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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성적 연구
- 국내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

*김민정*,

류성민**

본 연구는 유통구조 변화와 소비자 행태의 변화에 따라 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통시장의 활
성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사례들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전통 시장 두 곳을 방문하여 그곳의 상인
들과 상인회 회장, 그리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고객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체 전통시장의 매출이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고객이 즐겨 찾는 매
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고찰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최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
고 그에 따른 전통시장의 현주소와 과제, 그리고 각 시장별 차별화된 미래의 생존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전통시
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전통시장 고유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타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전
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전통시장, 시장활성화, 질적 연구, 시설현대화, 문화관광형 시장

I. 서론

전통시장이 중산서민층의 경제안정을 위한 삶의
터전이며, 지역경제의 뿌리(박주영, 2009)라고 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도 불구하고 전통시
장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것은

서민과 지방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시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2년에 전통시장의 활성

의 위기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위기

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진

론의 배경에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유

이후로 학계를 비롯한 여러 연구 기관에서도 다양한

통업체의 등장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및 소비습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및 지자

의 고급화, IT기술 발전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등 무

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침체는 계속되

점포업태의 성장

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2002년부터 2014

이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박주영,

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의 지원을 위해 3조원이라

2009). 그 결과,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홈쇼핑 등 신 소매 업태는 급속한 성장을 한 반면, 대

매출액은 2001년 약 40조원에서 2013년 20조원으로

부분의 전통시장은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대한 미흡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임채운, 2014). 이는, 전통

한 대응으로 쇠퇴기를 겪고 있다(김현중 외 2010).

시장이 왜 쇠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yheaven713@gmail.com)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교신저자 (smryu@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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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처방만 함으

황과 사람들에게 가깝게 접근함으로써 일상에서 일

로써 전통시장의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도

어나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

움을 주었지만,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키워주기에는

다. 질적 연구자가 ‘참여자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급변하는

는 것’이야 말로 연구 참여자의 환경에서 사람들과

현대사회에서 전통시장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한 정확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적 직접 접촉을 통

국내의 전통시장에 관한 학술연구는 전통시장에

한 심층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자와 물리적, 심

대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강화됨에 따라

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200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전통시

나누고자 하였다.

장에 대한 연구는 전통시장 실태 조사 연구, 전통시

대표적인 질적 연구 방법에는 현상학적 분석

장의 침체요인에 따른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phenomenological

논문,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 태도와 재방문

(ethnographic analysis), 이야기식 분석(narrative

의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다(임채운,

analysis), 일정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method),

2014).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그리고 분석적 귀납법

analysis),

민족지학적

분석

하지만 지금까지는 설문조사 위주의 양적, 거시적

(analytic induction) 등이 있는데(Merriam, 1998), 그

측면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고, 직접적 이용자인

중에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했다.

상인이나 소비자의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는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이유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상학적 연구가 “인간의 생활세계 내의 경험의 본

이에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소비자들

질발견, 즉, 인간적인 이해증진을 위해 현상을 정확

에 관한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통시

하게 서술하고자”(신경림, 2004:166)하는 것이기 때

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지

문이다. 동시에 인간의 삶을 시간성, 공간성, 그리고

금까지의 국내사례 연구의 흐름을 고찰하고 분석한

소속해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박성

다. 이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의 지원과 정책의

희, 1996)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한계점을 보완하고 경쟁력 있는 대안을 연구하여 전

먼저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접은 개인당 1-2차

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

례 진행되었으며 시장 상인회와 미리 접촉하여 사전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향후에 제시될 여러 연구들

에 인터뷰 가능한 인원을 모집하는 집락 표본방식을

과 정책들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우선순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각 전통시장의 상인회

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회장, 10년 이상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한 상인 2
명, 그리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 2명이다. 전통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시장을 방문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단순 무작위표본
방식을 사용하여 모집하였다. 면접대상자의 자세한

인간 행태는 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관찰할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면접은 2016년 5월 20일

때 인간 행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그 행태가

부터 5월 30일까지 약 열흘 간 진행되었으며 1인당

발생하는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신경림,

면접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신경림

2004). 신경림(2004)에 의하면, 질적 연구는 연구 상

(2004)은 질적 연구에서 이론적 틀은 연구자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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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억압하고 참여자의 시각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질문은
구조화 하지 않고 참여자가 자유롭게 경험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의 방법으로 Kvale
(1996)의 도입질문과 엄밀한 조사 질문을 적용하여

▪ Y전통시장
구분

나이 성별

적인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
나 관심이 가는 부분은 후속 질문을 통해 구체화하
였다.
마지막으로, 자료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상

