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작업장 스탬프 10칸을 

모아오면 열린작업장에 

참여하는 업체의 가공품, 

공구, 부품들이 들어있는 

랜덤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1일 선착순 15개)

세운-청계-대림상가 및 

장사동, 예지동, 산림동, 입정동의 

1400여개 업체 정보가 담긴 

한정판 전화번호부!

열린작업장 부스에서 

무료 배포합니다.

(1일 선착순 200부)

02-2278-0811
(OO은대학연구소)

yuri@oouniv.org

편안하게 구경을 하거나, 
상인들과 가벼운 인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장인 및 메이커들과 함께
3D프린터, 전자키트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할인판매,재고판매,특별판매 등
열린작업장 오픈날에만 제공되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작업장의 주소를 

확인하여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한다

2

리플렛에서

방문하고 싶은

작업장을 선택한다

3 4

주소대로

작업장을 찾아가 

열린작업장 깃발을 확인한다

작업장 방문 전

알림팻말을 꼼꼼히 확인 후

반갑게 인사 :)

세운-청계-대림 상가부터 시작하여 주변 골목골목의 가게에는 

수 십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장인들과 상인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지만 다가가기엔 낯설었던 그 곳들이 오늘 활짝 열립니다! 

작업장 곳곳을 찾아가 장인들의 작업도 둘러보고, 이 곳만의 색깔이 담긴 

물건들도 골라보고 함께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열린작업장’을 놓치지 마세요!

영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히 맞이해주시고

기꺼이 열린작업장의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해주신

모든 상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열린작업장 기획팀-



18
정음전자 세운상가 5층 573호

#오디오수리전문 #수리장인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오디등오 등 각종전자제품 수리

19
차전자 세운상가 3층 특특2호

#전자기기제품수리 #수리장인 #유료수리상담해요 #반갑게인사해요

전자회로, 발전기, 각종 기계

20
착한조명 세운상가 2층 가특 1호

#재고판매 #예쁜조명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조명, 크리스탈 조명, LED조명 등

21
창운전기기 세운상가 5층 551호

#전자부품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전기, 전자

22
커넥티드북스토어 세운상가 3층 바열 328호

#심야책방 #음악>패션>영화관련서적 #일주일에한권 #책읽기 #방문좋아요

일반서적, 독립출판물, 수입서적

23
태상전자 세운상가 3층 다열 327/328호

#우수한품질 #제품엄선판매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학생용 부품, 전자회로, IC칩 도소매

24
홍인전자 세운상가 5층 559호

#전자과학제품 #교육용키트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브레드보드, 실험키트, 아두이노

25
에이브이컴 세운상가 3층 라열 324호

#아두이노 #IC #빵판 #전자부품전문점 #방문좋아요  

아두이노, 전자부품

26
JD파워 세운상가 2층 바열 218호

#카메라악세사리의모든것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카메라 악세사리

STICK 서울총판 세운상가 3층 라열 327호

3D프린팅 / 3D펜 체험 (3D펜을 이용하여 나만의 작품 만들기)
체험료 : 3D 프린팅 무료 / 3D펜 시간당 10,000원

3D 프린터 교육, 판매, 수리, 공방운영

11
수리실 세운상가 7층 764호

#5시30분에닫아요 #방문좋아요 #수리상담좋아요 #음향기기전문

음향기기 수리 전문

12
썬문전자 세운상가 3층 라열 329호

#전자기기 #의료기기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전자기기, 의료기기

13
에바다커피 세운상가 3층 가열 325호

#오늘만할인 #프로모션행사 #수제음료 #사진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커피, 전통차

14
오르리어 세운상가 3층 바열 320호

#아름다운주얼리 #맞춤주얼리 #문의좋아요 #방문좋아요

보석, 시계

15
원영전자 세운상가 3층 바열 331호

#CD픽업전국총판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픽업데크, 진터동모터

16
유일전자 세운상가 3층 바열 322호

#각종어댑터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전기, 전자

17
자연기술랩 세운상가 6층 657호

#이벤트로봇의대가 #로봇장인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전자회로 운영기계, 로봇제작

