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R703 | 2013. 12.

소비지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전 창 곤
김 동 훈

선임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 담당
전 창 곤
김 동 훈

선임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제3~4장 집필

머 리 말

1996년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화 이후 다국적 유통기업
의 국내 진출과 함께 국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급속한 증
가로 유통업태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소비지 전통시장은

한편 전통시장은 시장 수와 매출액의 지속적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매출액은 약 21조 원에 육박하여 유통산업 전체 매출액에서 약 1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약 7조 원으로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포 수 비중은
28.7%로 나타나고 있어 1차 상품이 전통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래 상품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 농산물 도소매 유통체계의 효율화, 물가 및
소비자 가계지출 안정, 영세 소매상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의 농산물 유통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 진단하여 유통체계 효율화
의 정책적 대응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소비지 도 소매단계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산지
와 소비지 간 유통경로 다원화, 농산물 소매업태의 다양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농산물의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안정 등의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한 전통시장 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지조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전국의
전통시장 운영주체 및 소비지 유통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에 감사를
드린다.

2013.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iii
요

약

이 연구는 소비지 도 소매단계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산지
와 소비지 간 유통경로 다원화, 농산물 소매업태의 다양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농산물의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안정 등의 기반을 구축
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2012년 기준

국내 전통시장 수는

1,511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도시지역 근린생활상권을 배경으로 하는 소형 상설시장의 유형
을 띠고 있다. 전통시장의 업체 수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후 시장 수 및 매출액 감소율은 연평균 각각

1.48%와 6.26%로

2004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전통시장과 가장 밀접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형마트(할인점)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점포 수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의 청과물 거래 비중을 추정한 결과 국내 청과물 총 유통량 중 전

13～15%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비중인 3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통시장의 거래 비중은 약

비중은

외식업체의 청과물 취급

농산물

소매유통단계에서 전통시장의 소매기능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을 살펴보면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40～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소매단계 유통

20～35%로 산지와 도매단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통

시장의 농산물 취급 비중과 전통시장이 농산물의 마지막 소매단계라는 사실
을 고려하면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유통마진 절감은 농산물의
농가수취율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지불가격 수준과 전체 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는 크게 재정사업, 조세감면

사업,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정책 등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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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사업이며, 조세감면사업은 각종 조세특
례를 통한 조세감면이며, 대규모 점포 규제는 대형마트나

SSM 등에 대한 의

무휴업일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사업이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는 정부가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
계획 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2년 9월에 대규모
점포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어 2013년 1월 개정법률(2013. 4. 24 시행)
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이 지정되게 되었다.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파악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조사 결과 대부
분 국내산 채소류와 과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물 구매처는 주로 인근 도매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점포의
판매액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유지

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통시장의 농산물 거래액 및 고객 감소 이유는
인근에 위치한 대형마트 및 낙후된 시장 환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시장 점포의 판매 형태는 대부분 소매 형태이며, 판매가격 결정은 구매
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고려하거나 상품의 선도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의 입장에서 고객 확보와 매출액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물류적인 측면과 상적인 측면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운영의 문제점은 인근에 위치한 대형마트로 인하여 점포운영의 수익성
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동구매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확대 및 시장 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결과 소비자가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강점과 경쟁력은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래시설, 상

품, 시스템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통
시장 농산물 거래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와 대형마트 선
호 소비자 모두 농산물 거래 시스템의 우선적 개선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
한 개선 방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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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경쟁력 요인과 경쟁력 저하 요인을 통해 전통시장의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연계체계 구축,

①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간 저비용 고효율

② 산지 생산자조직과 전통시장 상인조직 간 직거래 시스템

③ 산지 소비지 거점물류센터와 전통시장과의 연계 등 세 가지의 대안
을 제시하였으며, 농산물 거래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는 ① 전통시장의 새로
운 경영기반 구축 및 거래기법 도입과 경영능력 향상, ② 전통시장 거래의
투명성과 상품 신뢰성 제고, ③ 소비자 쇼핑환경 니즈 충족 등을 제시하였
구축,

