를 사고팔았던 내용을 구술하였다. 당시 시계 밀수에 참여하는 이
들은 항구에서 시장으로 시계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강도와 분실의 위험에
시달려야 했다. 시계 가방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점에 분했던 그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인천에 ‘백금상
회’라는 점포를 차렸다. 친구의 부모님이 시계값을 대주거나, 중간상인이 (통
상적이지 않게) 물건값을 나중에 받는 식으로 도움을 주어 백금상회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다.
[사례Ⅴ-2-1]
연구자: 그러면, 나까마 하실 때는 어떻게 장사하셨어요?
윤현락: 내가 왜 백금상회란고 하니, 중앙선 타구서 청량리차 타면 9시간
걸려. 근데, 두 정거장 남았는데, 가방이 없거든. 이게 금방 없어졌
어. 내가 지금도 기억에서 안 잊어버려. 직감에 내 옆에 시계상 하
는 놈 있었는데, 그놈이 뒤로 가는 것 같아. 쫓아가니까, 아니다 다
를까, 두어칸 가니까 착. 그래서 선배들이 그래. 여기선 가방 뺏기
고, 얻어맞구 그러닌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가서,그 때도 이렇게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차악 벗구서, 아이구, 선생님 가방을 잘못
가져가신거 아닌가요, 그러닌까. 그 사람도 이렇게 보닌까 작업복
입구 아무것도 아니야. 애도 어리닌까. 아이구, 내가 눈이 어두워
서. 눈이 어둡긴 뭘 어두워. 가방을 선뜻 주더라고.
연구자: 큰일 날 뻔했네요.
윤현락: 내 가방 어디다 두고 자꾸 뺏기는거야. 그 때 시계가 가방에 200
개 있을거야. 원주 부흥상회에 가서, 아저씨, 나 이제 장사 안 할랍
니다, 원주가 한 정거장 가면 원준데, 깡패, 주먹 하는 놈들이, 한
열 몇 명이 있다가 오더니 가방을 한 두개씩 다 들고 내려. 그래서
그때 가방을 찾았거든. 젊잖아, 나두. 그때 귓방망이 치더니 쳐다보
닌까, 나 평생 그 말 안 잊어버려, 이 새끼, 마빡을 쇠갈빡으로 찍
히고 싶어? 입 닫으라 이거지. 그 때는 그럴 때야. 지금은 뭐, 소
매치기 간혹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 CCTV도 있고. 개
판이야, 개판.
연구자: 그때는 가방에 시계를 많이 넣어서 가져오셨는데, 그 시계를 어디
서 구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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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락: 시계 하는 사람들이 도와줬다닌까?
연구자: 시계를 어디서 어디로 가져가요?
윤현락: 가면은, 원주, 강릉, 묵호, 삼척, 도계, 황지, 속초, 거진 한 꼭지
야.
연구자: 거기서 시계를 사요, 아니면 인천에서 시계를 가져와서 그쪽에 파
시는거에요?
윤현락: 거기다가 팔고, 그다음에 안동, 수원 이 쪽으로 한 바퀴 도는거지.
(예지동 도매상인 윤현락, 80대)

이처럼 시계의 유통과 부품 및 도구의 전국적 보급에 참여하던 중간상인들
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간 및 지식의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중간이득을 취하
는 상인의 전형(Appadurai 1986: 42)이라고 할 수 있다. 윤현락이 활동하였
던 1950년대 후반~1960년대 당시 사치품, 혹은 값비싼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시계는 일반 필수품들보다 덜 표준화된 방식(ibid.)으로 가격이 매겨졌으며,
한정된 유통망으로 인하여 그 중간이윤이 시계의 본래 가격을 훨씬 넘을 정도
로 컸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중년의 중간상인들을 시계와 부속 등의 물건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 시계업계의 소식,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도 인정
받았다. 농어촌의 청년들은 ‘선생님’, ‘아저씨’라 부르며 잘 따랐으며, 이들의
소개로 서울이나 주요 도시의 시계 수리 작업장에 취직하는 예도 왕왕 있었다
고 한다.
(2) 고물 대장과 장물 단속
시계는 기존처럼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타 물품보다 비교적 높은 물품세를
부과받았다. 익명을 전제로 한 거래가 활발하였고, 값비싼 귀중품으로서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고시계를 거래할 때에는 언제나 장
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위험이 뒤따랐다. 주요한 도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형
사들은 피해자가 잃어버린 시계와 귀금속의 그림이나 사진을 들고 거래되는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범인의 출처를 조사하였다. 이는 상인들에게 위협이었다.
장물 거래와 연루될 경우 중간상인이나 노점상들은 구금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등의 무거운 형벌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사례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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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Ⅴ-2-2]

1960년 경찰 다수가 연루된 바이바이절도단으로부터 시계를 매수한 혐
의로 장물취득세를 적용받아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진 시계상 박○○씨
가 수감생활 중 폐결핵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며, 같은 해 7월 23일에
는 행인의 물건을 갈취한 사람과 장물인 줄 알고 그것을 싸게 매입한
고물상이

입건된

건이

기사화되었다.

(1960.07.17.

동아일보;

1960.07.23. 동아일보)

[그림Ⅴ-2-1] (좌) 예지동에 소재했던 귀금속점의 고물거래장부(예지동 노
점상연합회장 T씨, 80대 제공), (좌) 예지동 시계 수리 작업장의 고물영업
허가증((전) 예친회 회장 김선식, 80대 제공).

시계-귀금속 장물을 추적하여 범인을 찾는 방식의 수사는 1962년 ‘고물영
업법’의 시행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더욱 활발해졌다. 노점상이나 점포를
가진 주인들이 중고시계와 귀금속을 취급할 경우 고물영업법에 따라 거래가
있을 시마다 해당 거래가 발생한 일시, 고물의 품목과 수량, 특징, 판매인(혹
은 구입인)의 이름과 주소, 직업, 연령,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세세히 기
록해야 했기 때문이다(1983년 10월 20일 승인되어 1990년 7월 5일부터 사
용된 세보사의 고물대장 <기재상의 주의사항> 부록 참고). 점포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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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인들은 형식적으로라도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노점상이나 행상인의
경우 고물 대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국가기관에 자신이 고물업자임을 인정받는 ‘고물영업허가증’ 자체를 발
급받지 않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점상과 행상인들은 사기․도난과 연루될 위험
을 늘 가지고 있었다. 고물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업자들에 대한 단속
과 검열은 상인들뿐 아니라 중고시계를 다루는 기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
용되었다. 시계 수리 작업장도 고물 영업을 하는 고물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
이다. [사례Ⅴ-2-3]에 따르면, 기술자들은 명절 휴가비, 점심값 명목의 돈을
형사들에게 내며 단속을 피했다. (다만 귀금속 등을 주로 거래하는 상인들보
다는 단속이 훨씬 덜했고, 경찰에게 주는 돈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대해
예지동 시계 기술자 송용호는 ‘부조’라고 표현하였다.
[사례Ⅴ-2-3]
경찰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동안 254개소의 고물상 전당포를
대상으로 고물대장기재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
과 174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 그 중 고물대장을 기재하지 않은 서울
세운상가 가동 나열 1○○호 ○○전파사(주인 강○○) 등 고물상 140개소
와 서울 성북구 석관동 ○○사 등 전당포 27개소를 각각 10일 또는 20일
씩 영업정지 시키고 법정이자율인 월 3푼 이상의 이자를 받은 전당포를
허가 취소 시키기로 했다. (...)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시내 고물상 전당포
주인들에게 도범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고물을 살 경우 법에 의무화된 장
부 기재를 철저히 하고, 장물을 취득할 경우 경찰에 자진신고토록 지시,
장물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이날까지 한 건의 신고도 없어 고물상
전당포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것인데, 앞으로 시내 9천 개 소의 고물상과 3
백개 소의 전당포를 모두 대상으로 해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서울 시경 174개소 정업허가취소 고물상∙전당포 일제단속”, 1973.05.25.)

