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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는 통대문 의류산업 접적지와 함께 패션산업에서 매우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리고 적절한 발전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된다면 이 지역은 이탈리아 소기업 집적지의 경우와 같이 성공적인 소기업 집적지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형성과정과 업체 간 네
트워크，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연구지역의 현재 모습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지역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지역의 발전방향에 주는 함의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대문 액세서 리산업 집적지는 크게 내수와 수출의 판매비중과 생산 네트워크 두 가지가
변화하였는데， 이 두 가지 변화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내수 위축， 장기적으로는 주요고객층의 인구감소， 구매

성향 변화에 따른 시장 축소， 디자인개발 ·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수출증가， 생산기반의 부실화， 중국진출 성공사례의 학습
퉁이 시 · 공간적으로 다양한 스케일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변화과정에
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 특정이 나타났다. 먼저 판매비중의 변화에서는단기적 변화를장기적으로유지시키는원동력이 된

정 피드백의 형성이 나타났으며，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완제품 업체들 사이
에 형성된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에 의해 선택된 전략에 의해 생산 네트워죄 변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남대문 액세서 리산업 집적지와 같이

pull system의 성격을 가진 소기 업 접적지의 발전방안

을 마련할 때에는 생산과 연구개발 측면의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구매자 연계 또는 구매자 연계를 변화시킬 수 있
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는 점과， 시설투자와 같은 직접적 투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 피드백을 형성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얄 수 있었다.

주요어 : 액세서리， 산업집적지， 업체 간네트워크， 지역의 변화， 변화원인， 변화과정

Abstract : The Namdaemun accessory c1 uster is a successful c1 uster in the fashion industry. If a proper
development plan is followed , it will become even more successful. Until now , there has been limited
research regarding the Namdaemun accessory c1 uster. Therefor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rmation
process , inter-firm network, changing processes and the factors of the Namdaemun accessory c1 uster.
After the mid-1990s , the Namdaemun accessory c1 uster changed in two dimensions: sale ratio and
production network. As for the change for the sale ratio , domestic sales and the export ratio was 65:35 in
*서울대학교대학원 지리학과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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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d-1990s but is 45:55 now. The factors responsible for this change are domestic sale decrease by GDP
decrease in short term , a decrease in the major customer

pop띠ation

and market scale reduction , increased

exports due to a decreased exchange rate over the short term , trust formation , and R&D capacity. As for the
production network change , China' s ratio was small in the mid-1990s but is a1 most 15% now. The factors
responsible for this change are entrepreneurship , a decreased exchange rate , lackof production base , and
leaming from successful examples.
Included in our purpose is to examine the change process. The design R&D and quality control capacity

of this cluster has improved, which affects the purchasing behavior of foreign buyers. Therefore a positive
feedback is formed and the export ratio is raised or maintained. With regard to production network change ,
it hasbeen affected by firm’ s attitude and strategy in place when the fmn had adapted to macro-change.
Firms have been selected according to attitude and strategy , and the production network change is observed
with the strategy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many implications. When we study small enterprises which have pull
system character such as Namdaemun accessory cluster, we have to consider not only network between
production and R&D , but a1 so the customer linkage or marketing strategy needed to change it. In the long
term , it is necessary that we focus more attention on the formation of positive feedback which can intensify
capacity of region.
Key Words : accessory , industrial cluster, inter-firm network, regional change , process of change , factor
of change

1.

의 소기업 집적지들은 그들의 산업분야에서 성공

서 론

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동대문 의

류산업 집적지의 경우 재 도약기를 거치는 것으로

1) 연구배경과목적

파악되고 있고(김양희 · 신용남， 2000) , 성수동 제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화산업 집적지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해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정보통신， 생명공학 같은 지

온 것으로 밝혀졌다(박래현， 200딩) . 이들은 정부의

식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미한 지원과 부적절한 정책에도 불구하고(이상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의 산업구조는 벤처기업으

곤 외， 2002) 나름대로의 경쟁우위를 창출하면서

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산업과 고차의 서비스업을

구산업에서 그 위상을 높여왔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제 1차 서울지역혁신발전

이러한 지역 중에서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5개년 계획， 2004). 하지만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

집적지는 동대문 의류산업 접적지와 함께 패션산

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 역에 존재하는 몇몇 구산업

업에서 매우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며 액세서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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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있어서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

업적인 측면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 산업에 대한

을 받고 있다(김양희 · 신용남， 2000; 조선일보，

연구가 있을 뿐이다(이감열 외， 2002). 또 남대문

2(051)) •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는 외환위기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와 유사한 지역들에 대한 연

동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역 내 업체들이 거시적

구에서도 제도적 특성이나 집적 요인， 혁신 환경에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여 수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행위 주체

였으며，현재에는국내 판매보다수출의 비중이 더

간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그 규모 면에서도 2100 여

집적지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경우는 부재했다. 하

개의 완제품 업체와 800여 개의 부자재 업체가 입

지만 현재 나타나는 지역의 모습은 시간의 흐름과

지하고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함께 지역이 변화해온 결과이며， 미래의 변화는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성공적인 모습은

이전에 이루어진변화과정에 영향을받는，즉경로

서울지역 내 유사한 산업집적지들에게 좋은 모델

의존적인 (path-dependent) 성격을 가진다(Cooke ，

이될수있다.

1998). 따라서 지역에 일어날 앞으로의 변화를 예

하지만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는 현재까

측하거나 현재 지역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지의 성공적인 모습과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근래

위해서는 이러한 경로의존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

들어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

어져야 하며 (Bathelt . Glucker , 2003) , 그러기 위해

황에서 성장의 한계를 겪으며 위기를 맞고 있다.

서는 지역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한 저임금 개발도상국들의 급

한다.

격한 성장은 이 지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

한 시점에서 현재까지 축적된 그들의 경쟁력과 기

적지의 현재 모습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의

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연구지역의 업체 간 네트워

남대문 액세서리 산업 집적지에 관한 지역연구가

크，그리고그 변화의 원인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적절한 지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남대문 액세

역연구를통해 이 지역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하

서리산업 집적지의 생산

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남대문 액세서 리산업

를 파악하고 그러한 네트워라 전체적으로 어떤

의 자체적인 발전방안이나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

모습을 보이는지를 밝히겠다. 왜냐하면 지 역의 변

어 실행된다면 이 지역은 이탈리아소기업 집적지

화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기 위해서는 지역에 어

의 경우와같이 성공적인소기업 집적지로발전할

떠한 네트워라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상곤 외， 2002; 박래현，

상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

2005).

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 판매 · 디자인 네트워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대문 액세서리

앞에서 밝힌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여

산업 집적지에 대한 지역연구는 전무하며， 단지 산

생산과 판매 네트워크가 변화하게 된 원인과 과정

1) 2005년 5월 24 일 조선일보 기사 ‘1남대문 시장이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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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히겠다. 특히 단순한 원인과 결과의 나열이

두 번째로， 위 세 가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

아니라 지역 내 존재하는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여 남대문 지역 내 입지한 완제품 업체들에 대한

고려한 변화과정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2어6년 2월 27 일에서 3월

로 이러한 연구지역의 변화과정이 남대문 액세서

4 일에 걸쳐 연구 지역 내 완제품 업체들을 대상으

리산업 집적지의 발전방향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

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와 함께 각 액세서리 상

살펴보도록 하고， 더 나아가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가의 운영회장， 완제품업체 사장， 부자재업체 사

집적지뿐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역에 적용

장， e-남대문 대표， 오퍼상 대표， 남대문 주식회사

될 수 있는 함의를 파악해 보겠다.

직원， 중구 지역경제과 직원 등과 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설문조사에서 알 수 없는 항목이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4월
중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를 추가로 방문하
여 운영회장과 완제품업체사장， 오퍼상 대표를 대
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전화 조사를
병행하여 보충연구를 진행하였다.