다. 한편 전통시장 상인의 조직화를 위한 상인협동조합의 설립은 단일 전통
시장 내 동일부류 상인조합의 설립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광
역상권 내에 있는 전통시장으로서 농산물 취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4개의

2～

전통시장별 상인조합을 연합회 형식으로 설립하는 형태와 단일시장

내 유사복합부류 상인조합의 설립의 용이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가
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면서 대형마트와의 관계를 경쟁관계에서 보완관계로
인식하는 시각을 일부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마트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와 전통시장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상생구조로의 전
환과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
생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중재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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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Measures for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of Traditional Markets at
Consumption Si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of traditional markets an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commodity price stability by diversifying distribution
channels between producing sites and consumption sites, diversifying types
of agricultural product retailers, establishing fair trade practices, and trimming down distribution cost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retail level as
well as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wholesale and retail stages.
The number of traditional markets in Korea was 1,511 in 2012. The
majority of them take on the character of small scale stores close to or in
urban community commercial areas. The numbers and revenues of traditional markets have been continuously decreased since 2004, and their
yearly average decline ratios are 1.48% and 6.26%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numbers and revenues of big scale marts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 (SSMs), which are believed to have intimate competition with traditional market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over time.
The estimated trading ratio of fresh products in traditional markets
is approximately 13~15% of the entire trading volume of the products in
Korea. This ratio represents the second highest after that of food service
companies, 34% signifying the importance of retail function of traditional
markets in the agricultural products retail distribution structure. In addition,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upon items, the distribution margins
for various distribution stages are 40~70% in general. Among the stages,
the retail level distribution margin is 20~35%,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producing sites and the wholesale level. Considering the fact that 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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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s have a fairly high trading ratio of agricultural fresh products and
is the final retail stage,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raditional markets and the reduction of distribution
margins are very important issues to be solved for stabilizing the entire
commodity price, reducing customers' payment burden as well as improving profitability for agricultural households.
The types of government support towards enhancement programs
for traditional markets can be classified into 3 major programs: financial
aid, tax reduction or/and exemption, and regulatory policy on large scale
stores. The financial aid program is to support traditional markets through
government expenditure, and the tax reduction or/and exemption program
by various speci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s whereas the regulatory
policy on large scale stores includes various programs to impose mandatory
holidays on large scale marts or SSMs. The enhancement program for traditional markets is based upon the “Special Act for promot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 of the Act stipulates that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d execute “Fundamental plans for vitalizing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every 3 years to systematically promote
traditional markets. Meanwhile, a new article was added for large scale
stores, so it restricts work hours for large scale stores and designates mandatory holidays in accordance with the act which was amended in January
2013 and took effect from April 24, 2013.
As a result of research on the merchants in traditional market places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traditional
markets, the majority of them handle domestic vegetables and fruits while
the suppliers for those goods are nearby wholesale markets. It is identified
that the revenues for traditional markets per store have been in decline, and
the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oreseeable future. Also, the reasons for the decline in trading volum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customers in traditional markets are identified as nearby large scale stores and a
backward environment of the markets. The type of sales in traditional market stores is mostly retail while prices are decided based on margins from
their respective purchase prices or changes in freshness of products. From
the perspective of merchants, it is identified that both distribution and commercial aspects are needed to secure more customers and to increas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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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issue in operating a store is low profitability due to nearby large
scale stores while the identified solutions to this issue are to reduce distribution costs by group purchase, to expand the mandatory holidays for
large scale marts, and to improve the market environment.
It is investigated that the merits and competitiveness of traditional
markets as a result of analysis on customers, recognition are inexpensive
prices considering the product quality whereas the markets have various
problems with facilities, products, and system. Especially it is identified
and importantly noted that improvement on the trading system as a measure for vitalizing agriculture product trade in traditional markets is primarily requested from both traditional market oriented consumers and large
scale store oriented consumers.
The measures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riculture
products in traditional markets considering both competitiveness factors and
competitiveness degradation factors are presented as follows;
establishing a system with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between wholesale markets
and traditional markets,
establishing a direct trading system between the
organization of producing sites and the organ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associating traditional markets with major distribution centers in producing sites and consumption sites. The measures for improving the agriculture
product trading system are presented as follows;
establishing a new
management system for traditional markets, and adoption a new trading
technique, and improving of management capability,
enhancimg trading
transparency and product credibility of traditional markets,
satisfying the
needs of the shopping environment for consumer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rchants cooperative, stores handling the same kind of products are
most likely to organize a cooperative. It is feasible to establish a federation
of 2~4 cooperatives in traditional markets handling a relatively high ratio
of agriculture products within a metropolitan area, or establish merchant
cooperatives among merchants handling a similar kind of products within
a single unit of market. Moreover, it is essential to change the perspective
from the relationship of competition between traditional markets and large
scale stores to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y enhancing the merits of
traditional markets in order to improve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riculture products and to solidify their competencies. Rather than the re-