직업

전통시장 관련성

상인회
회장

56

남

Y전통시장
번영회장

현재 Y전통시장의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음

상인 1

65

남

Y전통시장
한약재상점
운영

15년째 Y전통시장에서
한약재상점 운영 중

상인 2

59

여

Y전통시장
신발상점 운영

30년째(2대째)
Y전통시장에서
신발상점 운영 중

소비자
1

28

여

직장인

TV 예능프로그램들 보고
처음으로 방문함

소비자
2

54

남

자영업

Y전통시장 근처에 살며 주
1회 정도 방문함

좀 더 풍부한 답변을 끌어내는 것에 집중하였다. 즉,
도입에서는 주로 개방형 질문을 하여 자유롭고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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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연구방법론의 자료분석방법으로 사용되는 주
제별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주제별분석법의 과정인
전사자료의 부호화를 위해 수기로 기록해온 참여자

Ⅱ. 이론적 배경

별 면담내용을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그대로 전
사자료로 전환한 후, 개별면접 내용을 통합하였다.
전사자료를 부호화하기 위해 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의미있거나 중요하다고 사
료되는 부분에는 밑줄 등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시행
하였다. 이러한 부호화 과정을 통하여 발견된 공통
된 내용이나 유사한 의견들을 통합하고 분류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물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유하
여 상호 주관적인 합의를 통해 분석 작업을 마쳤다.

1. 전통시장 현황 및 침체원인
1.1 전통시장 현황
소매 업태별 매출액의 변동을 비교․측정할 수 있는
판매지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판매액의 증가율
은 무점포, 대형마트, 슈퍼마켓 순으로 높다. 편의점
의 경우 매장 수의 증가로 판매지수도 급격히 증가
했다. 무점포는 인터넷의 발달과 TV홈쇼핑의 보편

<표 1> 면접대상의 인적사항

▪ B전통시장
구분

나이 성별

화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형마트는 지난 5년간 판매지수 증가

직업

전통시장 관련성

상인회
회장

58

남

B전통시장
번영회장

현재 B전통시장의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음

상인 1

56

남

B전통시장
야채상점 운영

10년째 B전통시장에서
야채상점 운영 중

상인 2

62

여

B전통시장
분식상점 운영

8년째 B전통시장에서
분식상점 운영 중

소비자 1

26

여

대학생

B전통시장 근처에 살며,
월 1회 정도 방문함

소비자 2

35

여

주부

B전통시장 근처에 살며,
주 1회 정도 방문함

율이 9.4%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해가 거듭될수
록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몇 년간 더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매업태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만이 4.1% 감소율을 나타내
고 있다. 전통시장은 2010년 1천238개에서 2013년 1
천372개로 7.1%로 증가했고, 시장 내 점포수도 18만
6천192개에서 20만3천36개로 약 8.2% 늘었다. 하지
만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1조4천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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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기업청 (2015)

(단위: 조 원)

<그림 1> 국내 유통시장 규모추이

2011년 21조원, 2012년 20조원1천억원, 2013년 19

2000억 원(2.3배)이 됐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한

조9천억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

곳당 평균 매출액 격차도 2009년 4.4배에서 2013년

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에는 5배로 커졌다. 이는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급성장해 가고 있는 대형마트의 위
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형마트의 성장과 전통시장
의 몰락은 젊은 층의 소비 참여, 편리한 쇼핑 공간 선
호, 맞벌이 부부의 주말쇼핑 보편화 등 소비행태의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효해 대형마
트가 매달 일요일을 포함하는 공휴일 중 2회 의무적
으로 휴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상

출처: 시장경영진흥원(2014)

권의 상생을 모색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시
행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그림 2>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 변화 추이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09년 33조2000억
원에서 2013년 4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씩 성
장했다. 이에 따라 2009년 22조원이었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 격차는 2013년이 되어서는 25조

달리 전통시장의 매출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것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응이다. 더불어 대형
마트에서 줄어든 매출만큼 전통시장의 매출이 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앞으로는 대형마트의 규제보다
골목상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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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통시장 침체원인
1.2.1 유통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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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장 내부적 요인
①시설의 낙후화
우리나라 전통시장 시설이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1990년 대 후반 이후 신 유통채널(대형마트․SSM,

있으며 일부시장의 경우 화재, 붕괴 등 대형사고 위

편의점, 온라인․홈쇼핑)의 급속 확산으로 전통시장

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변명식, 2001). 시장경

의 영역이 잠식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영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시

을 찾지 않는 이유로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설수준은 아케이드(64%), 고객 주차장(68%), 고객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고, 이어 주차장 시설 없음

지원센터(25%), 고객쉼터(13%)이다(‘13.12월). 주

(43.9%), 교환 및 환불의 어려움(37.1%) 순으로 지적

차장 등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며, 전문가 및 지

되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포인트, 반

역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 특색이 부족한

품, 제품신뢰성, 배달, 주차, 편의서비스 등 신 유통

시설이 대다수이다. 시장의 주 고객인 3,40대 주부가

채널과 경쟁할 수 있는 새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하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환경․위생 및

지만, 집단 의사결정이 어렵고, 현금영수증․ 신용카

주차장․편의시설인 것을 볼 때, 전통시장의 경쟁력

드 결제 거부 등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해 쇠

강화를 위해 시설의 현대화는 필수적이다.