[사례Ⅴ-2-4]
이쪽에서 형사들이 날마담, 날마담 예지동 해갖고, 아주 벌집같이 왔다 갔
다 한 놈들이 천치였어, 형사들. 그러면, 뭐 우리한테도 와 갖고 점심값도
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점심값, 야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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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심값 달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때만 해도 옛날이지 진짜. 그리고 그
얘들이, 옛날에 경찰들이 돈이 없으닌까, 많이 그렇게 그랬지. 경찰 봉급
갖고 그때는 못 살았어. 그러닌까 경찰들 거시기 하고, 또 소소한거 있으
면 봐주고 그러닌까, 뭐 다, 할라고 생각하고 하면 다 되는거야 다, 밀수
품, 뭐 가짜, 뭐 다 되는거야, 그러닌까는, 그 사람들한테 책 안잡힐라고
그러닌까, 아이고 그냥 그래 그래 그러고, 형님 동생 하고 지내고, 야 점
심값좀 주라, 그러면, 아 그래요, 자장면 값이요? 하기도 하고 그랬지.
(…) 판매하는 사람들이 부조 많이 하고, 고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가끔
가다가, (예지동 수리기술자 송용호, 70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예지동 시계 골목의 노점상들은 1970년에 혜화경찰
서154)에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1978년부터 예지동의 상인으로 활동
하였던 T씨를 중심으로 노점상인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당시 인기를 끌던
외제시계는 많은 경우 밀수품이었다. 또한, 시계 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케
이스는 정품이지만 무브먼트는 짝퉁이거나, 낡은 시계를 마치 새것처럼 단장
해 파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상인들 자신도 모르게 장물을 거래하는 경우
도 있었다. 점포들과 달리 노점상들은 대부분 정식 고물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상업행위를 했더라도 범법자로 꼬리잡힐 위험이
컸다. T씨가 주도했던 노점상인회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당시 상인들
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량의 회비를 모아두었다가
단속에 걸려 곤경에 처한 회원을 “구출”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외 다른 상인
회와 마찬가지로 야유회를 가는 등의 공동체 활동을 조직하였다. 이를 위해
총무라는 직책을 따로 두어 회비 관리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세관원
과 검사들의 경조사비 지출, 상인들의 경조사 소식 공지 등의 업무를 챙겼
다.155)
154) 당시에는 혜화경찰서에서 예지동을 관할하였다고 한다.
155) 그러나 예지동 시계골목의 모든 노점이 이러한 조합에 가입한 것은 아니었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상인들은 지속적인 권유에도 조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른 노점보다 더 잦게 단속에 걸렸던 것 같다고 회상하는 노점 상인도 있었다. 1990
년-2000년대까지 단속반은 잦게는 일주일에 두 번까지도 노점의 물건들을 통째로 압수
했다가 수 십 만원의 벌금을 받고 돌려주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
로, 혹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노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없다. 골목 안
의 노점들에는 장사가 가능하게끔 한전에서 전선을 연결해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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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매체의 생산
1960년대까지 수입 시계의 수리를 전문으로 하던 시계골목의 기술자들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산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예지동 시계골목에
서 생산되는 시계들은 두 종류로 나뉘었는데, 첫째는 중고시계를 새것처럼 재
생하여 최신형 모델로 바꾼다던가, 도금을 새로 한 다음 로고를 찍어 새것처
럼 파는 중고품·복제품([사례Ⅴ-2-5], [사례Ⅴ-2-6])156)이었고, 둘째는 가
내수공업 방식으로 조립되는 저가형 시계였다.
[사례Ⅴ-2-5]
남대문시장과 장사동의 시계상 골목에서 수입품이라고 파는 가짜 롤렉스
시계의 대부분이 중고품을 재생하거나 마크를 위조하여 가짜상표를 붙인
것들. 서울시경에 구속된 김○○(중곡동)은 시계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배운
기술로 낡은 손목시계를 최신형으로 둔갑시켰다. 쇠톱과 연마기 등 간단한
공구를 써서 2-3천원에 사들인 고물시계의 속을 뽑아 도금을 다시 하고
여기에 그가 만들어둔 값나가는 시계 브랜드의 문자판을 댄 후, 새로 깎은
케이스에 끼웠다. 보증서까지 복사하여 장사동과 남대문시장의 시계상에
넘겨 진열장에 내놓았는데, 이 때 보증서는 을지로 2가 무림문화인쇄소에
서 옵세트 인쇄한 후, 장사동에서 압인을 얻어내었다. (경향신문, “경찰에
덜미잡힌 위조단의 수법을 보면 "시중 롤렉스 거의 가짜"”, 1974.06.08.)
[사례Ⅴ-2-6]
남대문에서 로렉스 중고를 새걸로 사기쳐가지고, 위조해갖고는 난리가 한
번 났었어. 추적 60분[1983년 10월 30일 방영, KBS1TV]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찬거, 중고를 갖다가 시야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새걸로 팔아먹
어버린거야. 그때 시야게 하던 사람들이 일류 기술자들이거든. 외국 사람
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한다닌까. (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양길태, 80대)

156) 이러한 시계들을 오모짜, 프랭켄이라고 하는데, 현재에도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차
이가 있다. 1970년대와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에는 오모짜와 프랭켄 시계들을 팔고 사
는 사람 모두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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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예지동의 중고품 재생 기술은 자체 생산 기술로 발달하였다. 1960년
대 오리엔트(일본), 세이코(일본), 월쌈(미국) 등의 회사들과 합작회사를 설립
해 조립 생산을 하던 기술자들은, 1970년대 쿼츠 무브먼트가 양산되고 LED
기술, CMOS 전자회로가 국산화되고, 중저가형 국산 예물 시계가 인기를 끌면
서 1980년대에는 자체 브랜드를 가진 시계 회사들을 설립하였다. 토박이 기
술자들이 중소기업 규모로 시작해 설립한 우리나라의 시계 회사들은 자체 무
브먼트를 개발하기보다는 문자판과 케이스, 줄 등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을 경
쟁력으로 삼아 성장하였다. 예지동과 남대문 등 기술자들이 모인 도심 상공업
지역에서 케이스와 줄, 문자판, 바늘 등을 가공하여 조립 및 판매하는 방식이
었다.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제작이 가능한 품목들을 여러 수리 작업장과 가내
수공업 공장들이 나누어 생산하였다.
[사례Ⅴ-2-7]에서 바늘과 케이스 생산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황학동
수리 기술자 정민호(80대)는 당시 국내에서 생산된 시계가 “스위스하고는 말
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1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시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까지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사례Ⅴ-2-8]에서 수리 기술자 송용호는 예지동에서 “조그만 메이커
들”로부터 시작해 규모를 키워갔던 시계 회사들을 소개해주었다. 그에 따르면
예지동에서 탄생했던 시계 브랜드들은 유명 메이커의 디자인이나 로고를 비슷
하게 따라한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 문자판, 케이스, 줄, 유리 등의 품질은 예
지동에서도 뛰어나게 생산해냈지만, 기계 무브먼트를 독자적으로 설계·생산하
는 회사는 없었다. 이는 예지동의 중소기업 뿐 아니라 시계 산업에 뛰어든 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158)
157) 하지만 시계 제작 기술의 응용에 있어 비공식 경로와 자원을 동원하는 역사는 스위스
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했던 것이었다. 유럽에서 시계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던 최
초의 도시들 중 하나는 프랑스의 파리였는데, 18세기 당시 시계 산업의 후발주자인 스
위스 시계공들은 자신들이 만든 태엽 장치에 일부러 이름을 새기지 않거나, 부품 수입
국의 표식을 가짜로 새기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면서까지 시계 시장에서 살아남고자 노
력하였다(Cipolla 2013[1991]: 110-112).
158) 중고품과 복제품, 그리고 헐값의 조립품을 만들어내던 예지동의 시계 생산 양상을 분
석하기 위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확산시킨 세운상가 기술자들과 이용자들의 기술문
화 양상을 논의한 조동원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조동원은 세운상가의 기술문화가
한국 사회 디지털 문화의 기원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1970~1980년대 새로운 전자·정보
기술 기기·콘텐츠의 무단 복제와 공유를 중심으로 형성된 초기 이용자들의 하위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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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Ⅴ-2-7]
나 같은 경우에는, 시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척 보면 알 정도였지. 그
런데 스위스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정말 챙피할 정도였지. 기술력이라는거
는, 스위스하고는 말도 안 되는 것. 엉터리지, 제품 자체가.
(황학동 수리기술자 정민호, 80대)
[사례Ⅴ-2-8]
송용호: 인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브먼트를 갖다가 한국에서 조립을 해
가지고, 차린 회사들이야, 전부다. 세이코도 그렇고, 론진도 그렇고
애니카도 그렇고. 그닌까는 그 때, 내가 만약 돈이 좀 있어갖고, 시
계를 꼭 만들어봐야겠다 하면은, 그런 회사를 가가지고, 옵션으로,
내가 조립을 해가지고 내가 팔겠다, 그거를 허가를 해가지고 나한
테 무브먼트를 제공을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돈을 해주고 팔아먹
겠다, 그렇게 회사를 차리는거지.
연구자: 여기 로만손 회사가 어디 쯤에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송용호: 로만손이 제일로 처음에는 여기가 있었던게 아니고, 청계천 8가에
가 조립을 하는데 안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 로만손이. 그런
데 지금은 어디가 있는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을 때는 예지
상가 3층에 있었던가? 여기 3층에 있었어. 그리고 인제 노빌이라
해갖고 나온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노벨이라는 명의가 거시
기가 있을거야. 청량리에서 옛날에 만들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
기서 만든게. 지금도 아마 노벨은 나올껄?
연구자: 예지상가에 있었던 브랜드가, 노벨, 로만손?
송용호: 요 근처에 많아, 그런 메이커들이. 조그만, 조그만 메이커들.
주목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근대화, 도시화, 탈식민화,
탈근대화, 지구화, 정보화의 과정이 퇴적된 전자상가의 역사는(조동원 2014), 저렴한 복
제품의 조립과 제조를 ‘오픈소스’로 성공시키며 문화 매체를 양산해왔던 한국의 디지털
문화사(ibid. 2015)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조동원의 기술-사회사적 연구는 컴퓨터라는 구체적인 사물이 전후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조
사, 시험 채점,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의 제도·산업적 효용에 부합하며 천공카드 시스템,
OMR 기기, 전자계산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한 역사를 조명한다. 또한, 이러
한 산업사의 중심에 세운상가가 자리하였으며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 그곳에서 청소
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교류하는 ‘기술놀이’를 통해 기술문화를 창조적
으로 향유했던(조동원 2017:237-239), 기술적 실천의 양상을 보편적 개인 미디어의 확
산과 연결 지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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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동 수리기술자 송용호, 70대)