A

설문조사는 2어6년 2월 27일 에서 3월 4 일에 걸
쳐 20707ß 의 완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남문， 남정 1 . 2 . 3층， 원랭땅， e-랭땅， 삼호， 우주，

〈그림-1) 연구지역도

연세， 영창， 장안 액세서리 상가에서 설문을 거부
한 업체를 제외하고 33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80

2) 연구방법

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2.

본 연구는 연구지역인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

문헌연구

적지에 대해 다음과같이 조사를진행하였다.

1) 산업집적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먼저 신문기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통해 지역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2005년 10월 랭땅액세서리
상가운영회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액세서리 완

(1 ) 산업집적지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

제품 업체와 부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

산업집적지 논의의 시초는 19세기 말 Marshall

뷰를 포함하는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 Principles of

다. 현지조사를 통해 생산 · 판매 네트워크상에서

Economics' 라는 저서에서 최초로 산업지구란 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이와 동

념을 사용하면서 지리적으로 집적한 기업들의 군

시에 관련문헌을 이용하여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이 가지는 특성과 외부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

집적지가 가지는 지 역적 특정을 알아보았다.

였다. Marshall은 산업지구의 특정으로 네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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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는데， 첫째， 산업의 국지화， 둘째， 지구 내에서

볼 수 있다. 즉， 지역이나 국가의 경쟁우위에 있어

기업들 간의 분업， 셋째， 건설적인 협력관계， 넷째，

산업집적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

지역사회의 기업활동 분위기가 그것이다(박삼옥，

면서 (Porter , 1990; 2뻐) 그에 대한 많은 연구와 다

1999). 그리고 통일지역 내에 기엽들이 지속적으

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로 집적하고 지역화하는 이유로서 전문화된 인력

풀의 존재와 시설， 다른 지역으로 거래되지 않는

(2) 산업 집적지에 대한 논의에서 사회적 측면에

특화된 투입요소의 존재， 정보와 아이디어 교류의

대한고려

극대화를 들었다 (Krugman , 1999; Gordon .

McCann , 2000에서 재 인용).

1940년대 이후 포디즘 체제의 현대소비사회에

Marshall의 논의 이후 1980년대 초에는 이탈리

서는산업적인공간분화가심화되었다. 이에 입지，

아의 북통부 지역에서 국지적 산업지구 내에 입지

공간발달， 교통운송 등에 수반되는 공간문제에 대

한 소기업 집적지의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가 진행

한 관섬이 커지게 되었다(Scott， 2000). 이와 함께

되면서 산업집적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

당시에 발달하기 시작한 컴퓨터 기술은 이러한 관

였다(박삼옥， 1999; 김동주 외 , 2002). 이후 1990년

심에 대한 계량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박삼옥，

대 전반 동안 산업군집에 관한 논의는 포터의 클러

1999).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960년대에는 계량

스터 이론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

적 방법론을도입하여산업입지，토지이용패턴，중

는데， 이를 Lagendijk는 전통입지이론， 신산업공간

심지체계 등을 분석하거나 경제활동의 입지를 분

이론， 산업지구이론， 혁신환경이론， 클러스터 이론

석하는 이른바 ‘계량혁명’을 통한 지역과학으로

및 지역혁신체계이론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서의 경제지리학이 발달하였다. 공간분석과 지역

(Lagendijk , 1997; 김동주 외 ， 2002 에서 재 인용) .

과학으로서의 경제지리학은 추상적 경제공간， 완

Lagendijk에 따르면， 이들 중 전통입지이론과 신산

전경쟁， 합리적인 경제인들을 가정하여 분석을 행

업공간이론은 주로 거래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측

하였으며 (Scott ， 200이 입지패턴과 교역， 집적과 관

면을 중요시하였고 산업지구이론과 혁신환경이

련된 일반이론과 모델을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론， 클러스터 이론， 지역혁신체계이론 등은 지역

경제지리학자들로 하여금 더 분석적인 연구를 가

내 형성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상의 상호작용에

능하게 만들었으며 명쾌한 이론적 접근을 가능하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과 정보교류를 중요시하였

게하였다

다 2) 이와 같이 산업집적지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

하지만 이러한 공간분석과 지역과학으로서의

이 등장한 것은 근래 들어 지역 발전에 있어 산업

경제지리학은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

집적지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다. 첫 번째로지역과학으로서의 경제지리학은 지

2) 클러스터이론의 경우 ‘김동주 외’ 에서 언급한 “클러스터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공간적 근접과 경쟁자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 는 Lagendijk의 설명은 포터 의 초기 논의 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Porter， 1990). 위와 같은 최초의 논의와는
다르게 포터의 이후 논의는 경쟁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 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언급하고 있다(Porter，

199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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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분석하는 데 있어 그 지 역의 특정을 나타내는

해 발생하는 정보교류와 학습을 통한 지식창출과

몇 가지 지표들을 선정하여 그것으로 지역을 설명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최근의 학습지역

하려 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 사회， 경제적인 요인

이나 클러스터 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학습지 역

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과

은 지식과 아이디어가 모이고 보관되는 역할을 하

(Bathelt . Glucker , 2003) , 두 번째로 기존 지 역과

는 곳으로서 지식， 아이디어， 학습의 흐름을 원활

학은 추상적 경제공간이나 합리적인 경제인들을

하게 하고 촉진시키는 인프라와 사회적 환경을 갖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여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춘 지 역을 말하고(Florida ， 1995; Doloreux , 2002 에

q(Scott , 200이.

서 재인용) , 클러스터는 유사성과 보완성으로 연

이러한 비판과 함께 계량혁명으로 대표되는 지

결된 특정산업의 연계기업과 연관기관의 지리적

역과학으로서의 경제지리학은 1970년대 초에 들어

인 집적체로서 지리적인 근접성과 일정 수준 이상

서면서 이론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Bames ，

의 강한네트워크를가진 연관기업의 집적체를말

2(01). 이러한 이론적 변화는 지역은 사회적으로

한다 (Porter ，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Cooke , 200 1). 또한 클러스터 논의에서도 클러스

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들이 경제지리학에

터 내부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와 지식

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의 교류와 그에 따른 혁신역량의 강화를 경쟁우위

(Bathelt . Glucker , 2003). 관계적 전환(relational

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Porter， 1994; 2000).

2000; Van den Verg et al , 2001;

tum) 혹은 문화적 전환(cultural tum)으로 불리는

Bathelt . Glucker에 따르면， 관계적 인 전환에서

이 러한 변화는 사회학의 네트워크이론과 경제학의

의 경제지리학적 연구는 문맥성과 경로의존성， 우

신제도주의 이론을 접목하면서 제도， 상호작용， 착

연성을 전제로 하여 조직과 혁신， 진화， 상호작용

근성，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 문화적은 측면을 중

의 네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행위를 분석해야 하

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Boggs . Rantisi ,

며， 이렇게 함으로써 공간이나 영역을 경제， 사회

2003). 변화된 이론적 관점 에서 경제공간은 단순한

와분리된독립된존재로보지 않고지역의 역동적

수치나 비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보

인 변화와 다양한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간주되며， 공간구조는 사회

였다 (Bathelt.

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

적 · 문화적 전환이라는 이론적 경향을 보이는 현

진 것으로서 , 공간상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정

대경제지리학은 산업집적지에 대한 연구에서 네

도와 질이 경제적 활동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트워크와 관계， 그리고 그를 통한 상호작용을 연관

것으로 본다(Boggs . Rantisi , 2003).

산업이 집적하고， 또 집적지내에서 경쟁우위를 창

Glucker , 2003). 이와 같이 관계

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관계적 · 문화적 전환에 따른 경제지리학에서

이론적 경향의 변화는 산업집적지가 가지는 경쟁
우위를 단순히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

(3)소기업 집적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

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 정부기관 등의 행위자들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집적지로서 오오타구 정밀

이 지역에 형성된 네트워크상에서 상호작용을 통

기계금속산업에 대한 연구(박진도 · 박경，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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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Carpi 지역에 대한 Lazerson 의 연구

적지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위

(Lazerson , 1995) , 종로 구금속 및 보석산업 집적지

의 논의들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것이다.