락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나 SSM의 인근
진출 확대로 전통시장 상인들은 생계조차 위협받고

②상인의식 결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

전통시장의 상인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여 점포경

체는 법률에 의거해 대형마트․SSM의 입점와 영업시

영이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의 현대화

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는 노

를 추진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의지도 매우 부족한

력을 하고 있으나 1km의 보호구역으로는 지역 상권

상황이다. 또한 상인들의 원래 습성대로 장사를 하

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 보니 점포 경영에 필요한 판매기법, 상품진열 등
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며 점포 간 협력을 통한 공동

<그림 3>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

구매 등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 결여도
문제이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중 ‘상인들의 불친절’이 16.3%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만큼 상인들의 고객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③상인의 고령화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상인 평균연령은 55.2세로 '12년(55.0세) 대비 0.2
세 높아 상인노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50~59세
비중이 39.5%로 가장 높고, 50세 이상 비율이 72.8%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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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상인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비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

적 거부감이 있어, 대소비자 서비스 교육 등에 소극

화하기 위해 정부는 매출비중을 고려해 상생품목을

적인 경향을 띈다.

선정하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전국적
으로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2> 전통시장 상인의 평균연령
(단위: %)

2.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학술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2004년 ‘재래시
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로 전통시장

출처: 시장 경영 진흥원(2014)

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부
터이다. 지난 10여 년간 전통시장에 대한 학술 논문

1.2.3 정부 지원 미흡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통시장의 침체요인과 문제
점 파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전통시장 지원 및 활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 상권으로 들어오면서 전
통시장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도입’을 비롯하여 대형마트
의 영업을 규제하여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들을 내
놓고 있지만 그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
소 부족한 상황이다. 경쟁 업체에 대한 규제 중 하나
인 ‘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가 전통시장의 매출 개
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품목을
정해 대형마트에서 팔지 않고 전통시장에서만 판매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상생품목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한다’는 질문에 시장 상인들은 72%가

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소비자의 전통시장 이
용행태와 소비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등으
로 분류된다.
전통시장의 침체요인과 문제점, 그리고 경영성과
에 대한 실태 파악에 대한 선행연구 (이민우, 2005;
변명식, 2001; 윤형호․ 이의영, 2009; 박주영, 2009;
노승혁․ 윤성욱․ 서근하, 2006) 에 따르면, 전통시장
의 침체 요인으로 시장 노후화와 편의 시설 부재 등
의 시장내부의 구조적 문제점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
른 대응능력 부족, 외부로부터의 변화 수용 어려움
등을 꼽았다. 박주영(2009)은 활성화된 재래시장이
비활성화된 재래시장과 상품전략 면에서 어떤 차이
를 보이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
히, 활성화된 재래시장은 시장의 업종구성면에서 비
활성화된 시장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재래시장 유형별로 결합회귀모델(Mixed Regression
Model)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활성화시장과 비활성

출처: 소상공인․ 중소기업살리기포럼(2014)

<그림 4> 대형마트 영업규제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의식

화 시장 간에 유동고객 수에 미치는 예측변수가 차
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변명식(2001)은 전통시장
의 현황과 그에 따른 과제를 분석하고, 특히 한 지방
에 있는 전통시장 세 군데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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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특성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윤형호․

비자 만족과 서비스 품질이 전통시장 방문에 긍정적

이의영(2009)은 서울시의 소규모 전통시장을 대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봉두․노정

으로 매출액 증가 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에서 시장

구(2007)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요인을 상품의 구색,

의 형태가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진 공동형 시장일수

구색의 전문화, 합리적인 가격, 질 좋은 상품, 입지편

록, 상인연령이 젊을수록, 인근에 오래된 주택이 많

의성, 정(情) 등으로 파악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분석

고 거주민의 소득이 낮을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

하였다. 임용택․전석모(2010)는 그 동안의 전통시장

진 반면, 상인회 조직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에 관한 연구가 단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

는 것을 밝혔다.

한 방안들을 나열식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전통시장의 지원 및 활성화방안을 제시한 논문들

보다 근본적인 시장 유형을 특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서근하, 2007; 이민우, 2005; 허정옥, 2004; 이철규,

진행하였다. 이러한 특성화에 맞는 전략적 방안을

2007; 이덕훈․이영석, 2013; 이준호․김영․김경훈,

단순히 시설개선, 주차장 완비, 상품개선, 교육 등의

2013)은 기존의 전통시장 관련 정책들을 평가하고

하드웨어적 관점에서가 아닌 소비자의 시선과 관심

그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전략방안을 제안하였다.