예지동에서 문자판 복원을 하던 기술자 오석영은 1980년대~1990년대 초반
까지 삼성시계, 한독시계, 대림시계, 가마시계, 크로마시계, 카파시계, 레이마
시계, 로가디스 등의 회사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작업하였다. 해외 상표를 구
입해 국내에서 조립·생산해 판매하는 회사들이었다. 이들은 오석영 등의 문자
판 기술자들에 주문을 의뢰해 문자판을 생산하였다. 문자판 복원 및 수리를
하다가 생산을 처음 시도한 때는 1980년대였다. 그때 오석영은 삼성시계에서
브랜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한 시계에 붙여 판매하던 판촉시계들의 문자판
생산을 도맡게 되었다. 시계 도안의 유출과 관련된 오해가 생겨 삼성시계는
예지동 시계골목에서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시켰고, 오석영과 작업을 하던 부
식 기술자는 로만손에서, 오석영은 로렌스(Rolens)에서 문자판 생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로만손과 로렌스는 모두 시계 기술자들이 설립한 국내 시
계 브랜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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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그림Ⅴ-2-2]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이 사용하는 로고 도안책과 그가 생
산해낸 대통령(노무현) 시계의 서명 도안과 문자판 실물. 오석영의 도안책에는 그
가 지난 40년 동안 작업했던 시계들의 도안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
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그의 노트 한 줄에 나란히 모여있는 게 인상적이
다. 오석영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도안책에 기입된 번호를 확인하고 로고를 새겨
넣은 동판을 찾는다. (오른쪽 시계 사진 출처: 아이엠피터 뉴스)

이후 회사의 규모를 키운 중소 시계 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공장을 유치하거나 서울 밖 공간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그다음부터 오
석영의 일감은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판촉 시계, 단체 시계로
바뀌었다([그림Ⅴ-2-2]). 그러나 삐삐와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시계의 인기가
떨어지자 그마저도 줄어들었다. 그 대신 고급 빈티지 시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커지기 시작해, 오석영은 자신이 처음 일을 배울 때 하던 문자판
복원으로 주 업종을 바꾸게 되었다([사례Ⅴ-2-9]).
[사례Ⅴ-2-9]
전자시계가 막 나오면서 시계를 회사에서 공짜로 막 준 일이 있었다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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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찍어가지고. 그 때는 회사에서 직접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죠. 회사
에서 시계를 사가지고, 생산 공장에서 사가지고, 아 이 시계를 가지고 나
한테 인쇄를 해가지고 간 거에요. 핸드폰이 나오면서 거기 시계가 있기 때
문에, 회사 사장님이 시계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어, 그런 특판
작업이라는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거지. 재생으로. 옛
날로 돌아가다보닌까, 그 전에, 이 곳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 그리
고, 여기 찾아오는 손님은 뭐냐면, 시계를 좋아하는 매니아, 매니아들이 찾
아와. (예지동 문자판 기술자 오석영, 70대)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생산한 부속들을 한데 모아 가게가 아닌 개인 주거공
간에서 수리 기사가 조립해 파는 것을 두고는 ‘안방조립’이라고 하였다. 안방
조립은 해외 합작 혹은 라이센싱 계약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서부터 자생한
우리나라 시계 회사들의 모태가 되었다. 예지동 시계골목은 안방조립 기사들
이 자주 찾는 곳이었지만, 그들의 작업 공간은 “성수동, 사당동을 포함하여
종로보다는 서울 외각지역(황학동 수리기술자 정민호, 80대)에 주로 분포하였
다.
안방조립은 실력 있는 기술자가 아니어도, 시계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
고 조립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기술자들은
안방조립을 일종의 장사 행위나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한 분야에만
종사하는 기술자, 장사를 하지 않아도 기술로서 먹고 살 수 있을만큼 자리를
잡은 사람은 안방 조립을 하는 기술자를 ‘장사하는 사람’, ‘발바리’ 등으로
구별 지어 부르기도 했다. 안방조립 형태는 소량 주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
내 생산 산업이 축소되며 생산량이 위축된 국내 중소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적
용하고 있는 하청 방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방조립 경험
이 있는 시야게 기술자 양길태가 [사례Ⅴ-2-10]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사례Ⅴ-2-10]
양길태: 아까 맽기러 온 사람 봤잖아. 그 사람 원래 조립했던 사람이야.
안방조립. 발바리야, 발바리159).
159) 발바리는 “볼일 없이 경망스럽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주로 하나의 일을 꾸준히 한다기 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업종을 바꾸는 사람, 혹은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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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안방조립이 뭐에요?
양길태: 집에서 조립한 사람을 보고 안방조립이라고 해. 그때 당시에는 케
이스 공장, 문자판 공장, 다 따로 따로 다 있었어. 내가 부속을 사
다가 놓고, 거기서 세팅 다 해 놓고, 집에서 수리, 조리 해서 시장
에 갖다주는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직접 하면서 공임을 따
먹는거야. (…)
양길태: 시계를 뜯었다 수리를 할 줄 알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기술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남기느냐면은, 그 인건비. 자, 케이스 가공
해서 도금까지 해서 얼마, 문자판 만들어서, 재생까지 해서 얼마,
하면은, 문자판은 바늘까지 다 딸려나오지. 케이스는 도금까지 다
해서 주지. 또 유리는 유리집에 가가지고 또 계산해서 맞춰서 하면
은, 이제 얼마 얼마 단가가 나오잖아. 기계값이 얼마, 기계는 사다
넣어야되닌까.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원이면 먹겄다, 그리
면 내 수공비, 거기다가 500원이나, 1000원이나 얹어가지고, 그러
면은 3000원에 댔다고 그랬으면 내 수공비가 1000원이다, 그러면
3000원 먹은데다가 1000원 붙여가지고 4000원에 파는거야. 그렇
게 해서 시중에다가, 시중 도매상에다가 낸거야. 그러면 도매상에
서 가게 하는 사람들이 2개든, 3개든 사가는 것을 보고 안방조립
이라 그래. 하나 종류를 몇 백개, 천 개 단위 그렇게.
업자 1: 로만손, 이런 회사들은 브랜드가 있는 조립회사고, 안방 조립은
브랜드가 없는 회사고. 로만손도 마찬가지야. 기계 사다가 다, 지금
도 똑같애. 하청 줘서 해. 시계는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부품을 다
할 수는 없어.
양길태: 옛날 오리엔트, 시티즌 식으로 공장이 뭐, 몇 백명 씩, 오륙백명
씩 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다 생산이 되어 나왔는데. 공단에서 만들
어와갖고 여기 와서 조립하고 그렇지. 걔네도 다 틀리닌까. 밴드
하고, 용두 만들고, 시계 인덱스 만들고, 자판 만들고, 종류가 하도
많은데. 그거를 가져다 다 뚜드려서 맞춰서, 생산을 해서 나가는
거이지. 조립을 한 사람이 완결을 해서 상품으로 나가는 거이지.
연구자: 주로 공단이 많았던 지역이 어디인가요?
양길태: 찢어 놔 있어 놓으니까 몰라. 사당동도 많았었고, 뚝섬이 제일 컸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도맡는 중간상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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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 성수가 제일 컸었어. 거기가 아남이 있었지, 오리엔트도 있었
지, 시티즌도 있었지. 성수동이 원 본거지지. 오리엔트 시계 공장이
있는데가.
(…)
업자 2: 그 때 당시에는 주위에 다른 회사들이 많이 컸어요. 아남이나 이
런데도 수입해서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삼성 돌체하고, 아남 카리
타스하고, 또 오딘 회사가 있고, 또 로렌스 회사가 있었고, 벽시계.
지금도 나와, 로렌스. 튼튼해, 거기는. 한 4~5개 회사들은 거기 했
지, 튼튼하고.
(예지동 시야게 기술자 양길태, 80대)