7
범진사 세운상가 2층 마열 214호

#가전제품 #전자제품 #사진좋아요 #토요일은쉬어요 

가전제품, 전자제품

8
세명자석 세운상가 3층 바열 321호

#자석종류많아요 #마켓에도참여해요 #소량판매도OK

각종 네오디움, 접착식 고무자석, 
홀더&고리 자석 

9
세운기술서적 세운상가 3층 바열 335호

#도시기술장행사는 #토요일만참여해요 #기술서적많아요 #사진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기술서적, 책, 서점

10
소망전자 세운상가 3층 바열 323호

#작업실 #구경좋아요 #사진좋아요 

작업실

세운상가
번호

1

점포명

광진전자 세운상가 4층 가열 429호

#가전제품수리 #수리합니다 #반갑게인사해요

가전기기 등 전자제품 수리

2
뉴시대전기 세운상가 2층 바열 219(7)호

#가전제품 #판매해요 #반갑게인사해요 

전자, 가전제품 

3
대영조명 세운상가 1층 가열 156호

#조명 #소분판매 #구경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인테리어 조명, 수입조명, 주택조명명

4
동광통신 세운상가 5층 552호

#음향기기수리 #각종전자기기수리 #수리합니다 #수리상담환영

유무선기기, 오디오 수리

5
디지탈프라자 세운상가 2층 마열 213호

#각종통신기기 #구경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전화기, 팩스, 인터폰, 통신기기

메이크플러스 세운상가 3층 가열 327호

3D프린터 무료체험 + 식품프린터 과자나 케이크에 모양 새겨보기
체험료 : 3D프린터 무료 / 3,000원 (식재료에 따라 1,000원 ~ 3,000원 사이)

3D프린터, 교육용키트 납품, 
식품프린터, 시제품출력, 출장워크숍

주소 취급품목

51

53

54

55

키트베이커리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서203

#3D프린팅 #디자인워크숍 #IT기술을 #재미있게배우는 #꿀잼키트개발 

키트스 개발, 워크숍, 오픈 스페이스

테크캡슐 세운메이커스큐브 대림-서305

#금요일엔 #로봇팔기술시현 #베이스먼트에서 #만나볼수있어요 #토요일엔 #소프트는웨어

3D 모델링, 3D 스프린팅, 로보틱스

85
제일귀금속 종로구 창경궁로13길 30

#옛날시계방 #각종시계보유 #사진좋아요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명품시계, 금은보석