에 대한 연구는 종로 귀금속 및 보석산업의 집적특

3.

성에 관한 연구(이수연， 2003) , 성수동 제화산업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관련 업체들과 그 네트워크

집적지의 집적특성 및 혁신환경에 대한 연구(박래
연， 2005) , 동대문시장지역의 학습지역화에 관한
연구(김광선， 2001) ，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 상인들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는 단순히 액세서

의 경제행위에 대한연구(김동주， 2001) , 서울 신산

리 제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들 뿐아니라 다양한 관

업집적지의 두 유형 중 하나로서 동대문시장의 사

련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행

회적 자본형성과 제도화특성에 관한 연구(남기범，

위 주체들은 서로 공식 ·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2003)등이 있다.

그 판계상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네트워크

여기서 언급한 소기업 집적지에 관한 기존 연구

를4)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적지내의 관련 업

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역의 혁신환경이나 집적특

체들과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는 지 역을 이해하

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해외 지

고， 또 그 지역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

역이나 서울 내 소기업 집적지에 관한 기존연구들

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네트

은 경제지리학의 이론적인 경향의 변화에서 지적

워크는 기업과 산업，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바와같이 지역의 경쟁우위를형성하는데 있어

데중요한역할을하며 산업집적지에대한연구에

기업 간네트워크와제도적 환경과같은사회적인

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박삼옥， 1999).

측면을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

하지만위의 연구들은한시점 상에서 지역내 행

의 관련 업체들과그들사이에 형성된네트워크를

위자들 간 관계와 그 관계상에서 발생하는 지 역 내

살펴보도록하겠다.

역동성에 대해서는 연구하였지만， 시간적 흐름에

1)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관련 업체

따라나타나는지역의 변화와 역동성에 관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따라서 서울지역의 소기

업 집적지에 대한 연구에서도 현재의 집적특성과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는 단순히 액세서

혁신환경， 제도적 성격 뿐 아니라 행위주체 간 네

리제품을 디자인 · 판매를 하는 완제품업체만 존

트원크와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집

재하는곳 òl 아니다. 이 지역 내에는액세서리산업

3) 물론 역사적 배경으로서 지역의 발전 · 성장과정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위 주체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구체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기업 간 관계적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좁게는 신뢰를 기반으로 일정기간 지속되는 거래관계를 가지는 경제활동들의 연결 관계로

정의되며(김선배， 1997) ， 넓게는 ‘기업이 조직 내 · 외적으로 경제적， 비경제적 활동을 통해 통합과 협력을 이루는 관계’ (Yeung ,
1994: 476; 이병민， 2001 에서 재인용)로 정의된다(이병민， 2001 재인용). 여기서 네트워크와 연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
간 연계는 생산물과 관련된 실물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지만， 네트워크는 실물의 흐름뿐 아니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흐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이병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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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딴 완제품업체와 함

화된 업체들이 제품의 생산 · 판매에 필요한 여러

께 부자재업체， 각종 서비스업체， 업체관리 조직

가지 기능을 그 기능에 전문화된 기업과의 연계를

등 다양한 관련 업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련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그과정에서 집적지내에 입

업체들을 기능적 측면에서 업체차원으로 구분한

지한 소기업들은 지리적 근접성과 지속적인 거래

다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남대

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시켜 나갔다. 또한 이렇게

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

형성된 신뢰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시키는

고 있으며 직접 제품을 기획， 디자인， 유통시키는

원인으로다시 작용하였다. 위와같은과정을통해

역할을 담당하는 액세서리 완제품 업체가 있다. 두

형성된 신뢰기반의 거래관계는 남대문 액세서리

번째로 이들 업체들이 기획， 디자인한 제품을 생산

산업 집적지 내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그들

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능을 담당하는 부자재 업

사이에 암묵적인 관행을 만들어 내고 서로에 대한

체， 생산하청공장， 도금업체， 주물(캐스팅) 업체가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있다. 세 번째로 생산된 액세서 리제품을 구매하는

도·소매 고객 업체 들이 있다. 네 번째로이 지역

@ 구매자의 반응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풀 시스템

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인 상가운영회와 남

(p미 I

대문시장 주식회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적지내

패션산업에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시스렘으로

디자인， 생산， 판매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push system과 pull system 두 가지 를 든다

제공하논 오퍼샌 디자인 전문 업체， 인터넷 서비

(Dickerson, 2004), 이 중에서 push system은 생산

스제공업체등이있다

자가 기획 · 생산된 최종제품 수요를 미리 예측하

system)

여 그 수요에 맞추어 제품을 미리 대량생산한 후

2)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기업 간

시장에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며， pull system은 무

관계

엇이 생산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객을 관찰하

고 그들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체계로서，

(1)

초기 소량의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들의 반웅이 좋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성격

을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웅하기 위해 협력적인 관

@ 신뢰 기반의 장기적 거래관계로 이루어진 소기업
집적지

계를 맺고 있는 제조업체를 통해 빠르게 제품을 추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는 과거 이탈리아

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남대문 액세

의 소기업 집적지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근래 동대

서리산업 집적지의 경우신제품의 디자인을 개발

문 의류산업집적지에 관한 연구까지 소기업 집적

하는데 있어 고객반응。1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

지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신

며， 실제 제품 생산과 판매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뢰기반의 장기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970

최초로 시제품을 소수 생산한 후에 반응이 좋으면

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그 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추가로 생산하여 구매고

집적지는 생산 업체， 부자재 업체， 완제품 업체， 단

객들에게 판매하며， 반웅이 좋지 않을 경우 소비자

골 고객， 수출 서비스 업체에 이르는 다양한 전문

들의 요청에 맞게 디자인을변화시키거나혹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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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개발 네트워크

품의 추가생산자체를 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
다. 따라서 남대문 액세서 리산업 집적지는 구매고

남대문 지 역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신제품이

객의 반웅과선호도를파악하여 여기에 빠르게 대

출시된다 5) 이러한 빠른 신제품 주기는 디자인，

웅하는 전형 적 인 pull system으로 볼 수 있다.

생산， 판매가 지 역 내 , 혹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
짐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제품

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2)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업체들의 네

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들이 풍부하게 획

트워크

득이 되고 학습되어야 한다. 새로운 디자인이 개발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와 같은 소기업 집

되기 위해 필요한 학습과 정보습득은 완제품 업체

적지에서，각각의 업체들은신뢰를바탕으로하는

가 맺고 있는 지역 내 관련업체들의 네트워크상에

장기적인 거래관계와 다층적 안면관계로 밀접하

서 암묵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형태와 인터넷이나

게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서적， 패션 쇼 둥의 형식화된 지식을 학습하는 형

이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에서는 디자인과

태가동시에 이루어진다.

판매를 담당하는 완제품 업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표-1) 을보면 디자인에 대한아이디어나정보가

수행하고 있다. 각각의 행위주체들은 완제품 업체

어떤 경로를 통해 획득되는지 알 수 있다. 먼저 고객

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네트워크상에서 기능을

들의 반응과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웅답이 48.1% ,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합쳐서 중요하다고 웅답한 업

지역 내 네트워크가각기능별로어떻게 형성되어

체가 79.3%에 이르러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

다. 다음으로 관련 잡지와 서적에서 정보나 아이디

적지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를살펴보도록하겠다.

어를 획득한다는 웅답과 생산하청공장과의 정보교
류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주변점포와

〈표-1)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자료:설문조사

5) 설문조사 결과 점포당 약 11 일에 하나 꼴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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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교류， 오퍼상과의 정보교류， 신문 .1V. 인

는 비율은 남대문지역내에 입지한 원 · 부자재상

터넷 둥이 정보교류에서 중요하다고웅답하였다.

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서울， 중국 순으로 구

다음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매비중이높았다.