[사례Ⅴ-2-10]에서 나타나는 시계들의 주문-제작 과정은, 청계천 일대 제
조업 시장의 특성을 여실히 담고 있다. 제품의 생산 과정 중 일부만을 특화시
키고 나머지 공정은 다른 업체들과의 긴밀한 분업 체계를 통해 해결하는 을지
로 인쇄골목의 소규모 업체들에 주목한 박배균(1993: 59)의 연구, 산림동 일
대에서 “제품 X”가 생산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원자재의 수급과 설계, 가
공, 판매의 과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주문과 주문받은 자에 의한 기
획”으로 생산라인 및 공정이 형성됨을 관찰한 소준철 외(2019)의 조사 사례
를 참고할 만하다. 시계 골목의 생산공정은 (Ⅲ장에서 소개되었던 수리 분야
와 마찬가지로) 문자판, 선반, 수리 등으로 특화되어있다. (더욱 전문화된 수
리 공정의 경우 같은 분야 중에서도 ‘고급만 하는 곳’, ‘다이아몬드 컷팅도
하는 곳’, ‘전자시계를 주로 하는 곳’ 등으로 더욱 세밀하게 구분된다) 또한,
세부 분야에 특화된 시계골목의 작업장들은 안방조립을 하는 기술자, 혹은 시
계의 생산을 기획하는 중간상인들에 의해 부분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공장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안방조립식 시계 생산은 “아주 못된 놈들이 만드는 것”이라
는 한 기술자의 표현처럼, 노력이 많이 들지만 경제적 보상이 크지 않은 일로
간주된다. [사례Ⅴ-2-11]에서 수리 기술자 장충락은 “임금 착취하는” 안방조
립 시계가 만들어지는 한국의 현실을 기술자가 대우받는 스위스(로 상징되는)
외국 기술자들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대비되는 사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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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Ⅴ-2-11]
국산은. 디자인이고 뭐고, 국산 제품들이 뭐고 공장 차리는거 있지?(…)
임금 착취하는 놈들이 만드는거야. 시계는, 대학 보면, 시계학과가 있잖아.
거기에서는 뭘 가르키느냐면은, 디자인, 시계 외장 위주, 그런거를 가르키
잖아. 외국에는 그런게 있는가보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수리를 한다 이거
야. 그러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전문
영역이고,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만큼 보수도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렇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는, 기초 기술이 없어. 공업기술. 기계공업기술이,
기초가 없어. 걔네들은, 그 쪽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
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무브먼트, 수가공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하나를 갈아도, 요 손이, CNC 수준은 되어야 하거든, 감각적으로.
이 기술도, 생산정도 갈 정도 되려면, 아직도, 사람으로 치면은 두세 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야. 냉정하게 파악을 하면은.
(예지동 수리 기술자 장충락, 60대)

장충락이 지적한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여 그 일을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전문영역으로 인정받고 안정된 소득이 보장된 외국
에 비해,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떠한 안전망으로부터도
도움받지 못한 채 먹고 살 궁리를 기술자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이와 더
불어, 고부가가치를 가진 시계생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기계공업기술이 받
쳐주지 못하는 시계 산업은 시계의 외부 디자인, 즉 문자판, 줄과 같은 시계
외장재의 부분만을 끊임없이 변주하는 정도로의 발전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고부가가치를 가진 기계식 시계의 품질을 결정하는 금속 가공기술, 기
계 공학 기술은 특정한 기술자 혹은 시계 관련 학과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에서 지원하고 연구해야 하는 뿌리 산업, 생산산업 기반 기술이다.
이는 Ⅳ장에서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는 선반기술자 이병수가
자신의 기술을 “다른 기술자들을 먹여 살리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던 사례와도
연결된다(Ⅳ-2장, 142쪽 참고). 개인이 가진 역량으로 기술을 숙련하고 장비
를 갖춰나가는 것, 그리고 시계골목과 같은 특정한 지역에서 상공인들의 자생
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산업적 연계망과 상권,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 179 -

분명

시계골목

공동체의

고유한

물자

획득의

기술(χρηματιστική,

chrēmatistikḗ)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홍기빈 2001: 94). 하지만 공동체
내부의 경쟁을 넘어 다 함께 살 수 있는 산업, 생업을 위한 생산을 넘어 새로
운 상상과 기술을 펼칠 수 있는 창의적 생산, 작품의 창작을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시장 기술’의 가치
예지동에는 유명 메이커를 따라한 모조 시계(오모짜 시계)가 수리되고, 고
장난 명품 시계의 부품들을 재조립해 제작한 프랭켄 시계가 제작된다. 오모짜
(おもちゃ, 장난감) 시계는 ‘난잡함’과 ‘진짜가 아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시계를 ‘렙’, ‘짭’160), ‘가품’, ‘이미테이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칭한다). 오늘날 모조품 시계는 중국 광저우의 짠시루 시장을 중심
으로 생산되고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그 기술도
마찬가지로 정교해지고 생산 방식도 다양해졌다. 중국의 생산공장은 도매로
시계를 파는 사무실에서 일정 수량을 의뢰받은 후 딱 그만큼의 시계만을 생산
한 다음 납품하고 단속을 피해 해산된다고 해서 ‘메뚜기 공장’이라고 불리기
도 한다.

160) 초창기 짭 시계는 1900년대 중반 이탈리아 남부 지방 마피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
져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으로 전락한 마피아들이 환금성이 강한 롤렉스사의
시계를 카피한 것이다. 롤렉스 시계는 금보다 복제가 어렵지만 환금성은 금보다 좋고,
진짜-가짜를 감별하는 것 또한 어려웠다고 한다. 이후 이들 시계는 1960년대 즈음 홍
콩으로 넘어가 1980년대까지 거대한 암시장을 형성했다. 이후 홍콩의 공장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중국의 시계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배경으로 더욱 크게 확장된다
(이코노믹 리뷰, “[김태주의 워치블랙북] 영원한 생명력, 짭 시계의 모든 것”,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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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오모짜(레플리카)
161)

프랭켄
커스텀
싸구리

제작방식

구분

생산지

가품

짭

중국162)

진품+가품
정품+정품

짭

한국(안방조립)

애매함

한국(개인)

구분X

한국(개인)