에어랩스 세운메이커스큐브 청계-동303

#그리니파이x세운어반가든 #기획운영 #자체스마트팜연구 #AI #loT기술기반제품 

제품 개발/제작, 메이커 교육/세미나

에이플래닛 세운메이커스큐브 청계-서204

나만의 파이프조명 만들기 / 연어 Tin캔 블루투스 스피커 제작하기
체험료 : 파이프조명 60,000원 / 블루투스 스피커 25,000원

공공예술술, DIY 파이프 조명

50

49

46

47

어반플레이 세운메이커스큐브 대림-서307

#굿즈판매 #프로모션행사 #아는을지로 #지역연구및아카이브 #전시 #콘텐츠개발

로컬 콘텐츠 개발

어보브스튜디오 세운메이커스큐브 대림-동305

#기존에없던 #새로운디자인 #공간 #전시 #디자인연출 #브랜드디자인 #제품디자인

브랜드, UX/UI, 제품, 공간 디자인

아몬드 스튜디오 세운메이커스큐브 대림-동305

#스칸디나비아아 #미니멀제품디자인 #노르웨이핀란드한국 #국제적디자이너팀 

제품디자인, 공간(전시)디자인, 브랜딩 

스페이스바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서201

#뉴미디어아티스트 #발굴및지원 #다양한 #국제교류프로젝트 #메이커교육및교재개발

비영리 예술공간

아나츠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동202/동301

#메이드인세운 #3D프린터신제품출시 #작품전시및체험 #워크숍 #메이커스파티 

3D프린터, 3D프린팅

메이커스큐브
번호

39

점포명

5000도씨 세운메이커스큐브 대림-동207

#CNC #금속3D프린터 #연구개발 #방문좋아요 

금속3D 프린터기, CNC 조각기 

40

41

그리니파이x
세운어반가든 세운메이커스큐브 대림-서3F 그린셀

#식물판매 #식물케어서비스 #식물을경험하는 #가장쉬운방법

식물 판매, 식물 케어 서비스 

여성기술랩 세운메이커스큐브 대림-서207

패브릭에 회로를! / 함께모여! 자석악기!
체험료 :  각 20,000원

미디어 전시 및 공연 작품제작

45
수리수리협동조합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동201

#추억을고쳐드립니다 #오래된 #사연있는 #전자제품수리 #수리장인

전자제품 수리

44
수리수리청음실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서303

#음악감상실 #빈티지오디오 #LP판감상가능 #소장음반가져오면 #감상가능 

음악감상실

주소 취급품목

72
아리아 중구 을지로 153-7

#일부품목할인 #프로모션행사 #수제햄버거 #포만감최고 #JMT #JMTGR

수제햄버거, 커피 및 음료 판매

입정동(3구역)
번호

66

점포명

가야금속 중구 을지로 149

#생활금속제품판매 #센스있음 #자체제작

비철금속주조,금속옷걸이,대형클립 등

67
경지전기 중구 을지로17길 16-4

#도매판매환영 #사진좋아요 

특고압 개폐기,지중선 자재,크램프 등

68
동신상사 중구 을지로17길 14

#사진좋아요 #인사좋아요 #토요일은쉬어요 

동부스바, 나동선, 전기자재

69
삼원전기 중구 을지로 17길 12-1

#구경좋아요 #토요일오후는닫아요

스위치커버, 콘센트커버 등

70
세진시보리 중구 을지로 17길 7-21

#유튜브’입정동손노림시보리장인’검색 #작업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건위험해요

금속시보리 

71
신진칠 중구 을지로17길 7-17

#인사좋아요 #사진좋아요 #작업구경좋아요 #쉽게볼수없는것 #놓치지마세요

금속 칠

주소 취급품목

83
오스타사 종로구 창경궁로11길 32

#가전제품수리 #외제밥솥전문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선풍기, 세탁기, 믹서, 모타수리

예지동(4구역)

번호

77

점포명

대원사 종로구 창경궁로13길 26

#빈티지보석 #명품시계 #수리 #판매 #반갑게인사해요

금.은.보석.벽시계도매/명품시계판매, 
매입, 수리

78
대원카메라 종로구 창경궁로13길 26

#카메라전문 #카메라수리 #빈티지카메라 #많아요

디지털카메라, 필름카메라, 쌍안경, 
각종부속품, 카메라수리

79
민성전자 종로구 종로28가길 14

#작업중 #들어오는건 #어려워요 #밖에서 #사진좋아요

TR, IC콘덴사, 저항/VR, 방송용기기, 

80
삼성사 종로구 창경궁로11길 14

#명품시계수리 #시계수리상담 #방문좋아요 #상담환영해요

국내외 명품시계수리, 시계수리 상담

81
성신사 종로구 창경궁로13길 15-1

#오래된시계 #문자판재생 #재생장인 #사진좋아요 #작업구경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수입시계판매, 문자판/특수문자판 재생

82
세기사 종로구 창경궁로13길 24

#빈티지필름카메라 #상태좋음 #카메라수리 #방문좋아요

디지털카메라, 각종필림카메라, 
각종악세사리, 각종카메라, A/S

주소 취급품목

63
종로식품 종로구 돈화문로 2길 20

#시원한음료한잔 #아이스크림도있음 #1평슈퍼 #방문좋아요 #인사좋아요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64
중원판금 종로구 돈화문로2길 25-7