①

②

③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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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tion on large scale stores and the one-way support to traditional marke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gulatory policies to change the relationship to a win-win structure while various agencies of government need to
share duties and play roles as mediators to promote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markets and large scale stores.

Researchers: Chang-Gon Jeon, Dong-H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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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제 장

연구의 필요성

소비지 전통시장은

1996년 유통시장의 완전 개방화 이후 막대한 자금력과

풍부한 경영 노하우를 갖춘 다국적 유통기업의 국내 진출과 함께 대규모 자
본의 국내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급속한 증가로 유통업태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시장 수와 점포 수 및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전통시장은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
한 적응력과 대응력이 미흡하여 대형마트나

SSM 등의

업태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은 더욱 저하되고 시장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소비지 농식품 소
매유통의 원활한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유통에서 전통시장은 유통시장 개방화 이전까지만 해
도 최종소비자와 접목하는 소매기능 수행, 산지와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와 유통경로 단축, 소비자의 구매 선택폭 확대, 도매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소비지 효율적 유통체계 확립, 취급상품의 구색 완비를 통한 소비자의
일괄구매 편의성 제공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유통
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소매유통기구(한국에서는 통칭 대형마트나 할인점

등으로 불리는 대규모 소매유통기구)의 대규모 점포(이하 대형마트)가 체인
화되고 확산되면서 전통적 소매유통기구인 전통시장이 침체되거나 활성화되
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패턴 및 소비성향의 급변, 디지털경제 및

ICT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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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빠른 접목, 생산의 조직화와 공동화 등 생산구조의 급변 등 유통환경의
인프라 급변에 대한 미흡한 대응력과 적응력이 전통시장의 침체와 쇠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농식품 거래기능의 위축과 침체는 소비지 도매시장 고객
감소로 인한 도매시장의 경쟁력 저하, 소매유통에서 대형마트나

SSM

중심

의 독과점 구조로의 전환과 농식품의 불공정거래 증가, 소비지 도매시장의

경쟁력 저하,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처 선택폭 제약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통시장의 경쟁력 상실과 쇠퇴는 지역경제 및 소상권의 위축,
영세 중소상인의 생계수단 박탈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전통시장의 위상은 시장 수와 매출액

2012년 매출액은 약 21조 원에 육박하여
유통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약 7조 원으로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포
수 비중은 2012년 28.7%로 나타나고 있어 1차 상품이 전통시장의 가장 중요
한 거래 상품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의 지속적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편 소비지 전통시장은 최종소비자와 직접 접목되는 소매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소비자의 가계지출 및 물가안정과 직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로 주요 농축수산물의 유통마진율(2011)은 품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40～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소매단계의 마진율이

20～35% 수준으로 가장 높아 전통시장의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안정은 전통
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가계지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핵심 과
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지 지역상권의 활성화, 소비지 농산물 도소매 유통체계의 효

율화, 물가 및 소비자 가계지출 안정, 영세 소매상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서
는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 진단하여 유통
체계 효율화의 정책적 대응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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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지 도 소매단계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뿐만 아니
라 산지와 소비지 간 유통경로 다원화, 농산물 소매업태의 다양화와 공정거
래 질서 확립, 농산물의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안정 등의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의 주요 접근
내용은 대도시 중심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현황과 거래실태를 규명하고 전
통시장 내 농산물 취급상인의 상품 및 시장행위를 철저히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농산물 취급상인의 점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농