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체인 93.5%에서 업
〈표-2) 원 · 부자재 공급업체의 입지지역벌

체 사장이 직접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비율 (n=70)

업체에서 고용한 액세서리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응답이 24.7% 생산 · 하청공장에서
개발한다는 응답이

22.1% , 디자인 전문업체가 개

발한다는 웅답 0110 .4%였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실은 주로 업체 사장이 직접 디자인을 개발하면
서， 동시에 하청생산업체나 업체고용디자이너， 디

자료:설문조사

자인 전문업체도 디자인을 개발하는 형태를 취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사장이 디자인 개발
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관련된 업체나 직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완제품 생산공장의

원의 도움을 받거나 공동으로 개발딴 것으로 이

형태와 입지 지역에 따른 생산비율을 살펴본 결과

해할수있다.

국내 하청공장의 생산비율이 52.3%로 절반을 조

금 넘고， 국내 자가공장이 32.5% , 중국이 14.5%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공장은 남대문 외

@생산 네트원크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완제품 업체들

서울지역에 38.5% , 경기 · 인천지역에 44.6%가 입

은 생산에 필요한 원 · 부자재를 남대문 원 · 부자

지하여 하청공장의 대부분이 수도권지역에 입지

재 상가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관련기업들에 의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완제품 자가공

해 생산한다. 먼저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하

장의 지 역별 입지분포는 서울 내 입지하는 비율이

는 데 있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금속 부품이 필

69.20/0로 매우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 경기지역에

요하면 완제품 업체는 주물업체를 통해 금속부품

25.6%가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대량으로생산한다. 다음으로주물업체에서 생

산된 부품들을 도금업체를 통해 도금을 함으로써

@판매 네트워크

원하는 모양의 금속부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다음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 내 업체들의 판매

으로 정형화된 금속부품이나 플라스틱 부품， 스톤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눌

등은 절반 이상 남대문 액세서리 부자재상가에

수 있다. 먼저 국내에서는 주로 서울이나 지방의

서 구매한다. (표-2) 에서 보듯 2006년 현재 남대

도 · 소매상들이 주요고객이며， 이들 제품은 백화

문 액세서리 완제품 업체가 원 · 부자재를 조달하

점이나 대형 할인점， 액세서리 소매점， 의류 등의

6)

6) 일반적으로 큐빅이라고 부르는 모조보석을 통틀어서 스톤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스와로브스키사와 체코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남대문지역에서는주로부자재상가를통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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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재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객관리를 위해 고객업체들에게 지속적인 관리 메

해외수출은 주로 외국 바이어들이 직접 남대문 액

일을 보내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제품 판매나 고객

세서리산업 집적지를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관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 e-남대문，

것이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오퍼상들이 외국바

오퍼상， 완제품 업체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 인

이어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대행해

터넷 사이트를 통한 제품판매는 그렇게 비중이 크

준다 7)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오퍼상 등을 통

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한 고객관리는 어느 정도 이

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새로운 주문이나 추가주문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다.

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남

3)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업체 간

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내수판매와 해외 수

네트워크

출의 비중은 약 45:55로서 해외수출의 비중이 절반
을 넘는다. 그리고 단골이나 안면이 있는 고객블에

게 판매되는 비중이 85.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는 앞에서 살펴본

또한 제품 판매에 있어 조금씩 그 중요성이 대

바와 같이 다양한 관련 업체들이 생산， 판매， 제품개

두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제품의 판매와 고

발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완제품

객관리이다. 완제품 업체들은 인터넷 서비스업체

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들의 도움을 받아 사이트에 점포를 개설하거나 고

있었다.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한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전체 네트워크
7) 물론 모든 바이어들이 오퍼상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 근래 들어서는 바이어들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가져가거나 배송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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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자인개발네트워크는완제품업체를중

남대문시장의 역사는조선시대의 칠패시장까지

심으로 디자인 업체와 생산업체가 디자인 개발주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들 개발주체를

을겪으면서도그명맥을유지했다 .1970년대 이후

중심으로 형성된 수직 ·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

본격적인 산업화시기에 접어들면서 남대문시장은

으로 교류되는 암묵적 지식과 π， 신문， 인터넷，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액세서리산업도 이때

전시회， 패션쇼， 잡지， 서적과 같은 공개된 정보매

최초로 둥장하였다.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면서 액

체를통한형식적 지식이 각각의 중요성을가지고

세서리산업은 남대문시장 내에서 다른 업종에 비

디자인 개발에 활용된다.

해 더 급격히 성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기조는

다음으로 생산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정형화된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다.1990년대 중반

원부자재는주로남대문지역에 있는액세서리 부

은 여기서 큰 의미를 갖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자재상가와 수도권지역에서 조달하며， 일부는 중

같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

국에서 조달한다. 그리고 비정형화된 금속부품은

의 성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

캐스팅 , 주물， 도금과정을 거쳐 조달한다. 이를 생

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이제까지 안정적인 성장의

산하청공장이나 자가공장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기반이 되었던 내수가 크게 줄어들고 남대문 액세

완제품 업체에 조달한다. 또한중국에서도 일부완

서리산업 집적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변화들을

제품이수입된다.

겪게 되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인 성장기

다음으로 판매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먼저 내수

조가 무너지고 난 후 남대문 액세서 리산업 집적지

와 수출의 비율이 2006년 현재 약 45:55로 수출의

는 이전에 비해 더 복잡한 변화양상과 과정을 거쳤

비중이 더 크다. 그리고 완제품업체의 판매활동을

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성장정도에 영향을 미

보조하는 서비스업체로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오

치는 것이 아니라 지 역이 쇠퇴할 수도 있는 변화였

퍼상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인터넷을 통한 제품판

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변화는 그 중요성

매와 고객관리를 돕거나 통역이나 통관 같은 외국

이 이전의 그것에 비해 매우크다고볼수 있다. 이

바이어들의 구매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 활

것이 1990년대 중반이라는 시기가 가지는 의미이

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남대문 액세

며그이후의 변화를연구하게 된배경이다.

서리산업 집적지의 전체적인 기업관 관계는 〈그
림- 2) 와같이 나타낼수있다.

(2)

변화에서 스케일에 대한 고려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대문 액세서 리산업 집적

4.

1990 년대 중반 이후 남대문 액세
서리산업 집적지의 변화

지에서논 지역차원에서 2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
었으며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쳤을 것인가 하는 질

문에 대답하기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이러

1) 변화를 살펴보는 2가지 전제

한원인들이 어떠한스케일상에존재하는가하는

(1)

것이다. 여기서 스케일은 공간적인 스케일 뿐 아

1990 년대 중반이 가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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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시간적인 스케일 또한 포함한다(Giampietro ，

는 현상과 남대문 집적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

2004). 이러한 시 · 공간적 스케일은 지리적인 프

은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업체차원

로세스를 설명하고 패턴을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

에서 디자인개발과 품질관리 강화를 볼 수도 있지

한 요소이다. 또한 각 스케일을 구분하여 원인과

만 다수의 업체가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면 이는 지

과정들을 고찰한다면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

역적 차원에서의 현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

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에 대

우에는 이를 지 역적 차원의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한 고려가 필요하다(Gibson' 따1n， 2000). 따라서

결국 지역적 차원의 현상은 개별업체들이 나타내

지역의 스케일에서 발생한 변화를 명확하게 이해

는 행태나 성격의 결과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업체

하기 위해 여기서는 변화의 원인을 공간적으로는

에서 보이는 변화는 업체차원이라기 보다는 지역

개별업체， 남대문 집적지， 거시환경의 스케일로

차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

구분하고， 시간적으로는 단기와 장기의 스케일로

부 업체들의 행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업체차원으로

구분하였다 7) 먼저 공간적으로 개별업체와， 지역，

구분하고， 대다수 업체들의 특정이나 행태일 경우

거시환경의 스케일로구분한 이유는다음과같다.

에는 지 역적 차원의 사건으로 구분하였다.