#제작구경좋아요 #기계위험해요 #밖에서구경해요 #질문어려워요

1차금속제조

65
커피소 종로구 종로 154-1

#일부음료할인 #프로모션행사 #음료맛집 #사장님친절 #노상카페즐기기

아메리카노,카페라떼,쉘터커피

장사동(2구역)
번호

57

점포명

서울레코드 종로구 종로 154

#레트로음반 #음반득템가능 #포토존있어요 #사진좋아요 #테이프 #CD #들어보는것가능 

LP판, 테이프, CD 음반 판매

58
새한정밀 종로구 종로22길 26

#제작구경좋아요 #기계가위험하니 #밖에서구경해요

선반가공, 밀링가공, 기계제작

59
세현상사 종로구 청계천로 153

#생활공구 #많아요 #공구욕심 #반가운인사좋아요

공구, 기계, 실리콘, 접착제, 후락스

60
세일콘트롤 종로구 돈화문로2길 27

#밖에서구경환영 #사진좋아요 #대량주문 #문의좋아요

각종소형특수전구,네온램프,각종홀다

61
원전사 종로구 종로26길 28 장원빌딩 103호

#방문좋아요 #질문은힘들어요 #주문문의좋아요

전력, 음향, 실드, 조작 케이블

62
이에스상사 종로구 돈화문로2길 29

#각종스위치 #스위치많아요 #소량판매가능해요 #방문좋아요 #사진좋아요

스위치, 램프, 릴레이, 휴즈

주소 취급품목

36

아트센터이다 대림상가 3층 가열 367호

#기획전시 #제품생산 #콜라보레이션프로젝트 #방문좋아요 #사진좋아요 

기획전시, 디자인상품, 아트상품

37

이멜다분식 대림상가 라열 351-2호/ 351-3호

#푸짐한양 #분식맛집 #양식맛집 #사진좋아요

돈까스, 파스타, 카레, 떡볶이, 튀김

38

챔프커피 대림상가 3층 라열 381호

#새로오픈했어요 #티라미슈한정판매 #방문좋아요 #사진좋아요 

챔프커피, 채프쿠키, 티라미슈케이크

호랑이 대림상가 3층 라열 351-5호

#호랑이 #을지로핫플 #줄서서먹는라떼 #방문좋아요

호랑이라떼, 후르츠산도

대림상가
번호

30

점포명

구움양과 대림상가 3층 라열 351호

#오늘만한정판매 #프로모션행사 #양과자가게 #까눌레맛집 #사진좋아요 #방문좋아요

까눌레, 마들렌, 베이커리 

31
브라운컬렉션 대림상가 3층 라열 358호

#오늘만베이크한정판매 #프로모션행사 #시그니처메뉴강력추천 #사진좋아요 #방문좋아요 

비엔나커피, 솔트커피, 말차슈페너

32
식목 대림상가 3층 라열 359호

#오늘만재고판매 #프로모션행사 #악세사리 #방문좋아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리빙소품

33
숨끼 대림상가 3층 라열 351호

#소품샵 #예쁜소품많아요 #방문좋아요 #사진좋아요

소품샵

34
서점다다 대림상가 3층 가열 356호

#주제별책전시 #작은책방 #사진좋아요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서점

35

주소 취급품목

청계상가
번호

28

점포명

청계상가 3층 가열 306호

#액자주문제작가능 #사진좋아요 #방문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액자, 그림, 수입 그림, 주문 제작 

29
청계상가 2층 가열 212/213호

#오락기 #지폐교환기 #제작및판매 #수리및제작 #방문좋아요

게임기, 지폐교환기, 전자제어 프로그램

세운액자

제이텍

주소 취급품목

97
진성주물 중구 청계천로 166-8

#구경좋아요 #질문어려워요 #흔히볼수없는것 #놓치지마세요 #질문은어려워요

동, 청동, 황동, 아연, 양은

98
칠쩜팔구 중구 창경궁로5길 18

#소품샵 #빈티지소품 #방문좋아요 #사진좋아요

빈티지옷, 악세서리, 빈티지소품

99
태광정밀 중구 창경궁로5길 34-23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기계, 장비제조