산물 조달 및 분산체계와 관련된 농산물 물류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점포주와 고객(소비자)의 인식과 문

제점을 분석하고 규명된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체계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
로 전통시장 농산물의 유통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1. 전통시장 관련 선행연구
3.1.1. 소비자와 상인의 인식과 지각요소에 의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연구
김성훈, 한재환(2011)은 소비자의 재래시장에 대한 다양한 인식(품질, 가격,

접근성, 상품구색, 친밀감, 소비형태 등)들을 조사한 후 물리적 요인(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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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비물리적 요인(소프트웨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사점으로
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요인으로 주차 공간 확보, 위생적 시장 환

경 조성, 편의시설 확충 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물리적 요인
으로는 소비자 신뢰 확보와 서비스 강화, 마케팅 활동 강화, 접근성 제고, 판
매방식 다양화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장흥섭, 김광석(2007)은 재래시장 고객인 소비자와 상인의 입장에서 재래

시장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 물품에 대한 정보, 품질과 위생 요소
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와 상인간의 인식에서 상인은 시

장시설에 대해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서비스, 교환 환불, 품질, 위생, 신용카드 등 대체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봉두, 노정구(2007)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 원인을 분석하고 동시에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요소를 소비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사점으로는 재래시장만이 가지는

특수한 경쟁력 요소(입지적 특성, 시장규모와 상품구색, 1차식품 중심 취급,
사람 간의 정, 종합성과 전문성, 품질과 가격, 지역사회의 문화와 커뮤니티

중심지 등)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장별 차별
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박봉두, 노정구(2007)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재래시장의 경쟁우위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재래시장 이용 소비

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경쟁우위 요인은 입지, 가격, 상품구색, 정, 신선상품,
전문성 등 7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래시장은 1차 신선상품 취급의 강점
이 많아 소규모 근린시장은 입지적 강점과 함께 신선농산물의 강점을 살리
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동욱, 오완근(2007)은 재래시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

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재래시장의 품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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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척도를 개발하였다. 평가 척도는 3개 요
인(이용 편의성, 시장 특유성, 상인 신뢰성)

18개 항목이 추출되었는데 재래
시장의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 특유성, 상인 신
뢰성, 이용 편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인세(2011)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재
래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서비스 품질, 만족도, 괴리도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재래시장 방문자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구매형태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재래시장 서비스 품질 요인 지각
분석에 의한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현대화, 고객입장에서의 상인의 공감성,
상품신뢰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황복주, 이계천(2012)은 재래시장의 서비스품질이 고객 행동의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서비스 가치 및 고객만족이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즐거
움의 수준 및 상인의식의 수준에 따라 서비스가치와 고객만족에 미치는 조
절효과를 검증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윤형오, 이의영(2009)은 서울시의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시장특성, 상권특

성, 경쟁요인들이 재래시장의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실

증자료를 이용하여 순위 선형회귀분석과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래시장 형태가 등록시장 또는 공동형 시장일수록 그리고 상인
들의 평균 연령이 젊을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상권에 재래주택이 많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1.2. 전통시장 분류 및 유형별 활성화 관련 연구
김주영 등(2011)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 등 소매시장의 구
조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고객지향성, 경쟁지향성, 기능 간 조정 등 보다 시장지향적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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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성공적인 재래시장 유형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재래시장의 시장지향적 유형과 기준, 지역 특성에 따른 재래시장 기
능과 발전 형태 등이 포함되고 있다.