을 끌어드려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민우(2005)는 전통시장 마케팅 중심의 지원방안

의 전통시장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을 소비자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서근하(2007)는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국내의 전통

전통시장의 변화과정, 활성화유형, 활성화요인 등에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정책수립 및 개선방안,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대표적인 활성화사

전통시장의 유형 분석 및 지역별 활성화 방안 제시,

례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전통시장 사례를

전통시장의 자생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포

분석하여 활성화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괄적이고 단순 설문 중심의 조사 방법이 주를 이루

우리나라 지방전통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

안을 유형별로 정리해 도출하였다. 이덕훈․이영석

서 연구 상황과 가깝게 접촉함으로써 외적으로 관찰

(2013)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이 질적, 양

가능한 행태와 내적 상태를 모두 이해하고 기술하고

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있는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

점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해외정책 사례를 통해 그동

시장의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안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과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전통시장 2곳의 상인들

시사점을 연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과 상인회 회장, 그리고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에

였다. 그밖에 이준호․김영․김경훈(2013)은 정부 및

게 개인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

도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였

화사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향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 시행

있다.

시 세부사업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소비자의 전통시장 이용행태와 소비자만족에 미
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주제로 하는 논문(박봉두․노
정구, 2007; 성형석․한상린, 2009)은 전통시장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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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상지 현황분석 및 문제점

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1. 서울B재래시장
B재래시장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
역의 전통과 정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 재래시장이다. 주변의 12단지 규모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수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들과 주택가들이
밀접해있는 곳에 위치한 전형적인 골목형 시장이다.
B재래시장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있는 K재래
시장의 경우, 한때는 주변 상권을 통해 호황기를 겪
었지만 시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현재는 점포의
80%가 공실인 상태이다. 이 대형마트로부터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한 B재래시장은 그나마 대형
마트의 타격을 덜 받기는 했지만 최근 신도시 건설
에 따른 또 다른 대형마트의 입점이 예정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B재래시장은 미
래로 나가야 할 전통시장 발전 모형인 B시장클러스
터를 발표하여 산업+주거(지역세대) + 여가(강서둘

<그림 5> B전통시장 점포배치도

레길, 아라뱃길)을 잇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을
제시하며, 그 중심에 B전통시장이 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그 실효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
다.
B재래시장은 1970년대 후반 몇몇 사람들이 모여
골목에서 장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소규모 노점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총 점포수
는 123개, 종사자 수는 약 300명이다.
업종별 점포수를 살펴보면, 식료품(반찬) 24개, 음
식점 21개, 채소과일 19개, 의류 16개, 수산물 10개,
정육 9개, 생활편의 4개, 그리고 기타 20개 순이며,
시장 방문당시 단 3개의 점포를 제외하고 모두 영업
중으로 공실률은 낮았다. 시장의 배치는 크게 십자
가 형태로 쇼핑하기에 편리한 동선이며, 천장에 아

<그림 6> B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장 방문 당시, 평일 낮 시간임을 감안하고서라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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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 근처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죠. 주로 4,50
대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오시고요.

165

을 지정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또한 규모가 있는 시장인 만큼, 시장 내 질서를 유

최근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
와 신혼부부들도 종종 옵니다.

지하고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라인선 지키기
등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손님이 많이 줄었죠. 체감
이 됩니다...
인근 지역 주민 외에는 손님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요. 굳이 멀리까지 올 이유도 없고, 저희 시장을 모르
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
다.” (상인1)
상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변 고객들뿐만 아니
라, 장거리 고객 유치를 위한 노력과 시장의 전반적
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B전통시장만의 차별화 전
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저희 상인회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쿠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트의 포인트

<그림 7> 공동쿠폰 홍보 현수막

제도 같은

것인데, 물품을 구매하실 때 점포주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며, 10매 당 1000원씩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하며 만든
제도인만큼 지역주민이 많이 알고 동참하기를 바랍
니다.“ (상인회 회장)
“공동쿠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취지는 좋
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공동쿠폰을 받거나 사
용해본적은 없어요. 상인들 자율에 따르는 것이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1)
B전통시장이 시장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
놓은 ‘공동 쿠폰’제도는 상인의 임의적인 지급이라
는 원칙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호응도 얻지 못하고 있다. B전통시장은 이외에도 온
누리 상품권 지급, 블랙 프라이 데이 실시, 인근 마을
과 자매 결연 체결, 한 달에 한번 ‘전통시장 가는 날’