100
풍성정밀 중구 청계천로 166-10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기계, 장비제조

101
프래그스튜디오 중구 창경궁로5나길 20-1

플라스틱 재활용 키링 만들기
체험료 : 5,000원

폐플라스틱 체험프로그램 진행

102
한진정밀 중구 창경궁로5길 12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cnc선반,자동선반,밀링,인테리어, 
과학기기, 로구로, 철구조물

103
합동정밀 중구 청계천로 166-14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금형프레스,선반가동,각종케이스, 
제작전문

93
R3028 중구 창경궁로5나길 3 

#철공소골목을 #예술로접근 #실험시행연구 #방문좋아요 #질문좋아요

미술교육 진행 및 예술 창작 활동

94
엘림정밀 중구 을지로19길 24-7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기계, 장비제조

95
윤아테크 중구 을지로19길 24-6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기계, 장비제조

96
이화정밀 중구 을지로19길 28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펌프전문,선반가공,학생작품, 특수용접

산림동(5구역)
번호

87

점포명

금강정밀 중구 을지로19길 28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기계, 장비제조

88
대명정밀기계 중구 산림동 190-2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선반,밀링,기어제작,기계부품가공 등

89
대봉정밀 중구 을지로19길 24-7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로구로가공,밴치래스,자동선반, 
다보,알미늄가공,인테리어부품가공

90
대흥정밀 중구 을지로19길 20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CNC머시닝 4*8가공, 밀링가공, 
조각가공, 선반가공, 절곡금형 등

91
무지개안료 중구 창경궁로 53

#가게가예뻐요 #각종색안료들있어요 #질문좋아요 #사진좋아요

에실빤진, 폭리짝주, 시콘이박

92
문경시보리 중구 청계천로 166-14

#구경좋아요 #기계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험해요

특수조명, 일반조명, 프레스가공

주소 취급품목

84
우주전자 종로구 종로28길 23

#각종코드판매 #사진좋아요 #질문은어려워요

크립, 아답터, 통신용 콘넥타, 각종 AV
코드

메이커교육실천 세운메이커스큐브 대림-동205

워킹토이 (움직이는 페이퍼토이 만들기)
체험료 : 3,000원

메이커 교육 연구 및 포럼 운영

보리 세운메이커스큐브 대림-동304

레이싱드론 키트제작 및 레이싱드론 이해하기
체험료 : 20만원

드론, VR 제작 

6
48

S/W건전지, 전기재료, 장비AS

76

75 진영표찰제작소 중구 을지로155-1

#각종표찰많아요 #주문제작가능 #방문좋아요

각종 천막제작 및 시공

진흥주물 중구 을지로17길 15

#주물구경가능해요 #쉽게볼수없는기회 #사진가능하지만 #인물은안나오게부탁해요

주물제작

73

74
진성정밀 중구 을지로17길 7-11 102호

#기계가위험하니 #밖에서 #작업구경좋아요 #질문은어려워요

부품 제조

원일기어 중구 을지로15길 30-14

#기계가위험하니 #밖에서 #작업구경좋아요 #질문은어려워요 

부품 및 기어제조

86
태전사 종로구 종로28길 25

#각종케이블 #질문좋아요 #사진좋아요 #반갑게인사해요

케이블, 아답타
씨에이씨 세운메이커스큐브 대림-동306

#카드보드 #기술기반 #교육제품개발 #드론 #오토마타자동차 #적정기술 #메이커교육

제품개발,  메이커교육
56

프래그랩 세운메이커스큐브 대림-서306

#굿즈판매 #프로모션행사 #재활용프라스틱 #장비개발 #전자얼굴키트 #워크숍

제품디자인, 키트개발, 워크숍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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