임용택, 전석모(2010)는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인 주차장 확보, 시설

개선 등 단순한 하드웨어적 나열식 개선방안 제시에서 벗어나 전통시장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
장 활성화 사업 요소별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전통시장 유형은 주거밀집
정도(주거밀집형, 주거비밀집형, 관광형, 지역판매형), 상권형태와 건물형태

(상권 중심, 형태 중심, 등록 여부), 소비자 특성(접근편리성 중시, 가격 중시,
쇼핑환경 중시, 머천다이징 중시)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장의 특성에 따라
경영혁신, 시장관리 선진화, 시설현대화,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류태창 등(2011)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지역밀착형 전통시장 육성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시장 지원방안은 상
인과 전문가 모두 시장과 상권이 묶인 상권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소도읍의 전통시장 역할을 통합하여 기능을 재배치하는 대
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상권범위를 대도시는

1㎞

이내, 소도읍은

5㎞

이내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소도읍의 경우 상권 활성화 정도가 낮은 시
장을

2～3개로

묶어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1.3. 사례 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연구
이재한 등(2009)은 기존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통
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재래시장의 침
체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과 한국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례 분석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는 소수 상인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시설 등 하드웨
어 측면보다는 경영효율화나 마케팅력 강화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가 시장
활성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래시장 방문 고객이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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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즐거움과 편의성,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정석(2012)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례 연구에서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현황과 이에 따른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시장 활성화 사례
분석(장흥, 의정부, 인천, 서울, 강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사례연구를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특성별 전략, 적정 취급 신상품
개발, 경영방법의 현대화, 시설현대화 등을 제시하였다.

3.1.4. 대형마트와의 시장경쟁 구조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연구
김찬동(2010)은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에서 현대적

시장에 비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한계를 너무 많은 수의 전통시장, 시설 노후

화, 점포 운영능력과 서비스 부족, 시장관리주체 부재, 증가하는 대형마트와
의 갈등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사례에
서 도시계획과 연계한 일본의 성공적 지원정책을 상권관리기구의 도입, 중
심시가지 활성화사업 시행, 도시계획법 개정과 지원방안 모색 측면에서 파
악하였다. 또한 미국의 성공적 사례를 상업개선구역(BID) 도입,
형과 재원조달 유형, 주민 참여적

BID 조직 유

BID 운영주체와 서비스 제공 요인 등에서

파악하였다. 외국의 성공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전략으로는 개별시장 중심 지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으로의 지원방식 전환, 권역별 정책수단의 특성화와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 성과관리제 도입과 지원차별화, 타 도시사업계획과 연계한 지
원, 시장경영조직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김범식 등 3인(2012)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급속한 확대가 전
통시장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전통시장의 평

균 매출액과 고객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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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지속적 유지, 전통시장 인
프라 확충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역량 강화,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상향식 방
식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김훈(2009)은 유통업태 간 시장경쟁구조 분석 및 재래시장의 경쟁력 연구

에서 국내 유통산업 내 주요 유통업태 간 경쟁구조를 소비자 관점에서 파악
하고 유통업태 간 경쟁유형 및 시장점유율 변화를 소비자 판단자료와 실제
구매행동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 이용자의
생활방식, 매체 활용 패턴 등의 고객 프로파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
여 재래시장의 활성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민권 등(2011)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SSM의 공간적 경쟁구도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연구에서 전통시장 쇠퇴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
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SSM

간 공간적 경쟁구도 분석을 통해 입지 측면에

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공간적 경쟁구도
가 전통시장 소비 형태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시장
과 대형마트,

SSM 간 경쟁구도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경쟁구도하에서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특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5. 제도 정책, 상인조직화, 기타 포괄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연구
엄은주(2008)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유통산업의 개방
화가 전통 소매 상권에 미친 영향과 재래시장이 처한 내 외부 문제점 및 침
체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인들의 경영
마인드 전환, 시장시설 현대화, 선진 경영기법 활용, 마케팅 능력 향상, 친절
한 서비스 문화 실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수암, 황보윤(2011)은 전통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설시장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공설 전통시장의 지원 성과 제고와 공설시장을 전국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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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활성화 모델과 지역별 거점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제시하
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설시장의 거점시장 기능 부여, 육성 전담기관 설치,
공공기능 강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상인 관리 강화, 예산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김순홍, 유병국(2011)은

DEA를 활용한 전통시장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고
객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전통시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시장의 지원정책 목표를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닌 매출액 및 고객 증가
라고 할 경우 기존의 지원방식은 지원목표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지
적하였다. 또한