<그림 8> 온누리 상품권

“과일이나 채소는 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편이
에요. 확실히 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아
요. 무엇보다도 더 신선하고 맛있어요. 또 예전과는

166 

유통연구 21권 4호

다르게 원산지나 가격 표기가 아주 잘 되어 있어 만
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2)
B재래시장 상인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내수활성
화를 위한 ‘전통시장 가는 날’ 시책에 맞추어 2012년
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직
원들이 장보기를 위해 시장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협약을 체결한 지 몇 년이 지났고 강제성이
없어, 그로 인한 시장 활성화 효과는 여전히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라인선 지키기 캠페인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기대
와는 달리 매대가 선을 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0> B전통시장 주차 공간

실제 B재래시장의 주차문제는 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단 10대만 주차할 수 있어 방문객의 수
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구매 금액별
로 주차요금이 적용되어 자차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
에서는 마음 놓고 장을 보기 불편한 상황이다. 소비
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인
주차시설 및 위생시설의 미비의 보완이 시급하다.

2. 서울 Y전통시장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Y전통시장은 1940년대
에 생겨,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강 이남지
역의 최대 유통 중심지를 담당해왔으며, 6,70년대에
는 근처 거대 공업단지가 생겨 최전성기를 누렸다.
그 후 80년대가 되면서 주변에 대형 백화점 2개가 입
점되어 위기를 겪는가 했지만 그 속에서도 먹자골목
<그림 9> B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등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내세우며 생존해 나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최신식,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손님들을 우리 시장으로 더 오게 하려면 화장실

개장과 국내 최대 할인점의 입점으로 큰 타격을 받

이나 주차장 시설을 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았으며 이는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현재, 311

무거운 장바구니를 안 들고 다녀도 되게끔 마트처럼

개 점포와 388개의 노점이 존재하며, 약 600여명의

카트를 제공한다든지, 손님들이 장을 보면서 쉴 수

상인들이 공산품, 식자재, 농수산물, 건어물, 축산물,

있는 고객쉼터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지요. 시장 내

의류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에 편의시설이 많아져야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겠어

소매 고객의 발길이 뜸해, 주변 식당을 대상으로 한

요?” (상인 2).

대량 식자재 공급 매출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성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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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완전히 망했어.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생
기기 전엔 여기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 지
금까지 2천원 벌었다고. 요즘 같아서는 사글세 내기
도 힘들어.”(상인 1)
“내가 여기에서 30년 동안 배추를 팔았는데 요즘
처럼 손님이 없는 적은 처음이야. 정부에서 큰 기업
들한테 너무 허가를 많이 내줘서 시장이 다 죽었
어.”(상인 2)
<그림 12> 한산한 Y전통시장 내부

“시장 주변에 큰 대형마트가 4개나 존재하기 때문
에 소매 고객들은 대부분 시장보다는 마트를 많이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예능프로그램에 나온 순대

이용하시고요. 새벽에 주변 음식점에서 식재료를 도

국집을 가보려고 왔어요... 항상 주변에 대형 복합 몰

매로 구입하고 난 후에는 시장이 조용한 편입니다...

만 다녔는데... 사실 이곳에 시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시설도 깨끗하고 친절한

요.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어 편하게 왔습니다... 시장

마트를 더 선호하시겠죠. 시장 전통이 오래되다 보

의 정겨운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시장 입구를 지

니 상인들의 나이도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60대이

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발길이 가는 것 같아요. 실제

시고, 7,80대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물

로 음식 양도 많고 값도 저렴하고... 요즘 먹거리로

러 있고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트와 상생하

특성화된 전통시장들이 많아져서 친구들과 자주 가

기 위한 방안으로 마트가 쉬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는 편이에요. 먹방이라고 하죠. 다녀온 사진을 SNS

제외하고 셋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해놓았지만 상

에 공유하기도 하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

인들 임의로 변경해 버리고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

기도 하고요. 요즘은 SNS가 발달한 덕분에 외국인들

입니다.”(상인회 회장)

도 한국 문화 체험으로 전통시장을 어렵지 않게 찾
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 위기라고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자 1)
“저는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정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오래됐어도
그만큼 없는 게 없고요.. 특히나 저는 주로 여기 먹자

<그림 11> 정기휴일 현수막

골목에서 식사를 잘 하지요. 48년 된 순대국밥 집이
제 단골입니다. 그리고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Y전통시장은 주변 경쟁 상권에 소매고객을 거의

있는 골목길에 가면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아요. 가끔

빼앗긴데다, 상인들의 노령화로 시장 활성화 추진이

친구들하고 부담 없이 술 한 잔하기에 좋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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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Y전통시장 내부

<그림 14> Y전통시장 골목길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전통시장의 상점가는 단순