정품+도색(변형)
판촉시계

[표Ⅴ-2-1] 예지동에서 수리되는 B급 시계의 종류

여러 개 브랜드의 시계 부품들을 한데 모아 “맞춤형 주문(customize)”해
기술자나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변형시키는 경우에, 그것을 가짜라고 해야 할
지, 일종의 작품이라고 해야 할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명품 시계의 디자인을
배껴 로고만 다르게 새겨넣는 것을 오마주라고 해야 할지 짝퉁이라고 해야 할
지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형에 대한 시계회사들과 고급 시계 마니아
들의 거부감은 상당하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기술자들 사이에서 ‘부품 바꿔먹기’와 ‘프렝켄(여러
시계에서 부속을 떼와 만드는 시계)’을 만드는 기술이 일반적인 고급 시계를
수리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고급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제
것’이 아닌 부품들을 한데 모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시계를 만
드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다. 또한, 헌 상품, 가짜 상품을
‘진짜나 다름없게’ 만드는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술자 중 기술
자”로, 다양한 시계들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호환 가능한 영역을
발견해 구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시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부품을 선별해 공급하는 고물
상, 중간상인들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들은 황학동이나 동묘시장에서 헐값에
돌아다니는 시계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오시도리, 중심, 용두 등 다른 시계
들에서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부속들을 해체한다. 그리고 자신
의 수고비를 얹어서 기술자에게 팔거나, 다른 고장이 난 시계, 폐배터리, 더이
상 쓰지 않는 부품들(예를 들면 더는 만들지 않는 판촉 시계의 새 부속들)을
161) 겉모습만 따라한 저가형부터, 내부 구조까지 따라한 SA급까지 다양하다.
162) 1만 3천원(생산) → 4만원(수입) → 40만원(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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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매입하며 부품들을 보너스로 제공한다.
[사례Ⅴ-2-11]에서 고물상 A씨는 프랭큰 시계를 제작하기 위한 부속을 공
급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A씨는 버려진 시계들 중 상표가 있는 것들
을 골라 그 안에서 덴뿌, 압조(오시도리), 덴싱 등 호환성이 있으면서도 고장
이 잘 나 수요가 많은 부속을 골라놓는다. 이로써 고물상과 시계 수리인은
‘시계를 살리는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앞서 언급하
였던 물건이 쓸모없어지거나 버려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못하는 물질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고장 난 사물에서 ‘쓸모’를 찾아내고, 이들을 향후 사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함축한 대상물’로서 인식하는, Ⅱ장에서 언급한 ‘사물
에 대한 돌봄의 가치체계’와 연관되는 것이다.
[사례Ⅴ-2-11] 프랭큰 시계의 제작 과정
A씨: 이쪽에, 자동 기계에 덴뿌가 똑같은게 있어요. 오리엔트, 오리엔튼데
이건 자동이고 이건 수동이야. 그러면 오리엔트 수동에서 이거를 빼
서 집어넣으면, 부가가치가 커지는거야. 내가 그것도 다 했어요.
연구자: 엄청 조그맣잖아요.
A씨: 쪼만한데, 핀센트 갖구서, 요걸 나사, 내지 빼가지고 왔다갔다 집어
넣고. 그래서 많이 받아먹었어요, 내가.
연구자: 덴뿌가 이제, 2번 휠, 가운데 있는거?
A씨: 덴뿌가, 유사가 망가졌거든. 덴싱이 부러졌으면은, 수동꺼, 부러졌으
면은 돈을 더 받는거지.
연구자: 아, 그리교 교체 가치가 높은 부속이, 아까 덴뿌 나왔고, 오시도
리,
A씨: 오시도리, 중심, 태엽, 태엽도, 오메가 중에서 여자용 오메가가 있어
요. 밥을 주면은, 오버가 되면은 태엽이 나가잖아요. 그게 제일 잘
나가는게 동전오메가에요. 네, 동전오메가가 태엽이 제일 잘 나가요.
그러면 그거는 또, 호환되는게 있어요. 오리엔트 수동에, 오리엔트
수동에 칠형기계가 있어요. 칠형, 칠형 가다면 동그라미로, 동전 크
기정도보다 조금 더 작을까 말까 그래요. 조금 더 짝지. 거기에 있
는 것을 빼서, 오메다에게 집어넣어요. 이거는 3-4천원 밖에 안 가
요. 그런데, 내가 가져가면 7만원 받는데다가 그것만 집어넣으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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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돼요. 괜찮죠?요 기계는 가야 2, 3천원 밖에 더 갑니까? 그
거 하나 빼서 쓰는거에요. 그렇게 해서, 호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물상 A씨, 70대)

주목할만한 점은, 예지동 시계골목은 바로 인근에 있는 세운상가와 함께 전
자 기술을 교류하고 발전시키는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전자시계를 고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세운상가 일대의 전자 산업 기술자에게 의뢰하는 과정에서, 전
자 분야와 시계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사례Ⅴ-2-12]에서 수리 기술자
장충락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값비싼 해외의 수리 장비들을 세운상가에서
는 직접 제작하였다고 회상하였다. 새로운 제작품이 완성되면 예지상가에 기
술자들이 모여서 시연회를 지켜보기도 하였다. 당시 세운상가에서 진공관 기
술자로 근무하였던 장충락은 예지상가에서 열린 새로운 시계 수리 도구(땜 장
치) 시연회에 갔다가 이들이 받는 높은 공임비를 보고 시계 수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쿼츠 시계가 나오던 초기에는 전자시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자 기술자들의 공임비와 월급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
다.
[사례Ⅴ-2-12]
장충락: 그 양반이 기계를 만들었었어. 그 때 우리나라 전자 시계 생산업
체들이, LED시계, LED에서 LCD에서 아날로그 무브먼트가 나왔
고, LED, LCD보다는 더 안정성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날로그로
다 바뀌었지. LED 국산화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는 민성전자라는
곳이 있었고, 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삼성전자, 골드스타,
뭐 이런 데서 나왔다. 각종 라이트론이랄까, 창원에. 일본 전자
회사에서 창원, 구미에 일본 전자회사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거기
있던 기술자들이 이제 국산, IC칩 같은 것은 살 수가 있잖아. 그
사람들이 와서 국산 시계를 제작하기 시작하는거지. 근데 이 본딩
기라고, 때우는 기계가 없어요. 미제라던지, 일제라던지, 수입해다
가 쓰는데, 그 기계가 값이 어마어마하닌까 감당이 안 가는거지.
몇 개 시계 만들어서 해볼라 그러는데 그게 그 당시에 몇 백만원
될꺼 아니야. 수 백만원, 돈 천만원된다라고 하면은, 집이 몇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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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거든. 그 때 집 한채 값이 150에서 300만원 이 선이었거든.
그러닌까는, 일반 단독주태 한 채가 2, 3백만원밖에 안 할 때닌
까. 기계 한 대가 집 몇 채 값이 되닌까는 할 수가 없지. 그러닌
까 이 양반이, 의뢰를 받아서, 한국과학기술센터 지원금 받아서
만들어냈어. 예지상가에서 시연회했잖아.
연구자: 예지상가에요? 그 분이 처음으로요?
장충락: 그렇지. 그거를 수리하려고 나온게 아니라, 이 동네 시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 주문받아갖고, 그거를 설치 해 놓고, 시연회하고,
뭐하고, 그러닌까, 그 때는 나도 놀러 나오는거지. 관심이 있어서
보는거지. (예지동 수리기술자 장충락, 60대)

정리하자면, 예지동에서는 세운상가-청계천 일대의 기술자와 상인들의 자생
적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점차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가진 시계 회사들이
탄생했었다. 그리고 한국 시계 산업의 초기 성장은 가내 수공업 방식으로 유
명한 브랜드와 비슷한 모조품들을 생산해내는 복제품 시장을 원동력으로 삼았
다. 이러한 생산의 형태는 프렝켄 시계와 같은 변형된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
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지동에서 발전해온 시계 기술을 ‘시장기술’이라 이름 붙
이는 것이 너무 쉬운 결론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제품(piracy) 문화는
국가를 대신해 (혹은 국가에 대항해) 시간 매체라 할 수 있는 시계를 생산하
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근대의 도시 내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
하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붕괴’이자, 현대 도시의 장소들 바깥에 존
재하던 서민들을 지역 경제로 끌어들이는 자생적 상업기반이기도 하다
(Sundaram 2009: 14). 예지동의 시계골목은 “상인 공동체의 지식이 공유되
고, 신뢰와 호혜의 내부 네트워크가 작동하며 장거리 교역과 연계된 중요한
자원(ibid.)”이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수리 연결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인, 외국인(캐나다, 필리핀, 브라질 등) 인터넷
판매업자들은 해외 옥션 사이트에 올라온 고장 난 골동품 시계들을 구입해 예
지동에서 고친 다음 다시 경매로 내놓는다. 선반, 문자판, 유리, 선반기술자는
전국적으로도 급속히 사라지고 있으며, 예지동 (업자)손님 절반 이상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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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시계포들에서 찾아온다.
건실한 제조업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었던 국내 시계업계가 이
러한 “해적 근대성(ibid.,)”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은, 쿼츠 파동 이후 전자
시계의 수출호황 시기에 자본을 확보한 대기업이 해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
고 합작해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 경쟁하였던 시장의 상황과163), 휴대폰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라는 기술적 계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리점, 도매점들은 기술자 각자가 자신의 자본
을 투자해 생존해야 하는 체제로 분화되고, 한국의 시계산업은 고부가가치 사
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으며, 무엇보다 위기를 맞은 기술자들은 국
가나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관심과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각자도생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시계 기술을 국가와 기업이 주도적으로 자산화해 시계 제
작 기술에 전통의 가치를 부여하고 최첨단 공학기술과 결합해 최고의 고부가
가치 브랜드로 끌어올린 스위스의 사례와 대조적이다(Munz 2018:200).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의 기술자들이 저가·판촉용 쿼츠 시계를 양산하며
고급 시계 수리기술에 대한 수요의 공백을 다급히 메우던 시기, 그리고 거대
자본으로 (기술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성장해왔던) 중소규모 시계 회사들을
밀어낸 대기업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시계 시장에서 빠져나가 다른 전자기
기 매체로 이동하던 시기, 스위스의 시계회사들은 숙련된 수리 기술자들을 다
시 회사로 끌어들이고 ‘독립 시계제작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기계 공학
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숙련된 수리 기술자들은 전통과 최고급(high-end) 기
계 구조가 어우러진 수제(hand-made) 시계를 생산해내며 스위스 시계를 독
보적인 고급 사치품의 영역으로 재 위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164)
“1980년대 초반부터, 스위스에서 문화유산의 범주는 시계 산업의 리더들
에게 그들이 생산해내는 기계식 시계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그
163) 시계의 핵심 기술인 무브먼트와 상표 이미지는 수입하고, 국내에서 케이스, 줄 등을
제작해 조립함.
164) 이와 유사한 한국의 사례로서 김상실 세공인(한국 보석공예 명인 1호)의 사례가 있다.
김상실은 고려청자의 문양과 나전칠기 기법을 실용적인 액세서리 제작에 적용하여 독창
적인 귀금속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전통 공예의 현대화’라 이르붙
이며, 오늘날의 유통 구조만 개선된다면 패션 주얼리 분야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권순옥 외 201; 15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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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사치품 시장에 재-위치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다수의 스위스 시계 회사들은 숙련된 독립 시계 제작자들이 전
통적인 스타일로, 그러나 최고급(high-end)기계 구조(mechanism)를 결합
하여 만들어낸 상품들을 사치품 시장에 내 놓았다. 이러한 독립 시계 제작
자들은 시계 수리와 복원의 경험을 갖춘 이들이었다. 문화유산의 사치품으
로의 전환은,제작자, 혹은 수공업 장인에 대한 개념을 재조정하고, 시계제
작자들을 ‘독립적인 창작자’라는 새로운 범주로 끌어들였다.”
(H. Munz 2018: 200)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독립 시계제작자를 꿈꾸는 젊
은이들이 스위스로의 유학길에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계제작자로는,
금속공예 작가로서 국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술자 현광훈이
있다. 금속공예를 전공한 현광훈은 일본에 위치한 스위스 시계학교에서 유학
할 계획을 변경하여, 모아놓은 유학 자금을 국내에서 연구를 거듭하며 새로운
도구르 구입·개발하는데 활용하였다. 작업 초기에는 예지동의 대체상가인 세
운스퀘어에서 처음 작업장을 마련하고 기술을 교류 받고자 했으나, 기술자들
의 텃세로 인해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이후 그는 작업실을 예지동 밖으로 옮
기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금속 가공·시계 기술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독립적으로 선반기술을 익혀 손목시계를 포함한 독창적인 기능과 디자인의 시
계를 설계·제작하였다.

