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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OOGLE 
EARTH 

(BY TAXU LEE)

청계천 일대  
제조과정  
추적기



1. 여기는 청계천 시장이다.

�3

명동상업지구

청계천 시장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출처: 

다음지도



2. 청계천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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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산업지도

메이커스 
파라다이스

사이버 
청계천

소스:



업체 이름 위치 주요 품목
제작품의 공정 

내 위치

A DW전자 세운상가 의료기기 반제품

A GS LED 청계상가 LED 조명 완제품

A SS 전자 대림상가 동전계수기 부품 반제품

A HI 전자 세운상가 과학수업 교구 완제품

A SH초음파산업 세운상가 초음파세정기 완제품

A JTCH 대림상가 오락기, 계수기 완제품

* 조사 대상 선별 기준 (1차) 

1) 기존 업체, 메이커스 

2) 금속가공, 전자전기  

3) 유통, 제작 

4) 완제품, 반제품/부품  

5) 시제품, 기성품 

6) 청계천 생산 부품

3. 조사대상의 선별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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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세운 
기술중개소

- 기존 업체: 청계천에서 설립되어 운영된 제조업체  

- 메이커스: 스스로 제작하자는 메이커 무브먼트를 주도하고 참여하는 개인 혹은 조직  

-금속가공: 금속가공과 관련한 제조업체들로 한 두 공정에 특화되어 있어, 주물, 시보리, 정밀(선

반, 밀링), 용접, 빠우(시보리) 등으로 구분된다. 재료별로도 구분할 수 있다. 

-전자전기: 설계, 제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지만, 제품의 분야별로 상세하다. 대표적인 상품

으로는 오락기, 조이스틱 등의 게임 부품, 노래방기기, 동전 계수기, 조명 콘트롤러 등이 있다.  

- 완제품: 모든 제작 공정이 끝난 제품을 가리킨다.  

- 반제품: 제작 공정이 끝났으나, 부품으로도 판매 및 사용 가능한 상태의 제품을 가리킨다. 

즉, 완제품을 위한 부속품이지만 판매 가능한 상태의 것이다.  

- 시제품: 프로토타입이 완전한 아이디얼한 기초 상태라면, 시제품은 개발제품과 양산검증을 

거치거나 거치기 위한 제품을 가리킨다.  

- 기성품: 이미 만들어진 물품으로, 일정한 규격과 방법으로 판매 가능한 상태의 제품이다. 

- 청계천 생산 부품: 청계천 내부에서 제작된 부품을 가리킨다. 



지폐교환기 구성의 사례 

1. 금속 

1. 케이스  

2. 선반  

3. 동전 및 지폐 방출구  

2. 전자 

1. 전원 관련 

1. SMPS(전원공급장치) 

2. 누전차단기 

2. 지폐 및 동전 식별/방출기 

1. 지폐식별기 

2. 지폐방출기 

3. 동전방출기 

3. PCB (인쇄회로기판) 

1. MAIN PCB 

2. 정산 소프트웨어  

3. 동전방출 소프트웨어 

4. 전면표시램프 

4. 무색한 산업분류: 전자와 금속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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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 재구성의 연속 
   : 주문에 의해 공정이 재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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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에 의한 재구성

자재 정밀 시보리 용접 판금

공정을 재구성하는 건, 대개 ‘주문’과 ‘주문 받은 자’에 의한 기획이다. 

* [참조] “각 공정 가운데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단계에 자신의 업체를 특화시키고,  

             다른 업체들과 긴밀한 분업 체계를 구성한다(박배균, 1997).”



 업체 가운데 일부는 생산공장을  

 경기도(화성, 오산, 남양주, 파주, 의정부, 포

천, 하남,  등)로 옮겼고,  

 청계천 시장에서는 주문과 판매만 가능한  

 영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생산-자본의 결합 주도형으로 판매점이 중
심이 되어 청계천 외부에 생산공장을 보유하
는 방식으로, 청계천 내에서는 판매/전시 공
간을 마련하거나 지역 내의 제조공장들과 연
계해 생산과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형태가 있
다(김용창, 1997).”

6. 상업공간으로서의 청계천 시장 
   :“죄송하지만, 우리는 공장이 바깥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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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OOGLE 
MAP

https://drive.google.com/open?id=1ju8JU52ikJHP9aW2C-877Yeg-rFZCOPN&usp=sharing


7. 부품이 다변화되는 시기 
: “2년 전, 중국산 부품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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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홍인전자

- 청계천 시장의 부품 구성 
(1) 청계천 주문제작 
(2) (청계천 외부) 국산 
(3) (단가가 싼) 중국산  
(4) (질 좋은) 미국산, 유럽산

http://saerona.co.kr/


8. 청계천 시장에서 주문은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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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허브,  
져스트프로젝트

(2018)

주문은 방문 혹은 유선으로 이뤄진다. 