드 등과 시장홍보시설인 이벤트 광장, 테마거리 등,

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서민과 지역 경제의

그리고 시장편의시설인 고객휴게실, 주차장 등으로

뿌리이자 더불어 추억과 향수를 부르는 공간이 되어

구분하여 지원한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가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따뜻함, 정감, 활기, 문

1조 3천억을 들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

화,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을

고 그 결과 고객들은 아케이드, 가로등, 보행․진입로

찾는다. 그러므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 하에

정비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준화, 획일화, 규격화된 상점들이 주변 경관과의

다만, 천편일률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을 경계하

조화를 무시한 채, 고유의 지역성과 상관없이 우후

고,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에 다양한 서비스

죽순 들어서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소

개선 설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지역사회 전체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지원

<표 3>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과 시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새로
운 시대에 맞는 골목상권의 재생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Ⅳ.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출처: 중소기업청(2011), ‘2011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1. 시설 현대화
부산의 A시장은 최근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
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쇼핑환경을 제공하는데 주목적
이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준호 외 2013). 크게 기본시설인 화장실, 아케이

통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
나고 있다. 부산시는 A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시장의 아케이드를 개설하여 계절과 날씨에 영향
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아케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성적 연구 

<그림 15> 전통시장 개폐형 아케이드

드를 고급 재질의 개폐형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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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전통시장 카트

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환과 시장 내 온도 조절이 가능해져 제품의 신선도
를 유지하고 시장의 위생 상태 향상에 크게 도움을

<표 4> 전통시장 지원 사업 내용

주었다. 또한 대전의 D전통시장의 경우, 고객을 위
해 카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전의 무거운 장바
구니를 들고 장을 보는 불편함이 사라져 시장을 이
용하는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상인교육 및 경영개선
재래시장이 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요인은
상인의식 개혁이 최우선이다(변명식, 2001). 정부 지
원으로 전통시장의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
어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전통시
장의 구성원인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 시장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상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

출처: 소상공인진흥공단(2015)

지고 시설개선, 상품개발, 고객관리에 나서야지만
비로소 외부지원도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협력

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성공사례

지자체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권이 스스로 상

공유를 통해 동기부여와 상인의식을 고취시켜야 한

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합의된 결과를

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상인을 육성한다면,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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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해야 한다. 특히 대형마트 신규 출점시 지자체

내 뿐 아니라 해외관광객 유치하여 지역 상권을 크

와 전문기관은 상권 평가를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실

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초

시하여야 한다. 대형마트 차원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라한 시장에서 지역의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들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과다한 기념품 증정 및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부산의 A전통시장

광고 자제, 전통시장 고객과 상인에게 주차장 개방

은 시장의 110m구간을 야시장으로 탈바꿈시켜 나날

등 전통시장-대형마트 간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 방문객이 늘다 지역의 명물로 재탄생하였다. 야

전통시장의 상권보호와 동시에 상생발전 및 협력을

시장은 다양한 먹거리를 1,000~3,000원 정도의 저렴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분법적 규제에서 벗어

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콘서트, 인형극 등의 가족과

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

연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

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해 야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평일 평균
3,000명, 주말에는 이들의 약 두 배에 이르는 방문객

4.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
장 육성

이 A전통시장을 찾고 있다. 1일 평균 야시장 매대 수
입은 약 35만원 가량으로 야시장 구간의 기존점포매
출액은 약 10~20%, 인근 상가 수입도 5% 가량 증가

전통시장 주변의 관광지 및 지역 문화 자원, 그리

했다. A전통시장의 성공은 전통시장도 똑똑한 운영

고 특화된 먹거리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 특성화

과 협력이 있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

사업을 통한 고객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서귀포매일

실을 보여준 의미 깊은 사례로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

올레시장은 지역 토산품인 옥돔과 은갈치 공동 브랜

는 전통시장에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다.

드를 개발하고 주변 올레길을 홍보하여 고객 마케팅
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시장도 지역을 대표
하는 산나물과 약초 PB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을 아
리랑 문화행사와 접목시켜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
고 있다.
또한 지역 축제와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한 시장 홍
보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통시장도 있다. 대
표적으로 곡성기차마을시장은 주변의 섬진강 기차
마을을 테마로 한 여행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여행객

<그림 17> 전통시장 야시장

들에게 다양한 먹을거리, 살거리를 제공한다. 그리
고 최근 소비자들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진 만큼 지역의 특화된 먹거리를 토대로 테마거리
를 조성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안지랑시장의 곱창골
목과 안동구시장의 찜닭골목은 외부인들도 많이 찾
는 곳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통야시장 아이템을 문화 자원화한다면 국

<그림 18> 야시장 문화행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성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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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상태 불량(23.6%), 점원의 불친절(16.3%), 기타
(8.7%) 순으로 나타났다. 크게 시설 면에서 주차장