[그림Ⅴ-2-3] 현광훈의 작업실과 작품(출처: 3hands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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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제작자로서의 꿈과 확신을 가졌던 현광훈이 예지동에서 자리를 잡지 못
했던 점은, 기술자의 재생산이 멈춘 예지동의 상황, 예지동 시계 골목의 ‘상
황 공동체’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의 생존 경쟁은 기술자의 길을 포기한 기술자들뿐 아니라 살
아남은 기술자들에게도 “일단은 내가 먹고살아야 한다,”는 트라우마를 남겨주
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로이 유입되는 같은 업종의 기술자를 동료로서 인정
하기보다는 배척을 우선으로 하는 작업장 문화가 팽배해졌고, 기술자의 재생
산이 멈춘 시계 골목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에 ‘시대에 뒤처진 곳,’ ‘시간
이 멈춘 곳,’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꼭 한계라고만은 볼 수 없다. 예지동 시계 골목은 산업화 이전
의 작업장(Sennet 2010[2008]: 143)인 동시에 산업화 ‘너머’의 작업장이기
때문이다. 세넷에 따르면, 작업장 방식의 일은 과학이나 예술, 일상적인 소매
거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다른 기관(예컨대 공장)으로
가기 위해 들르는 간이역 같은 존재다. 오늘날 장인의 작업은 정밀하고 완벽
한 기계의 반대편에서 사람의 개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고, 수작업에서의
여러 가지 변이와 결함, 불규칙성이 긍정적 가치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ibid.).165)
벤야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예술품은 언제나 재생산이 가능해 왔다. 인간
이 만든 인공물들은 인간에 의해 모방된 것이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동료들로
부터 제작된 복제품들은 대가(master)에 의해 확산하여 궁극적으로는 제3자
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나 예술작품에 있어서 기계적 재생산은 새로운 무언가
를 재현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긴 시대적 간격을 가졌으나 매우
강한 밀도로서 발전해왔다(Benjamin 2007[1935]: 43).166)
165) 최근 젊은 시계마니아들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발전하고 있는 선반기술 작업장 또한
예지동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1990년대 후반에
전멸하였던 선반 기술자들의 작업을 다시 구현하고, 이로써 시계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제작하는, 진정한 의미의 측시학에 도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들은 상품을 넘어선
금속 공예품, 예술품으로서의 시계를 만들어낸다.
166) 그리스 사람들은 기술적인 예술작품 재생산에 대해서 찾기와 도장 찍기라는 오직 2개
의 절차에 대해서만 이해했다. 테라코타, 동전 등이 그들이 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술작품이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활자를 복사하는 기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기
계적으로 재생산될 수 없는 고유한 물건들이었다. 이후 복사라는 문자의 기계적 재생산
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ibid.: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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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완벽하게 재생산된 예술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부족한 요소가 있
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부재다. 그 장소에, 그리고 당시에 고유하게
존재하였다는 것, 그것은 예술작품의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의 대상으로서 고
유한 존재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몇 년 동안에 그것이 겪어 온
물리적 조건의 차이들 혹은 소유권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오리지널’의 존재
는 진정성이라는 개념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ibid.: 45).
진정성의 전반적인 영역은 기술적인 요소를 넘어선다. 예컨대 사진에 있어
서, 재생산의 과정은 맨눈이 아닌 조정 가능한 렌즈와 각도로부터 얻어졌다는
점에서, 또한 진품이 진품의 범위 자체를 벗어난다는 점에서(필름은 진품이
아니며, 복수의 진품들이 존재 가능하다) 어떤 물건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
서는 그것이 경험한 역사를 진술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
지의 기간이 필요하다. 즉, 어떤 사물의 진품성이란 “그 사물의 물질적 지속
성과 함께 그 사물의 역사적인 증언가치까지 포함하여 그 사물에서 원천으로
부터 전승될 수 있는 모든 것”의 총괄개념이다. 기계적 재생산의 나이는 곧
예술작품의 아우라이다(ibid.: 48-53).
종로구 예지동 시계골목은 시계라는 유형의 물질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품
상황을 총괄하는 공간이다. 그곳의 시계들은 생산과 소비와 폐기라는 단일한
방향을 넘어 새로운 참신성을 획득하여 예술품, 골동품으로 인정받거나 유행
속 주인공이 되거나 역사의 잔여물로서 박제된다. 폐허가 되어버린 고전적 양
식의 시계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은 세상에 넘쳐나지만, 대체 가능성으로 인
한 본연의 역할(시간을 지시)이 희미해질수록 시계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탄생한다. 예지동에서 고쳐지는 시계들은 그것이 빛을 발
했던 ‘어느 특정한 근대적 시대’가 아닌, 사람들 각자의 경험 속에서 탄생하
는 의미와 역사를 담은 기념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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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물건은 언젠가 고장 나기 마련이다. 고장과 오작동은 예외적이라기보다 자
연스러운 일상이며, 물질과 인간의 기술-사회적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가
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Jackson 2019: 223). 인간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물건을 고치는 행위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 생활문화의 일부였
다. 물질자원이 귀하고 부족하던 시기, 사물의 삶을 연장하는 작업을 통해 우
리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물건을 고치는 문화는 점차 버리는 문화로 대체되고 있다. 대량생산
산업체제가 도래하며 우리를 둘러싼 물건들이 ‘흔하고 값싼 것’이 되어갔다.
전통적인 수공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리 노동은 컴퓨터와 기기가 결합하여
자동화된 생산 설비보다 비능률적이고 불완전한 서비스가 되었다. 고장 난 물
건을 고치는 일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Dant 2010:
1).
그동안 수리와 보수를 하는 사람들은 단지 기존의 상태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공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 민속학계와 인류학계에서 수행되었던 기존의 장인 연구,
노동 연구에서 등장하였던 장인, 기술자, 숙련공, 노동자 등의 작업은 언제나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생산’하는 작업, 혹은 서비스라는 특정한 상품을 제
공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박승현 2005; 지민우 2013; 조성재 외 2013;
장원섭 2015; 김태호 2016; 임근혜 2016; 주도경 2017). 또한, 경제학, 지
리학계에서는 수리를 상품의 생산 및 제조 활동으로 포함하여 함께 다루었다.
상품의 제조 공정, 가치사슬을 연구개발에서부터 폐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로 폭넓게 통칭했을 때(Dicken 2011; 이상욱·김경민 2014; 서울연구
원 2015 재인용) 수리가 그 과정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유로 청계천과 종로 일대에 분포하는 도심 제조업(박배균 1993; 강우원
1995; 김용창 1997; 송도영 2001; 심한별 2013)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서, 이곳의 ‘수리’ 활동은 특별히 구별되지 않거나 명시되더라도 주목받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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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과 고치는 과정은
현저히 다르다. 상품의 생산과 수리는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물질의 흐름을 만
들어내는 작업으로서, 서로 다른 가치의 체계 하에서 작동한다. 자동화된 대
량생산 설비로 만들어진 기성품이더라도, 그것을 고치는 작업에는 공예에 가
까운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수리를 장인의식의 근본적인 범
주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강조한 세넷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만들 줄도
알고 고칠 줄도 아는(Sennett 2010[2008]: 395)” 전문가는 특정 기술의 구
성 요소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 기술이 지향하는 일반적인 목적
과 기술을 지탱해주는 정합성까지 볼 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전제는 이들이 수행한 노동의 가치와 의미가 ‘원상복구’된
물건 너머에 있다는 것이며(Houston 외 2016: 1403), 그것을 가장 잘 드러
낼 수 있는 사례로서 시계 수리를 선택하였다.167)
한국 사회에서 구한말부터 산업화 시기까지 최첨단 기술로서 각광 받았던
복원 중심의 시계 수리 기술은 오늘날 사라져가는 “근현대 전통” 문화가 되
었다. 도제식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기술을 전수하던 시계 기술자들의 작업장
문화는 복원에서 교체로, 손기술에서 기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민간 영역에
서 제도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 재생산의 위기를 맞고 있
다. 국내외의 전문대학과 시계회사를 중심으로 제도화된 서비스 센터와 비교
했을 때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시계골목은 국가의 대규모 지원이나 대기업의 자본 없이 자생적으로 성장
한, 우리나라 중소 시계 회사들의 모태가 되는 생산 공간이었지만, 1990년대
새로운 시간 지시 매체의 등장으로 손목시계의 인기가 떨어지고, 치열한 경쟁
으로 상당수의 국내 시계 회사들이 문을 닫으면서 작업장의 생산 구조는 수리
작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국가와 대기업의 지원으로 기술자들이 공
학 기술자들과 협업하여 최고급 수제 시계 제작자로 자리매김하였던 스위스의
167) 수리(repair work)는 컴퓨터가 장착된 장비로 단순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물건을 대
량생산해내는 오늘날의 ‘생산’활동과는 다른 차원의 노동이다.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조품들은 기술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리되는 과정에서 고귀해지거나, 기능
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을 함축하게 된다. 허스턴은 “기술에 대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두텁게 함과 동시에 의미와 애착의 형식을 만듦으로서 사물들의 경관을 확장하고” 또한
물질에 더욱 생동감 있는 삶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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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대조적이다.
궁극적으로 연구자는, 시계 골목의 수리 작업장들이 당시로서는 시계 생산
의 산업화에 실패했지만, 그 ‘너머’의 기능과 가치를 가지게 되었음을 환기하
고자 한다. 시계 골목은 시계라는 유형의 물질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품 상
황을 총괄하는 공간으로서, 시계를 생산-소비-폐기의 단일한 경로로부터 전
환시켜, 그것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물의 안전
망이다. 이곳에서 참신성을 획득하여 예술품, 골동품으로 인정받는 시계들, 혹
은 유명 메이커나 유행하는 디자인을 넘어서, 그것의 모양과 색깔과 구조와
역사를 통해 “역사 속 하나의 대상”으로서 진정성을 획득하게 된 시계들이
어쩌면 시계골목의 진정한 주인공일지도 모른다.
예지동 시계골목과 함께 세운4구역에 속하는 인근 전자기기 수리, 조명, 공
구 관련 상공인들은 이주와 주요 건축물의 철거를 앞두고 있다(2020년 2월
기준). 이와 함께, 바로 인근의 세운상가 일대에서는 전통적인 공장을 대체하
는 디지털 기술을 내세워 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메이커 문화에의 참여를 지
원하는 “다시-세운 프로젝트”라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최
혁규가 “낡아보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과 지식”이 거의 언
급되지 않음(2019: 150)”을 지적한 것처럼,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공존하는
종로-을지로-청계천 일대의 도시계획과 문화정책은 낡고, 정돈되지 못하고,
그 가치를 한눈에 헤아리기 어려운 것들을 담아내야 하는 이유, 세넷의 표현
을 빌리자면 ‘무질서의 효용(Sennet 1970[2014])’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
고 있다.
오늘날 예지동 시계골목은 시계에 애착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된
시계를 경유해 온 흘러간 시간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필요와
여가 생활을 위해 주로 찾는 장소가 되었다. 이곳은 수백 명의 상공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작업장·상업 공간이면서 한편으로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쉽고
안전한 소일거리를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을 위한 동네(백선혜 외
2019)’이기도 하다. 오늘날 사라져가는 전국의 시계점들은 예지동 시계골목에
전문 수리를 의지하고 있다. 심한별이 청계천-을지로 일대에서의 “문화가 이
끄는 경제(프레시안 2019)”의 가능성을 주장한 것처럼, 예지동 시계골목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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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 ‘너머’의 작업장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는 시계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사
회경제적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
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골목에서 다른 이들과, 그리고 사물과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지를, 기술과 문화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하나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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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출처: 조선형 외(2013), 『시계구조의 이해 및 분해·조립』, 대광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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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부속이름
대권차 나사
대권차
압판고정나사
진동석
태엽
태엽통 줏대
태엽통 뚜껑
태엽통
덴뿌
덴뿌줏대
덴뿌압판 내진장치
천윤
덴뿌압판 내진장치
덴뿌압판 고정나사
완급침
유사
유사고정못받이
유사고정핀
유사고정못받이
앙코루압판고정나사
앙코루압판고정나사
2번차
압판고정대
밑판
입조석
앙코루줏대
앙코루
출조석탈진바퀴
탈진바퀴
압판고정나사
2번차압판
오시도리 스프링
오시도리 나사
클릭
클릭기둥
클릭스프링