DEA 모형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전통시장 지원이 기존의 시

설개선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사업성과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송균석 등(2011)은 재래시장의 고객지향적인 상인조직화 연구에서 점차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조직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상인
조직화 역량과 조직화 형태별로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
인조직화 방안과 조직화 역량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유오 등(2012)은 전통시장 협동조합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의

협동조합법 개정을 계기로 전통시장에 협동조합 도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에 적용 가능한 협동조합의 국내외 사례 조
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협동조합 도입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시장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시장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으로는 전통시장 협동조합 인식 확산, 설립지원 강화, 협동조합 수익모델 발
굴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도입, 협동조합
제품 판로개척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1.6. 전통시장과 농산물 유통체계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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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등(2012)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구매혜택 증진, 물가안
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선청과물의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

통시장 신선청과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검토는 청과물의 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개선, 시장 물류시설의 설치를 통한 개선, 상인조직화를 통한 개선, 소

비형태 변화에 대한 대응 개선 등의 측면에서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 거점물
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소비계층과
상품 개발 등에서 대형마트와의 차별화를 제시하였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 검토 요약

1

2

3

4

과제명 및 연구개요
∙재래시장의 시장지향적
활성화 방안 연구
∙김주영 등(2011)
∙재래시장의 시장기능적
역할 모색과 성공적 개
발 방향 제시
∙재래시장 고객지향적 상인
조직화 연구
∙송균석 등(2011)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인
조직화 방안 제시
∙재래시장 문제점과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
∙이재환 등(2009)
∙침체요인 도출과 사례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엄은주(2008)
∙유통시장 개방화에 대응
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
안 제시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시장지향적 유형과 기준
설정
∙기존 문헌조사
∙재래시장
기능과 발전
∙상인 및 소비자조사
형태
∙전문가 토론회
∙시장지향적 정책 개발
방향
현황과 역량
∙2차통계치(점포경영조사) ∙상인조직
분석
를 이용한 상인조직 역량 ∙상인조직 역량별 경영
분석
성과 분석
∙상인조직 설문조사
∙상인조직 역량 제고방안
∙선행연구 조사
∙국내 및 외국(일본, 미국,
영국)의 재래시장 성공
사례 조사

∙재래시장 침체 원인과
문제점
∙국내외 성공사레 분석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선행연구
∙재래시장 상인 설문조사
∙매출액 변동 시계열 분
석등

∙유통시장 개방화와 환경
변화
∙재래시장 침체원인 분석
∙재래시장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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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선행연구 검토 요약(계속)

5

6

7

8

9

10

과제명 및 연구개요
∙소비자 인식분석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김성훈, 한재환(2011)
∙소비자의 재래시장에 대
한 인식 분석을 통한 시
사점 제시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임용택, 전석모(2010)
∙전통시장 유형구분과 유
형별 활성화 방안을 제
시
∙재래시장 속성에 대한
상인과 소비자의 인식
비교
∙장흥섭, 김광석(2007)
∙상인과 소비자의 인식
결과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전통시장 협동조합 도입
방안
∙김유오 등(201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적 협동조합 모델 발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SSM
의 공간경쟁 분석과 대
응방안
∙이민권 등(2011)
∙전통시장의 입지적 측면
에서의 활성화 정책 지
원 방안 제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연구
∙김현 등(2012)
∙전통시장 신선청과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방법
∙재래시장 이용자의 재래
시장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설문조사 결과의 계량경
제학적 분석(다항로짓모
형)
∙전통시장 특성과 유형
구분에 대한 선행연구
탐색
∙전통시장 방문 조사 등
∙재래시장 상인 설문조사
∙재래시장 이용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비교 분석
∙시장 협동조합 설립 운영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전통시장 현장조사 및
설문
∙전문가 조사
∙수도권 전통시장 소비자
(613명) 소비형태 설문
조사
∙GIS를 이용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입법 효과
측정
∙전통시장 신선청과물 유
통 현황 분석
∙수도권 3개 전통시장 품
목별 유통경로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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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재래시장 현황
∙재래시장 이용자 설문조
사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통
한 소비자 인식 분석 및
시사점
∙전통시장 유형구분 기준
설정
∙세 가지 전통시장 유형
구분
∙유형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소비자 입장에서의 인식
중요도
∙상인 입장에서의 인식
중요도
∙두 주체 간 인식 차이
비교 분석
∙재래시장 활성화 시사점
∙협동조합 설립 여건분석
∙전통시장 협동조합 사례
분석
∙전통시장 적용 모델 발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SSM 규제법 개정 내용
∙세 가지 형태의 경쟁구
도 분석
∙전통시장, 대형마트, SSM
상호 소비 형태에 대한
영향 분석
∙전통시장 유통현황 분석
∙유통단계 축소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 전화조사
(3개 시장)
∙전통시장 신선청과물 유
통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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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선행연구 검토 요약(계속)