1. 결론

등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며 상인들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 지원에 대한 실행 의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공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가 약하고 대고객 서비스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

우리나라 서민들을 위한 구매 장소로서의 기능을 담

이다. 상인회에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시장은 전체

당하고 동시에 33만 상인들의 생업을 위한 수단 및

시장의 48%에 불과하며 교환 및 반품, 가격표시, 현

고용기회를 제공해온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

금영수증 발행 등이 서비스 이행 수준은 60% 미만이

히 담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이처럼 전통시장은 지

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면에서, 천편일률적 외형

역사회의 가장 밑바닥 경제를 받쳐주는 경제 기반으

개선 위주의 지원으로 시장의 자발적인 차별화 및

로서의 중요성과 만남의 장소, 정보교류의 장을 제

서비스 혁신을 통한 자생력 확보에는 한계를 가진

공하며 우리네 삶을 함께 해온 곳으로서의 문화적

다. 특히 전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심골목형

중요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통환경의 변

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등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성

화와 소비자의 생활수준 및 소비패턴의 고급화, 대

화된 지원 사업의 부재로 영세성이 심화되는 악순환

형할인점 등 경쟁 상권 등장으로 경쟁우위를 잃고

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내외부적 악조건 속에서도 시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침체는 전통시장

장 활성화의 성공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화

이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 및 기능을

사회 진입, 대형마트 규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

고려해 봤을 때 심각한 문제이다.

량·근거리 구매라는 소비 패턴의 변화 등 전통시장

하지만 그간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역과 시

이 재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요인들이 대두되고

장 특성을 연계한 맞춤 지원보다는 천편일률적인 공

있다. 지난해 중소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동기반시설 위주의 양적 지원에 치중되었다. 이런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고, 전통시장 인근에

양적지원은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의 쇠퇴를 막지

대형마트 등이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전통시장상

못해 2.3차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음에도, 별

업보존구역 지정’의 일몰기한도 5년 더 연장됐다. 전

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류태창,

통시장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불고 있는 것이다.

국내 두 전통시장의 사례를 통해 전통시장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시설현대화,
상인교육 및 경영개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협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제안하였다. 결국 핵

2. 연구의 시사점

심은 소비자들이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부 주도의 모방식 시장 활성화 정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않는 이유는 카드 결

책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소비

제의 어려움(55.2%),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자 관점의 서비스 개선과 함께 각 전통시장의 특징

및 환불의 어려움(37.1%),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불가

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특성화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능(28.2%), 품질 및 위생상태 불량(26.2%), 원산지

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별로 처한 상황과 필요한
지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을 다르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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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 기관의 일괄된 정책이나

거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집오차가 발생할 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하급기관으로 전달하고 있는

있고 집락들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실정이다. 이러한 하향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각

단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으로 활용

시장이 처한 상황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시장의 주

한 현상학적 방법에서는 면접 대상이 약 6명 정도면

인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의견을 전달하는 상향식

충분하다고 하여(Morse and Field, 1995:34) 대상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 곳 당 5명의 면접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하지만

의 전통시장 두 군데를 방문하여 상인들과 상인회

이는 연구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다소 적은 수의

회장, 그리고 시장 방문객들을 중심으로 개인면담을

대상자를 모집하였다는 한계를 가지며 추후 연구에

진행하였다. 제한된 인원에 국한되었지만 전통시장

서는 면접대상자의 수를 늘려, 타당성을 높이는 것

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단순 설문조사로는

이 필요할 것이다.

알 수 없는 깊은 수준의 면담이 가능했고 전통시장

연구에 참여한 면접대상자들이 수도권의 2군데

이 가진 경제적, 사회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

전통시장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의

었다.

도가 계층 간, 세대 간 다양한 견해를 알아보고자 함

결국 시장활성화를 위한 키워드는 협력과 이해이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통시장에 관한 일관된

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넘쳐나도 정부

견해를 일차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차후에 실시할 심

지자체와 상인회, 상인과 소비자, 전통시장과 대형

층적인 설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있음을 시

마트 간에 이분법적 사고를 고수하며 함께 상생할

사한다. 하지만 수도권 소재의 전통시장 2 곳만을 대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대안도 무용지

상으로 전통시장의 현 상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물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실질 구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전통시장에 적용시키고 일반

성원인 상인과 소비자를 통한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통시장의 문제점과 현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

한편으로 질적 연구과 관련하여, 이전 문헌들을 비

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전통시

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제의 반복을 피하고 연구

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정책 연구 시행 시, 우선

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편견을 배제하기

순위를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위해 문헌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

판단된다.