번호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부속이름
3번차
4번차
압판고정나사
기어열압판
소권차
크라운휘일(소권차)
압판고정나사
소권차 나사
날짜레버
날짜튀개
소철차
장구통차
맷돌차
용심/용두
오시도리
비녀장
비녀장 튀개
날짜판 누름장치 고정나사
날짜판 누름장치
국화바퀴압판
국화바퀴압판 고정나사
압장
국화바퀴
날짜판 누름장치
날짜판 누름장치 고정나사
날짜판
통차
날짜판
날짜판 누름장치
날짜판 누름장치 고정나사
일회차
문자판다리고정나사
덴뿌 하부 내진장치
덴뿌 하부 보석보석틀
통소차

[부록-2] 다양한 시계 부속의 명칭. [부록-1]에 매겨진 번호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정리하였으며, 각 부품의 명칭은 현재 예지동에서 자주 사용하
는 이름으로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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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명칭
가사 구르마
강기차
국화바퀴 소차
국화차
기지 구르마
날짜 구르마
대권차
동작차
소권차
스스가나
소절차
초침구르마
초침심보
통소차
통차
도리아와시
내지
덴뿌 다이
비녀장
오시도리
용두
용심
반사경
모지
바늘
스프링 바
장구통차
유사
덴뿌
우께이시
다보석

같은 부속을 지칭하는 다른 명칭들
시침, 단침 구르마
5번 휠(escape wheel and pinion), 강기구르마, 탈진바
퀴
미니트 휠 소차(minute pinion)
국화바퀴, 미니트휠(minute wheel), 희우라 구르마
희우꾸리
대곤차, 래칫휠(rachet wheel)
크라운휠(crown wheel), 고막기
분침 구르마, 장침구루마
소철차, 소구르차, 세팅휠(setting wheel)
초침차, 4번차
굴뚝차, 케넌피니언(cannon pinion), 스스가나, 분침구
르마
아우어휠(Hour wheel)
기성품
나사
오사이
비나장, 클러치레버(clutch lever), 요크(york)
압조, 새대가리, 세팅레버플레이트(setting lever plate),
세팅레버덮개
또르륵이, 크라운(Crown)
뉴싱, 와인딩스템(winding stem)
플렌지(Flange)
인덱스(index),
침, 핸즈(hands)
바네로 칭함. 히끼바네, 마끼바네가 잇음.
장구차, 장구통구르마, 스스미구르마,
sliding pinion
헤어스프링(Hair-spring)
벨런스 휠(Balance wheel), 휘라구르마
우께이시(덴뿌 보석을 덮는 보석), 덮보석
다보석, 다보사라,덴뿌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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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딩피니언,