개별업체단위는 앞서 행위자들을 정의할 때 그 스

다음으로 시간적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한 이

케일로 업체 단위를 지목한 이유와 동일한데， 업

유는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루어지는 점진적 변화

체보다작은개인적 스케일은논의를너무복잡하

가 있는 반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

게 만들며， 상가단위는 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Bathelt . Glucker , 2003;

태들을 보기에는 그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통운， 2000) ， 여기서 점진적인 변화의 원인은 축

(Zhang . Drake . Wainwright , 2003) 업체를 최소

적적이고 경로의존적인 장기적 흐름에 기인하며，

단위 스케일로선정하였다.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는 예상치 못한 단기적

다음으로 남대문 집적지의 스케일은 남대문 액

인 사건에 기인한다. 따라서 변화의 원인을 보는

세서리산업 집적지를 지역차원에서 규명하는 데

데 있어 시간적 스케일로서 장기와단기를구분할

꼭 필요한 스케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선정하였

필요가있는것이다. 여기서 어떤사건이 점진적으

다. 현재 본 연구의 목적이 지역차원에서의 네트워

로 일어나는 흐름으로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크와 변화를파악하는 것이니 만큼， 지역차원에 대

원인인가 아니면 급격하게 발생한 사건으로서의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단발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인가에 두고 시간상의

마지막으로 거시환경 스케일은 지역과 업체 단

스케일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였다. 여기서는 그

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흐름도 반드시 고려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되어야하기 때문에하나의스케일로선정하였다.

1997-1999년에 한하여 단발적인 영향을 미친 원

여기서 거시적인 흐름으로서 거시환경 스케일

인을 단기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이후까지

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업체 반위에서 나타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을 장기로 구분하겠다.

8) 여기서 변화의 원인들은 주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밝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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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수와 수출 비중의 변화

업체의 비율이 더 높았다 9)

위의 변화를고려하여 지역 전체의 평균적인 내

수와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3> 과 같다.

(1 ) 내수와 수출 비중 변화
먼저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내수와 수출

외환위기 이전 1990년대 중반에는 내수의 비중이

의 판매비중이 변화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990년

약 64% 였고 수출의 비중이 약 36%로 수출이 내수

대 중반에 비해 수출 비중이 늘어났다고 웅답한 업

보다 30%정도 낮았다이 하지만 현재는 내수의 비

체가 58.1%이며， 비중이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업

중이 44.6%이고 수출의 비중이 55.4%로 수출이

체가

내수보다 약 10%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19.4%, 수출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웅답한 업

체가 22.5%로 수출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웅답한
〈표-3) 내수

· 수출의

판매비율 변화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내수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판매량 자체가 줄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내수와 수출의 비

어들었고， 수출의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

중이 크게 바뀌어 1990년대 중반에는 65:35 에서

문이다.

현재는 45:55로 수출의 비중이 오히려 내수보다 커

지게되었다.

@ 내수감소의 원인

먼저 내수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 이는
주로 지역의 스케일을 뛰어넘는 국가차원의 거시

(2) 내수와 수출 비중 변화의 원인과 과정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에서는 1990년대

적 환경 변화에 기인하는데，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중반 이후 내수판매의 비중은 줄고 수출판매의 비

원인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당시 전

중은 늘어났다.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그 비중

산업에 걸쳐 내수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는데，

이 크게 변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판매비중

액세서리산업 역시 예외가아니었다. 당시 환율이

의 변화에 대해서는 수출판매가 늘어난 원인과 내

폭등하면서 1 인당 GNI가 7 ，355$까지 떨어지며 실

수판매가 줄어든 원인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률이 높아져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

왜냐하면 이러한 판매비중의 변화가 단지 수출만

다. <표-4>와 〈표-5> 에서 보듯 1 인당 명목 GNI가

크게 늘어나거나 혹은 내수만 크게 줄어들어서 발

1998년도에 크게 하락하였으며， 가계최종 소비지

생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1990년대 중반이후

출도 1998년도 1/4분기에 전년도에 비해 14%정도

9) 총 표본 80개사중 317R 업체가 웅답하였으며， 웅답하지 않은 업체들 대부분은 외환위기 이후 창업한 업체이다.
10) 이러한 수치는 현재까지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들의 응답을 통해 나온 수치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간 내수비중이 많
이 줄어들고 수출이 늘어나는 변화를 겪으면서 내수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업체들이 도산하여 내수의 비중에 반영되지 봇했
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시의 내수 비중은 위 표에서 나타난 것 보다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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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다. 이러한 가계소득과 지출의 변화는 내

러한 상황에서 액세서리제품은 필수재가 아닌 사

수시장 위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

치재로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표-4) 연도벌

1인당 GNI

변화

자료:통계청 홈페이지

〈표-5) 언도벌 가계최종 소비지출의 변화

자료:통계청홈페이지

(이준구， 2어2) 액세서리제품의 내수시장은 표에서

가 약 630만 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519만 명이

나타난 가계 최종 소비지출의 변화보다 더 크게 위

되어， 숫자로 하면 약 110만명， 비율로 하면 약

축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8% 가까이주고객층의 인구가감소하였다. 이러

한 지속적인 주 고객층 인구의 감소는 지속적인 내

앞의 〈표-5> 에서도 알 수 있듯， 2000년 이후에
는 전체 내수시장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오히려 이

수 시장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보다 그 규모가 더 커졌다. 하지만 심층 인터뷰

위에서 살펴본바와같이 내수판매의 감소원인

조사 결과나 현재의 수출과 내수비중에서 알 수 있

은주로거시환경의 스케일에 기인한다. 하지만 업

듯 액세서리의 내수판매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체차원에서의 원인도 존재하였는데， 장기적으로

내수판매를 감소시킨 단기적 원인이 해소되었음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에 다른 지방 도매

에도 액세서리산업의 내수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상들의 직접 주문 생산이 그것이다. 과거에는 남대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내수시장이 축소

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내에 입지한 업체가 아니

된 장기적인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면 하청생산업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

내수판매가 감소한 장기적인 원인으로 인구구

웠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청생산업체에

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패션산업에 영향을 미치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게 되

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구

면서 지방의 도매상들이 직접 생산업체에 주문을

의 성별과 연령별 인구분포와 같은 인구 조합의 변

할 수 있게 되었다\1) 이는 남대문에 입지한 액세서

화 역시 그러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Dickerson ，

리업체들을 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남대문에

2004). 첫 번째 장기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서 찾을

입지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내수판매가 감소되는

수 있다. 1996년 이후 액세서리의 주 고객층이라

원인이 되는 것이다. 업체 차원에서의 원인까지 포

할 수 있는 15-29세에 이르는 여성의 인구가 큰 폭

함하여 이제까지 잘펴본 내수판매 감소의 원인을

으로 감소하였는데 1996년에는 15-29세의 인구

정리하면 〈표-6>과같다.

11) 예를 들어 남대문 닷컴 같은 사이트는 디자인을 주변 생산해주는 공개된 액세서 리 생산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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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내수판매 감소의 원인

거시적환경

·외환위기에따른

• 주요고객층인 15~29세

소득감소， 내수위축

여성인구감소

·지방도매상들의

개별업체

직접주문생산

@수출증가의 원인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국

다음으로 수출이 증가한 원인을 보면， 공간적으

가브랜드가치의 향상은상대적으로높은가격에

로 거시적 환경의 스케일에서， 시간적으로는 단기

도 불구하고 남대문지역의 액세서리제품이 세계

적 스케일에서 외환위기에따른환율의 급퉁이 수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

출증가의원인이었다.

다 13) 이어서 공간적으로 지역의 스케일에서 살펴

당시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은 원화가치를

보면， 장기적으로 외국인 바이어들에게 쌓아온 지

하락시켜 외국 바이어들에게는 실제적인 제품가

역적 신뢰를 들 수 있다. 중국 둥 여타 다른 경쟁

격하락으로 작용하였다.1997년 초에 비해 1998년

지역에 비하여 제품 품질， 마무리 작업， 계약에 대

초의 환율은 약

71% 상승하였는데， 이는 외국바이

한 성실성 등에 있어 남대문지역에 대한 신뢰가

어들에게는 실질적인 제품가격이 그만큼 하락한

더 높다고 한다. 예전부터 남대문 지역에서 외국

것과 같았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한 만큼 가격경

바이어들과 거래해오던 오퍼상은 다음과 같은 이

쟁력이 높아지면서 외국 바이어들이 남대문 지역

야기를하였다.