다(Morse and Field, 1995). 본 연구는 전자의 견해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루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어진 주요 문헌들을 개략적인 시각으로 고찰하고 이
를 통해 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 후 시행하였다. 이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소

를 통한 연구 결과는 천편일률적인 전략 제시의 가

비자에 대해 단순 무작위 표집을 활용하여 대표 집

능성을 높이는 만큼, 추후의 연구에서는 후자의 의

단을 쉽게 모집하고 분류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의

견을 채택하여 그동안 제시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표

나며, 이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략

본이라도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

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계를 가진다. 또한 시장 상인회 회장과 상인에 대해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개인면접 외에 표

서 실행한 집락 표집 방식은 모집단의 일부만을 열

적시장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를 일정한 자격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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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6~12명 정도 선발해 조사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Choice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마케팅조사 기법인 표적집단

Traditional Market: Compared to Other

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집단면접을 실

Competing Markets Based on Consumer

시한다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통해 자료

Behavior

가 수집돼 독창적이면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이 가능

Distribution Research, 15(5), 81-102.

한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Kvale, Steinar(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질적 연구의 기술은 대체적으로 너무 심층적이고 상
세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의미하는 일반화가 불
가능할 정도의 소수 사례를 통해서 얻어 낸다(신경
림, 2004). 이러한 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향후, 상인들과 전통시장
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양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효율
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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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 Analysis of Traditional Market Vitalization
- Focused on traditional market in Korea -

*Min

Jung Kim*, Sung Min Ryu**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focused on domestic traditional market. After full
starting of distribution market in 1996, its sustainable competitiveness was declined, because of the emergence
of a new retail format, change of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Therefore, a lot of traditional markets
experienced decline rapidly. Because Traditional markets have an important meaning as conventional markets,
where individual merchants do business, Korean government tried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through the enactment of law. We visited the two traditional markets around Seoul,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imed at Chairman of the merchants, merchants, and consumers. We examine the
previous studies about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 so far. This study suggested four strategies to
revitalize traditional market. The strategy focuses on providing attracting shopping environment and
inducement for consumers. The study also make an attempt to develop strategic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traditional markets.

<Figure 1> domestic distribution channel
* Ph.D.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 Professor of Marketing, 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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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ales of Traditional Markets and Markets

Research Method
In order to examine consumers’ experience in the domestic traditional markets,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Representative qualitative research contains phenomenological analysis, ethnographic analysis,
narrative analysis, constant comparative method, content analysis, and analytic induction(Merriam, 1998), the
study adopt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may 20th to may 30th in 2016. Each
interview took around 1 hour. A total of 10 participants were asked about why they visit the traditional market and
how they perceived the experience. After writing down the contents of interviews, qualitative data analysis were
conducted. The characteristics of 10 research respondents are presented in <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respondents

▪ B traditional market
subject

age

sex

occupation

relation with market

Chairman of the
merchants

58

M

Chairman of the
merchants of the B
traditional market

In charge of the Chairman of the
merchants of the B traditional market

Merchant 1

56

M

Vegetable store operation
in the B traditional market

Run the vegetable store for 10years in
the B traditional market

Merchant 2

62

F

Snack bar operation in the
B traditional market

Run the Snack bar for 8years in the B
traditional market

Consumer 1

26

F

University student

Live close to the B traditional market
& a monthly visit

Consumer 2

35

F

Housewife

Live close to the B traditional market
& a weekly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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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traditional market
subject

age

sex

occupation

relation with market

Chairman of the
merchants

56

M

Chairman of the
merchants of the Y
market

In charge of the Chairman of the
merchants of the B traditional market

Merchant 1

65

M

Medicinal herbs store
operation in the Y
traditional market

Run the medicinal herbs store for
15years in the Y traditional market

Merchant 2

59

F

Shoe store operation in
the Y traditional market

Run the shoe store for 30years in the Y
traditional market

Consumer 1

28

F

office worker

Watch TV program & first visit

Consumer 2

54

M

independent businessman

Live close to the Y traditional market
& a weekly visit

A Proposal for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
To attract the consumers, we suggest four strategies. Firstly, providing convenient shopping environments is
needed considering hardware sides as well as software sides. especially, in case of B traditional marke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king lot, rest area and toilet. Second, merchant educ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awareness of merchants. It is impossible to revitalize the traditional markets without voluntary endeavor
of merchants. Third, win-win development between traditional markets and other distributions. Finally,
traditional market have to use regional culture resources properly. In addition, tourism resources can be linked to
the market. In this regard, by fostering its ability to adapt to changes in external environments, developing an
image as a new type of traditional market for all aged consumers, and obtaining relevant government support, the
market has an opportunity to achieve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Keywords: Traditional market, Market revitalization, Qualitative research, Facility modernization, Culture
Tourism of Traditional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