덮보석 스프링
아나이시
벽시계
쓰메이시
안구르
압장
대가리
맷돌차
용두 빠이프
추
(
)오사이
( )다이
중심

잉카블록(inka-block), 충격완화장치
구녁혈, 구멍혈, 혈석, 심보가 도는 보석. 구멍보석
하시나도끼
압조석, 출조석
앵커, 앙코루, 팔렛포크(pallet fork)
세팅레버플레이트(setting lever plate), 세팅레버덮개
용두 대가리, 크라운(crown)
와인딩피니언(winding pinion)
튜브(tube)
후리사오
덴뿌 오사이 등
안구르 다이, 중심 다이 등
2번 휠

[부록-3] 같은 부속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들. 일본어와 영어의 영향을 받은
시계 부속의 다양한 명칭들로,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과 봉익동, 중구 황학동
과 청구동, 서대문구 충정로 시계학원, 전라남도 광주 충장로 4가, 충청북도
대전 역전 지하상가 일대에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 206 -

고물영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허가신청전 3년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2회이상 벌금형을 받고 개
전의 정이 없는 자
3.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4.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한정치
산자 또는 금치산자. 단, 당해인이 고물상 또는 시장주의 상속인
으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각호의1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당한 날로부터 3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동거하는 친족중에 전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고물영업의 정지
를 당하고 있는 자가 있는 자
7.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관리자를 둔 자
8.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
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기재상의 주의사항
1. 매입의 구별란에는 매입, 양수 또는 위탁으로 구분하여, 매도의 구별란에는 매각, 양도 또는 반환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품목란에는 물품마다 기재합니다. (예: 팔목시계-다색골덴텍스신사복상하) 다만, 동일품질, 종류 또는 특징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은 일괄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3. 특정란에는 고물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기재합니다. (예: 제2항의 팔목시계에 대하여는 '부로바 55년 21석
어떤 형 몇 번, 문자판의 상태)와 같이 기재합니다.
4. 확인방법란에는 상대자의 주소, 성명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분증명서등의 제시를 받을
때에는 "ㅇㅇ회사 발행 신분증명서 제ㅇㅇ호"와 같이 발행처 교부번호등을 기재하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
여야 하며, 경찰관이 인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계급, 성명과 소속경찰서명을 기재합니다.
5. 직업란에는 ㅇㅇ회사 사무원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상대자의 특정란에는 식별할 수 있는 현저한 특징을 기재합니다.
7. 동일장부에 이미 상대자의 주소, 성명, 연령 및 특징을 기재한 때에는 그후 주소록에 변동이 없는 한 성명만 기
재하여도 무방합니다.
8.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장부에 그 내용을 표시하고 기재사항을 볼 수 있게 사선을 그어야 하며 장부를 찢어버리
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록-4] 고물영업허가증 사진과 거래장부. 고물대장에는 거래되는 물품의 특징
뿐 아니라, 구입해 간 사람의 신상 또한 상세히 기록하였다. 1983년 10월 20일
승인되어 1990년 7월 5일부터 사용된 세보사의 고물대장 <기재상의 주의사항>에
는 "고물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 구입해가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심지어 주민등
록번호까지 기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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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고물대장 거래장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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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함흥냉면집의 전경과 식권표. 1990년대 중반까지 시계골목의 상공인들
은 자녀의 혼례 뒷풀이 장소로 함흥냉면집을 즐겨 이용하였다. 혼주는 식장에 온
손님들에 대한 사례로 식권표를 나누어주었다.
[부록-7]

예지동

수리 기술자 K씨의
시계수리인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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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일제강점기 시계 광고지 (출판시기 미상)

[부록-9] 1970년에 한국에서 생산된 타임 그래퍼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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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닫힌 점포에 식물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예지동의 죽은
골목(귀금속길) 전경.

[부록-11] 살아있는 골목[옥방길] 노점 상인들이 시계판매를 기념으로 안주
와 막걸리를 나누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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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orkshop ‘beyond’
industrialization

- Culture and technology of the watch repair
practice in Jongno Clock alley, Seoul, South
Korea
Jeon, Miyou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historical changes and social functions
of watch repair technology and the workshop culture of ‘Clock
Alley’ in Jongno, located in Seoul, South Korea. The technology,
which

was

centered

around

‘restoring’

rather

than

simply

replacing parts and was hailed as a cutting edge technology until
the mid-20th century, now has become a diminishing traditional
culture. Reproduction of the workshop culture of the repairers
passed down through apprenticeship has been endangered by
several interrelated changes: from restoration to replacement,
handcraft to machine-based, and private to institutional. Watch
repair technology itself even tends to be recognized as an
‘old-fashioned technology’ in comparison to a systemized service
center run by watch companies and engineering colleges. However,
the remarkable thing is that the South Korean (hereafter. Korean)
watch industry, once one of the biggest watch produc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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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ers,

began

from

such

repairing

technology.

Handcraft

restoring skills, distinctive from computer numerical control (CNC)
automated

machines,

also

have

a

technical

connection

with

independent horologists in Swiss and Korean metal craft artists.
Clock Alley developed by itself, without governmental support or
the capital of conglomerates, and became the birthplace and the
production site of small-scale watch companies. However, the
advent of new media containing the time-indication function in the
1990’s led to the decline in popularity of watches. In the fierce
competition

for

survival,

many

small-scale

domestic

watch

companies ran out of business and the market became reorganized
into cheap priced assembling and repairing work. On the other
hand, workshops in Clock Alley have lost the function as a
sustainable training field and became stigmatized as ‘bazaar skill’
by the Korean watch industry, under the regimes of value
operating on the thing called the watch.
This study reorganizes past and present of the alley based on
archival content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The body of the
study consists of four chapters. Chapter II investigates the social
relationship on which the repair work as a social practice is
founded, and explains the aspects and functions of the industrial
landscape recognized by street vendors. It argues that the total
network of Clock Alley could be considered as an infrastructure
conveying ecological and social-cultural values. In this network,
the study calls it a safety-net for materials: wasted watches are
saved, repaired and become commodities.
Chapter III describes the technology itself, captured through the
life culture of the workshops. A watch is not only a single
artifact, but also a component assembled from vari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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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parts. The study roughly categorizes watch repair technology
into two sections: skills of restoration and skills of making, and
sub-categorizes them again into five parts: repair, lathe, dial,
glass, polishing-gilding (corrosion and laser, and diamond-cutting),
a band (soldering and leather crafting). The following descriptions
covers the overall repair process, including less noticed skillful
techniques, for instance, the lathe as precision metalworking and
dial restoration as a deliberate printing skill. Not from manuals
nor archival records, this helps readers understand how complex
and diverse the watch repair technology is, as a sum total of
those technical fields.
Chapter IV applies Lave and Wenger’s situated learning theory
to analyze repairers’ work and handed-down institution. In the
communities of practice, repair skills are regarded as social
practices. The process of handing down veteran repairers’ skills
to their apprentices is well summarized by Lave and Wenger's
term

“skills

learned

beyond

shoulders”

through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This chapter tries to reconstruct how this
is

practiced

with

interviews

from

participants

and

archival

materials. Also, it presents the specific conditions and situations
that make repairers become ‘master craftsmen’, emphasizing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general skill’, and ‘special skill’
and that the craftsmanship is not entirely an individual quality for
the mastery of repairers and can be revealed situationally only
under adequate socio-cultural conditions.
Chapter V explains the rupture of the communities of practice,
that is, the workshops’ failure of a training follow-up generation
in the realm of a ‘special skill’ as a consequence of the
knowledge power of government and (formal) market from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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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ck Alley’s repairers have been excluded in a political and an
institutional

context.

Constant

crackdown

and

censorship

on

luxuries, imitations, and smuggled products have labeled them as
informal economic actors. Nevertheless, this study argues that the
way repairers value the price of their work based on the
risk-reward is the moral engagement of a community that reflects
the principles of insurance. Such communal engagement has
contributed to intermediate actors in Clock Alley such as visitors,
repairers, and watches to become a community and helps repairers
manifest their mastery as craftsmen in the process of repair
work.
In conclusion, this study tries to evoke the fact that even
though the workshops in Clock Alley failed to industrialize their
production system during the late 20th Century, they have come
to acquire functions and values ‘beyond’ industrialization. Clock
Alley is a locus where all commodity situations allowed for the
type of materials belonging to the watch are subsumed. It diverges
watches from the unitary trajectory of production-consumption
-disposal and makes their latent possibilities to be realized as
second-hand goods. In this place, watches acquire authenticity as
‘an object in the history’ through their respective shapes, colors,
mechanisms, and histories. The repaired watches in Clock Alley
are remembrances containing meaning and history that came from
each individual’s experiences, not from ‘a certain moder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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