에서 더 많은 액세서리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으
며， 이는 곧 수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시간적으로

‘꾀국의 바이어들이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계약

장기적 스케일에서는국가이미지와브랜드가치의

사항을 사전에 어떤 언급도 없이 바꾸거냐 제품의

향상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외환위기

마무리를 허-숱하게 하는 둥의 이유로 거래에 어려

로 한때 국가 신뢰도와 이미지가 부정적이기도 하

움을겪은적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일로 몇 번고

였지만 2000년 이후 정보통신， 전자 산업을 중심

쟁을 하고 나면 중국과는 거래하기가 꺼려진다고

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

하더군요. 반면에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를 구축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갔다. 여기

거래해오면서 계약조건이나 납기， 마무리 등을 웬

에 2어2년 월드컵의 긍정적인 역할 또한12) 국가의

만해서는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더

12) 조선일보 2005년 5월 24 일 기사와 심충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13)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이나 동남아 둥지에서는 중국산과 한국산을 구별하여 전시하며， 한국산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
하고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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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죠. 그것이 중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경쟁

중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자체적

력이고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암에도

으로 디자인을 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면서 디자

불구하고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압니다

인개발노력이크게증가하였다고한다. 이는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디자인 개발노력이 크
위의 말과같이 외국바이어는과거부터 거래를

게 증가 · 강화 되었다고 웅답한 업체가 51% , 조금

통해 형성된 남대문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처럼 과

증가 · 강화 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23.5%로 높게

거에서부터 쌓아옹 신뢰는 외국 바이어들의 거래

나타났다. 품질관리 노력 또한 이전에 비해서 강화

를 지속시키고 확대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

되었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디자인개발노력만

하였다. 지역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또 다른 원인은

큼은 아니지만 품질관리 노력이 크게 증가 · 강화

지속적인 제품 디자인 · 품질의 향상이다. 이는 인

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22.9% , 조금 증가 · 강화

터뷰와 설문조사에서 모두 확인된 사실이다. 먼저

되었다고 웅답한 업체가 성 .7% 였다. 이와 같이 업

인터뷰를 살펴보면， 2어0년대 초반에 디자인에 대

체차원에서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개

한 의식과노력이 변화하였는데， 이전까지는모방

발과 품질관리 노력의 강화는 액세서리제품의 수

상품들의 비중이 높았으며 자체 디자인 개발의 비

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7) 수출판매 증가의 원인

·과거부터 지속적인
거래에서 형성된신뢰

• 디자인 역량 · 품질관리 강화

@ 내수와 수출비중의 변화과정

며，그와함께 환율의 하락으로기존의 외국바이어

수출과 내수의 판매비중 변화 원인들을 살펴보

들이 남대문지역에서의 제품구매를늘리거나신규

면 우선 단기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

바이어들이 남대문을 찾게 되었다. 이는 단기적으

친 것이 외환위기에 따른내수감소와환율상승이

로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내수와 수출 비

다. 외환위기에 따른 위의 두 가지 변화는 남대문

중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 내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변회판 단순히 수출과 판매의 비중만 바꾼 것이 아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웅을 강제하였다. 개별

니라 외국 바이어들과의 상호작용 빈도와 정도， 즉

업체들은 외환위기로 인해 거시적 차원에서 나타난

판매자와 구매자관계의 내용도 변화시켰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내수시장의 축소에 적응

위와 같은 관계의 변화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호

하기 위해 수출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

작용을 통해 수출과 내수비중의 변화를 강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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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피드백 μ)의 성격을 가지고 장기적인 지역의 변화

용의 강화는 디자인 개발， 품질 관리의 강화와 신뢰

를추동하는또다른 원인을 만들어내었다.

를 확보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디자인 개발과 품질

구체적으로는 내수와 수출의 판매비중 변화에 따

관리의 강화，신뢰의 확보는다시 기존의 거래를유

른외국바이어들과의 더 빈번하고높은정도의 상

지시키고 새로운 거래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호작용은 업체들로 하여금 외국인 바이어들의 요구

된것이다.

조건과 구매패턴을 반영하도록 만들었다. 외국 바이

남대문 액세서 리산업 집적지는 이러한 긍정적인

어들은 다양한 국가출신들로각 국가별로다양한문

효과를 내는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단

화에 따른 다양한 선호가존재하였으며， 요구조건과

기적인 수출증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되었다.

구매패턴은 국내 바이어들의 요구조건과 패턴보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감소했던 내수시장은 지속적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따라서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인 수요층 인구의 감소와 대체상품의 시장 확대로

집적지에 입지한 업체들은각국가의 다양한조건들

인해 그 비중이 다시 크게 높아지지 못하였다. 따라

과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했다. 외국 바이어들의 다

서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판매비중은 장기

양하고 까다로운 조건들과 다품종 소량구매 행태는

적으로 수출 비중이 커지고 내수비중이 줄어든 모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업체들로 하여금 디

습을유지하게되었다.

자인 개발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만들었다\'5) 그

리고 이러한 수출과 내수비중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디자인 개발과 품질관리 강화는 외국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신뢰를 획득하고 높아진 수

출 비중을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최대 경쟁자
인 중국에 비해 더 나은 디자인과 마무리라는 장점
은 외국인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거래관계

〈그림 -3) 수출증가의 원인과 과정

와 그 관계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남대문 액세서리
산업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

3)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 획득된

(1)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신뢰는 기존의 거래를 유지하고 새로운 거래를 발생

시키는또다른원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촉발

판매 비중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중반 이후

된 수출의 증가는 이후 외국인 바이어들과의 상호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에서는 생산 네트워크

작용 빈도와 정도를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상호작

가 변화하였다.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생

14) 정 피드백 (positive feedback)은 상호작용의 연결망상에서 행위의 주체들이 서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김창욱， 1997).

15) 전형적인 풀 시스렘인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는 앞의 디자인개발 네트워크에서 살펴보았듯， 디자인 개발에 있어 고객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수출 비중 증가에 따른 외국인 고객비중의 증가는 디자인 개발 측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
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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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네트워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였는데

업체 수는 71개사의 설문해당문항 웅답업체 중 28

원 · 부자재의 구입비중과 최종완제품의 생산 비중

개사에 달하였다. 그 중 중국에서 원 · 부자재 구입

에서의 변화가그것이다. 먼저 원 ·부자재의 구입

비중이 30%이상인 업체가 π.3%에 달하였다 16)

비중에 있어서 변화를 살펴봐. 설문조사 결과에

〈표용〉을보면전체적인원 · 부자재구입처별구입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는 중국에서 부자재를 구

비율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남대문 부자재상가와 서울

입하는 업체 수는 48개의 응답업체 중 1개사에 불

지역， 경기 인천지역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과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부자재를 구입하는

대신중국과기타해외에서의 구입비중이 늘어났다.

〈표-8) 시기별 완제품업체의 원/부자재 구입처벌 구입 비율

(자료: 설문조사， 단위:%)

두 번째로 최종판매제품의 생산비중 변화를 살

줄어들었고 중국산 완제품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펴보면， 설문조사 결과에서 1990년대 중반에 중국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서 살펴본

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2개사에 불

원 · 부자재 구입처의 변화와 비슷한 것으로 전체

과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판

적인 생산 네트워크상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매하는 업체의 수는 이 문항에 응답한 67개사 중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17TI사(31.3%) 에 이른다. 그리고 중국산 완제품을
〈표-9)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판매하기 시작한 시기

수입하는업체중중국산제품만을 판매하는업체
가 4개사이다.