주문서에는 완성품을 그린 손그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재의  

종류와 크기만 적혀 있다.  
* 제품을 주문할 때 사진을 넣거나, 제품의  
실제 쓸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9. 상업과 공업의 거리와 주문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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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운산도

http://www.sewoonmap.net


�12

청계천 시장의 도로 인접로에는  

주로 유통/상업 관련 업종들이 많고,  

주문을 받아 내부의 공장들에 하청을 맡긴다.

주문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수직으로 표현하면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

(1) (2)



업체 이름 위치 주요 품목 제작품의 공정 
내 위치

주요 부품 생산처

A DW전자 세운상가 의료기기 반제품 청, 국

A GS LED 청계상가 LED 조명 완제품 청, 국, 수

A SS 전자 대림상가 동전계수기 부품 반제품

A HI 전자 세운상가 과학수업 교구 완제품

A SH초음파산업 세운상가 초음파세정기 완제품

A JTCH 대림상가 오락기, 계수기 완제품

B SW LED LED 콘트롤러 완제품 

B SDS 대림상가 게임기 부품 반제품

B EA 세운상가 전자회로 설계 반제품

B DS전자 세운상가 스피커 완제품

B A 세운상가 3D프린터 완제품

B SR조형 산림동 조명 완제품

C MS전자 산림동 아파트용 스피커 완제품

C DJ정밀 입정동 선반, 밀링 절삭 반제품

C DH정밀 입정동 선반, 밀링 절삭 반제품

C HD시보리 산림동 금속 시보리 반제품

C H인테리어 산림동 금속 용접 반제품

C HR시보리 산림동 대형제품 시보리 반제품

D  JH판금 산림동 금속 용접 반제품

D SJSD빠우 산림동 연마 반제품

D DS스텐 산림동 비철금속 자재 판매 자재 수입

(진행 중)

* 조사 대상 선별 기준 (2차) 

1) 기존업체, 메이커스 

2) 시제품, 기성품 

3) 완제품, 반제품/부품  

4) 금속가공, 전자전기 

5) 청계천생산부품, 국산부품, 수입부품 

6) 유통,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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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세운 
기술중개소10. 청계천에서 무엇이 어떻게 생산되나? 

- 기존 업체: 청계천에서 설립되어 운영된 제조업체  

-기성품: 이미 만들어진 물품으로, 일정한 규격과 방법으로 판매 가능한 상태의 제품이다. 

- 완제품: 모든 제작 공정이 끝난 제품을 가리킨다.  

- 반제품: 제작 공정이 끝났으나, 부품으로도 판매 및 사용 가능한 상태의 제품을 가리킨

다. 즉, 완제품을 위한 부속품이지만 판매 가능한 상태의 것이다.  

- 청계천 생산 부품: 청계천 내부에서 제작된 부품을 가리킨다.  

- 국산부품: 한국 내부, 청계천 외부에서 제작된 부품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인 예로 경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는 PCB가 있다.  

- 수입부품: 한국 외부에서 제작된 부품으로 청계천 시장에서는 중국산은 단가를 떨어트

리기 위한 목적이며, 미국산과 서유럽산은 좋은 성능의 부품이라는 소문이 있다. 특

히, 모터류에 있어서 미국산과 서유럽산이 좋고, 시설 면에 있어서 일본산이 좋다는 

대체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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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품 X: 깔때기

* 조사 대상 선별 기준 (2차) 

1) 기존업체 

2) 기성품 

3) 반제품 

4) 금속가공 

5) 청계천생산부품 

6) 제작

출처: 

동양식품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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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우] 승진시대 

[시보리] 한라금속

[용접] 진화판금

[절단, 구멍내기] 태연정밀 +

[자재] 동신스텐



출처: 

산림조형

출처: 

산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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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리] 한라금속

산림조형

태연정밀

서울시립대 세운캠퍼스

산림살림

동진스텐

승진시대빠우

진화판금

도시상공업연구자 네트워크

한라금속을  

중심으로  

매개된 업체/조직



12. 제작의 구성                     (시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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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보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n-1MdqXtwR3UyjcNCDL0kVJA-VSWHu8Orv5w62DTqE/edit#gid=760902668


13. 밝은 미래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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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름

(1) 단가 관리의 가능

ㄱ. 단가와 성능에 따른  

    다양한 부품의 유통이 가능함. 

ㄴ. PCB 등 자삽 등  

     반제품 형태의 부품 구입이  

     용이함. 



13. 밝은 미래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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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름

(2) 골목 공사로 인한 매개의 감소

“골목이 공사를 하니, 사람들이 골목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골목사람들이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이면,  

   세운상가나 다른 공장으로 연결해주곤 했는데, 그런 경우가 요새 거의 없다.”



13. 밝은 미래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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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름

(3) 불안정한 계획
“5년은 버티겠지,  
  3년이라던데?  
  우라질,  

   돈만 까먹고 모르겠네. 

   나 은퇴하기 전까지만  

   공사 안하면 좋겠네.”



13. 밝은 미래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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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되찾을 수 없는 거래처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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