이들 업체가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 판매하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 〈표-9) 에서와 같이 2000년 이
전에는 4개 업체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6개 업

체를 시작으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167TI 업체

가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표-10) 에서 1990년대 중반에서 현재까지
완제품 생산자에 따른 판매제품의 구성비를 보면

국내자가공장과 국내하청공장의 비율을 조금씩

자료: 설문조사

〈표-10) 생산자에 따른 구성비 - 생산 네트원크의 변화

16) 이중 1üO% 중국에서 구입한다는 업체는 4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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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네트워크

변화의 원인과 과정

었는데， 70.5%가 가경경쟁력을 중요한 요소로 고
려하고 있었다 17) 이와 같이 가격경쟁력을 중요시

하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하

@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원인
생산 네트워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이

락은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에서 상당히 큰

지나면서 변화하였다. 중국산 원 · 부자재 구입과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수가 2어0년 이후 크게

방안으로 중국으로의 진출과 중국산 제품과 부품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중국에서의 부

의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설문조사에서도확인이 되는데，아래 〈표-

품 구입과 중국산 완제품의 수입 이 1990년대 중반

에 비해 현재 각각 15%정도 늘어난 것이다.

11) 을 보면， 중국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거시적 환경

동기로 84%의 업체가 가격경쟁력 확보를 들었다.

의 공간적 스케일에서 장기적인 것으로는 첫 번째

수출의 비중이 50%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가격

로， 환율의 지속적 인 하락을 들 수 있다.1999년 이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율이라는 점을

후 환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 이후 2000년에

감안한다면， 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상당히 환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 중국산 제품과 원 · 부자재 수입을 시작했다는

2001-2002년 환율이 조금 오른 후 2어2년 후반부

사실에서 생산 네트워크 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환

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율의 하락을 들 수 있는 것이다 18)

같은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중국이라는 경쟁자

두 번째로， 생산기반의 부실화를 들 수 있다. 국

와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가적 차원에서 중소제조엽의 부실화는 기술 인력

되었다. 이는 중 · 저가의 액세서 리를 판매하는 남

의 양적부족과 질적 저하， 그리고 젊은이들의 서비

대분지역에는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 없

스업과 사무직 선호경향에 따른 인력문제와 생산

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체 운영에 있어 가격경쟁

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로191 인하여

력과 디자인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

발생하고 있다(성윤모 2002). 그리고 이러한 거시

〈표-11) 중국산 완제품 수입/판매 동기(복수응답 허용，

n=25)

자료: 설문조사

17) 복수응답을 3개까지 허용한 조사결과이다.
18) 물론내수판매에 있어서도가격경쟁력이 중요하지만현재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에서 수출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수출
에서의 가격경쟁력을주로고려한 것이다.
19) 200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2207R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새로 또는 추가로 생산공장 둥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가 하는 질문에 68%의 업체가 해외이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9.5%가 앞으로 4-5년 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겪을 가
능성이 높다고 웅답하였다(성윤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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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의 현상이 〈표-11) 에서 나타나듯 남대문

최초로 시작한 것이다. 이는 Schumpeter.가 주장한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에서도 만족스러운 하청공장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부재나 국내 생산물량의 부족 동 생산기반이 부실

다(유통운， 2000). 하지만 중국 진출 초기를 지나

화로 나타나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 · 판매

고난후다수의 기업이 중국산원 · 부자재나완제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품을 수입하거나 생산시설을 이전한 것은 이전에

다음으로 개별업체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기

그러한 방식을 찾고 실행했던 선도적 기업들의 사

업가 정신이 그 원인이 되었으며 지역 차원의 공

례를 배운 학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위의 〈표-IV-

간적 스케일에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진출기엽의

20) 에서와 같이 중국과 생산연계를 가지고 있는

성공사례에 대한 지역 내 학습이 그 원인이 되었

업체 중 16%의 업체가 주변의 중국제품 수입 성공

다. 중국진출 초기 에 중국 제품을 수입하거나 중국

사례가 중국진출의 동기가 되었다고 웅답하였다.

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업체는 주로 국내 액세서

여기에서 나타나듯 주변의 성공사례 또한 변화의

리산업이 당면한 가격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여

동기가 되었으며， 직접적인 동기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기 위한 새로운 방

간접적으로 지 역 내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하는 데

식으로써 업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중국에 진출

미친 영향은 표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많았던 것으

하였다. 모험적이고 도적적인 정신으로 중국으로

로 보인다.때 이제까지 살펴본 생산 네트워크의 변

진출하거나 중국산 원 · 부자재， 완제품을 수입을

화의 원인을표로간단히 정리하면다음과같다.

〈표-12) 생산 네트워크 변화의 원인

·환율의 지속적인하락
생산기반의부실화

·중국진출성공사례의
학습

@ 생산 네트원크의 변화과정

서 부품을 구매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한

위에서 살펴본 생산 네트워크 변화의 원인들은

업체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 이런 업체들은 개별업

각각 독립적으로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에 영향을

체의 차원에서 모험적인 기엽가 정신을 바탕으로

주기보다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표-9)

과정을 만들어나갔다. 최초로 1990년대에 중국에

를 보면 알 수 있듯， 2000년부터 중국에서 원 · 부

20)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때， 대부분의 업체들은 중국제품 수입의 성공사례가 다른 업체들에게 주는 영향이매우 크다고 웅
답하였다

-85-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업체 간 네트워크와 그 변화

자재를 구매하거나 완제품을 구입하기 시작한 업

있었다.

체들이 크게 늘었다. 이때부터는 환율이 하락한 것

첫 번째는 가격적 인 부분에서는 일부 손실을 입

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출 비중이 높아

을 수밖에 없지만 기존의 경 영방식을 그대로 유지

진 상황에서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남대문 액세

할 수 있으며，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며 상

서리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환경변화였다.

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둥장한 상황에서 가격경쟁

가격적인 부분에서 더 경쟁력이 있고 약화되는 생

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산기반 약화의 영향을 덜 받지만 생산자와 디자

와 함께 액세서리 생산기반이 부실화하면서 만족

인 · 판매자와의 지리적인 근접성이 떨어지므로

할 만한 하청업체를 찾기 어려운 점 또한 하나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덜 유연할 수밖에 없으

원인이 되었다.

며 상대적으로 중 · 저가의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남대문지역내에 있는다수의 액세서리완제품

지역 내에서 이 두가지 전략은각각의 성공사례를

업체들은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

가지고 있었으며 두 가지 전략 모두 지역 내 업체

해 노력하였다. 다양한 견해와 시각을 가지고 문제

들 간 교류를 통해 알려져 있었고， 업체의 입장에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 나가면서， 이 지역에는 크

서 보면 각각의 전략은 장단점 이 있었다.

게 두 가지 방안이 대응 전략으로 제시었는데， 첫

물론모든 업체들이 위의 두가지 전략중하나

번째로 디자인역량 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만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두 가지 전략의 장점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있고， 두 번째로

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혼합전략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에 입지한 공장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아래 〈표-13) 을 보

하청을 맡겨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중국으로 진출

면 잘 나타나는데，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

하여 공장을 설립，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전략이

다수의 업체들이 디자인은 한국에서 하고 생산만

〈표-13) 중국산 수입 완제품의 생산형태 (복수응답 허용，

제품디자인은한국에서 하고
중국내 직접소유공장에서 직접생산
제품디자인은 한국에서 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국내 공장에 위탁생산
제품디자인은 한국에서 하고

중국인이 운영하는중국내 공장에 위탁생산
제품디자인도 중국에서 하고
중국내 직접소유공장에서 직접생산
제품디자인도중국에서 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국내 공장에 위탁생산
제품디자인도 중국에서 하고

10.7

3

46.4

13

25.0

7

0

0

25.0

7

3.6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내 공장에 위탁생산
중국내엔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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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자가공장이나 하청공장에서 하였다. 즉， 중

는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중요시

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더라도 중국에서 디자인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에서 제품을 수

되고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

입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디자인 경쟁력을 중요시

인은 주로 한국의 액세서리업체에서 하고 생산만

하는 비중이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업체에 비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이는 기능별로 입지

는 낮지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데， 이는 다음 <

를 분리시킴으로써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용을 통

표-16) 에서 설명 이 가능하다.

해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남대문지역

앞에서 언급하였듯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

의 디자인역량을 활용함으로써 디자인경쟁력 또

는 기업들 또한 디자인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응답

한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

이 많았다. 이는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기업들도 중

용한 전략으로 사용된 것이다.

국 완제품을 수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그리고 중국내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보다 한

〈표-16) 를 보면， 디자인을 중시하거나 디자인과

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훨씬

가격을 동일하게 중요시하는 기업들은 중국에서

많았는데，이는중국에 진출한한국업체들이 이전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더라도 디자인은 남대

부터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에 입지한 업체

문 지 역 내 업체가 담당하고 생산만 중국에서 하는

이거나 네트워크를 가진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중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알 수

국에 진출하고 나서도 이러한 기존의 네트워크를

있다. 반대로 디자인까지 중국에서 하는 기업들은

이용한 남대문 지역 업체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

가격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

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는 국내에서만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들

앞에서와같이 기업들은각각다양한전략을선

보다는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

택하여 생산 네트워크를 변화시켜나갔다. 이러한

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지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업체

만， 디자인 경쟁력을 중시핸 업체들도 디자인은

들의 선택인데， 그 선택은 주로 업체의 주관적인

남대문에 입지한 업체에서 개발하고 생산만 중국

견해에 의해 많이 좌우되었다 21) 업체의 견해와 기

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전략을

업 전략과의 관계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병행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 아래 〈표-14) 와 〈표-15) 를 보면 중국에 진출

한 업체들은 국내에서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5.

결 론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웅답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이는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핸 업체

본 연구에서는 남대문 액세서 리산업 집적지의

들의 전반적인 경향이 국내에서만 제품을 생산하

현재 액세서리 완제품업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업

21) 인터뷰 시 남대문 지역과 국내에서 디자인과 생산을 해결하는 업체에서는 품질과 디자인만이 남대문 액세서리산업의 살길이라

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 디자인과 품질만으로 경쟁하기는 힘들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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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국내에서만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의
품질 · 디자인 경쟁력과 가격경쟁력에 대한 태도

(n=51)

자료:설문조사

〈표-15)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품질 · 디자인 경쟁력과 가격경쟁력에 대한 태도

(n=25)

자료:설문조사

〈표-16)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디자인 여부에 따른

품질 · 디자인 경쟁력과 가격경쟁력에 대한 태도

자료.설문조사

〔셨繼빼}

、?썼繼. .

앙響빼톨

〈그림 -4)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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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 간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비율로 수출의 비중이 더 커졌다. 이러한 내수와

1990년대 중반 이후 내수와 수출비중， 생산네트워

수출 비중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소득감소와 내수 위축 장기적으로는 주요고객층

요약하면다음과같다.

의 인구감소， 지방 도매상들의 직접 주문생산 둥에

첫째，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성격과 업

따른 내수판매 감소와，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

체 간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먼저 디자인 개발 네

후 환율의 상승， 장기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트워크는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디자인 업체와

거래에서 형성된 신뢰， 국가 브랜드가치 향상， 디

생산업체가 디자인 개발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자인개발 ·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수출판매 증가

한다. 그리고 이들 주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직 .

가 주요한 변화 원인이었다. 다음으로 생산 네트워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류되는 암묵적 지

크에서는 1990년대 중반 미미하였던 중국으로부

식과1V， 신문， 인터넷， 전시회， 패션쇼， 잡지， 서적

터의 원 · 부자재구매와 완제품의 수입비중이 현

과같은공개된 정보매체를통한 형식적 지식이 각

재는 약 15%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생산 네트워크

각의 중요성을 가지고 디자인 개발에 활용된다. 다

변화의 원인은 단기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 개별

음으로 생산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정형화된 원부

업체의 기업가 정선을 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재는 주로 남대문 지역에 있는 액세서리 부자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 생산기반의 부실화， 중국진

상가와 수도권지 역에서 조달하며 , 일부는 중국에

출성공사례의학습등을들수있다

서 조달한다. 그리고 비정형화된 금속부품은 캐스

셋째，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팅， 주물， 도금과정을 거쳐 조달한다. 이를 생산하

집적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3장에서 제

청공장이나 자가공장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남

시된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집적지의 전체 네트워

대문 액세서리업체에 조달한다. 또한 중국에서도

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일부 완제품이 수입된다. 다음으로 판매 네트워크

었다. 먼저 수출과 내수의 판매비중 변화는 구매자

를 살펴보면， 먼저 내수와 수출의 비율이 2006년

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디자인 개발과 품

현재 약성 :55로 수출의 비중이 더 크다. 그리고 완

질향상의 측면에서 완제품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제품업체의 판매활동을 보조하능 서비스업체로

미쳤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상된 품질과 디자인은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오퍼상이 있는데， 이들은 각

다시 외국 바이어들의 구매를 증가 · 유지시키는

각 인터넷을 통한 제품판매와 고객관리를 돕거나，

원인이 되어 정 피드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역이나 통관 같은 외국 바이어틀의 구매활동에

정 피드백은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 · 유지시키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는동력이 되었으며， 이와함께 내수감소가장기적

둘째，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으로 지속되면서 수출과 내수의 비중변화가 강

집적지의 변화원인을 살펴보았다. 크게 내수와 수

화 · 유지되었다. 두 번째로，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출의 판매비중과 생산 네트워크 두 가지가 변화하

는 거시적 환경의 변화에 대웅하는 과정에서 완제

였다. 먼저 내수와 수출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품 업체들이 가진 각각의 태도에 의해 선택된 전략

약

의 영향을받았다. 당면한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

65:35 정도의 비율이었으나 현재는 약 45:5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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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 내 완제품 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수평적

는 업체들과는다른견해를바탕으로품질과디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류에 의해 크게 3가지 전

인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중국산 수입품과 경쟁하

략이 선택대상이 되었고， 업체의 성향에 따른 전략

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과 경쟁

선택 에 의해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하게 되었다.

해야 할 것이다.깅)

본 연구는 남대문 액세서 리산업 집적지와 유사

본 연구를 통해 남대문 액세서 리산업 집적지뿐

한 지역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혁신환경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기업 집적지에

이나 집적요인이 아닌 변화과정까지 연구하였다.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이를통해 연구지역에서 나타난큰변화들이 어떤

첫째， pull system의 성격을가진소기업 집적지

원인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

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생산과 연구개발 측

었으며，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면의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구매자 연계

먼저 남대문 액세서 리산업 집적지 차원에서는

또는 구매자 연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본 연구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남대문 액세서

첫째， 앞으로도 내수판매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리산업 집적지의 경우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상승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

이 적절한 마케팅전략의 역할을 함으로서 긍정적

수판매의 감소는 거시적 차원에서 단기적이 아닌

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지만， 현실에서 이런 긍정적

장기적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원인에 기인하기 때

인 환경조성만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재와

문이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업체들은 내수보다 수

같이 거시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

출에 비중을 두고 지속적으로 품질과 디자인을 향

역에서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상시켜 수출증가를 추통한 정 피드백을 유지하고

따라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강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객을 유치하면서 지 역을 발전시켜 나갈지가 고

둘째，생산네트워크에 있어서 앞으로도지속적

려되어야하는것이다.

으로 중국제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

둘째， 시설투자와 같은 직접적 투자뿐 아니라

는 점이다.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하게 된 원인들은

장기적으로 지 역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 피

환율의 하락과 생산기반의 부실화 중국진출 성공

드백을 형성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

사례의 학습과같은장기적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지역 내 형성된 정

원인들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

피드백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으로도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더 늘

판매를 증가 ·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

어날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남대문 액세서리산업

서 소기업 집적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집적지의 업체들 중 국내에서 제품생산과 판매를

효과를 확대재생산하는 정 피드백의 형성이 매우

모두 수행하는 업체들은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여기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첫 번째 함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마케팅을 통한 수준 높은 고객확보 없이는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지역은 전형적인 Pu ll System이기 때문에 고객의 변화가 없는 업체의 변화는 기대하기도
힘들고， 또 업체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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