과제명 및 연구개요

연구방법

∙소비자가 지각하는 재
래시장 경쟁우위 요인
∙박봉두,
11 ∙재래시장노정구(2007)
경쟁우위 요
인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제시

∙선행연구 검토
∙부산지역 4개 시장에 대
한 상인 설문조사
∙소비자 대상 표적집단
면접 및 설문조사(9개
시장)

∙전통시장 선진화 제도
개선연구
∙김수암, 황보윤(2011)
∙공설전통시장의 활성화
와 지역 거점시장으로
의 활용방안
∙SSM 진출에 따른 전통
시장 대응방안
(외국 사례 분석)
∙김찬동(2010)
∙SSM의 확대에 대응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제시
∙재래시장 서비스 품질
과 소비자 만족 관계
연구
∙오동욱, 오완근(2007)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서비스 품질향
상 방안 제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영
향 분석
∙김범식 등(2012)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전
통시장 활성화에 미치
는 영향 분석

∙공설시장 선행연구 검토
∙국내 전통시장 성공사
례 분석
∙전통시장 해외사례 분석
∙국내 거점시장 육성사
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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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해외사례 조사 분석
∙서울형 전통시장 활성
화를 위한 전통시장 사
례 조사
∙재래시장 품질요인 추
출의 인구통계학적 빈
도 분석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관계의 회귀 분석
∙전통시장 매출액 변동
영향에 대한 상인 설문
조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
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건 설문조사

주요 연구내용
∙재래시장의 역할과 중
요성
∙재래시장 경쟁력 상실
요인
∙재래시장 경쟁력 우위
요인
∙우위요인에 기초한 재
래시장 활성화 전략
∙전통시장 국내외 사례
분석
∙공설시장 활성화 사례
분석
∙거점시장 육성 지원 사
례 분석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및 SSM 진출
현황
∙해외사례 분석
∙서울형 전통시장 사례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전략
∙서비스 품질 관련 이론
∙실증분석 연구모형
∙서비스품질과 만족도 실
증 분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
사점
∙전통시장 위축현황과 대
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
치의 전통시장 매출 증
대 효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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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연구의 차별성
전통시장(재래시장) 관련 선행연구의 특징을 보면 전통시장의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활성화 연구
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달체계와 유통 특성이 매우 상이한
전통시장의 취급 상품을 부류별로 구분하거나 또는 전통시장 1차 상품의 유

통체계 개선을 통한 활성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접근방법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대부분 특정 요인이나 요
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대안으로서의
요건이 잘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분석방법은 대부분 설문조사 결과
를 활용한 현상분석, 일부 통계 및 계량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과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드
웨어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시설
현대화로 귀결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전통시장의 속성과 가치 등의 요인
을 고려하여 상인 마인드, 경영기법, 서비스, 마케팅 등과 관련된 활성화 방

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정책 대안 수준의 결과가 제시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먼저 연구대상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대상을 전통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거래 비중이 높은 농산물(채

소, 과일류 등)과 그 유통체계로 설정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전문적 심층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관련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을

1차

상품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분석 연구는 없었다.

다음으로 접근방법의 차별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내 농산물 유

통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였
다. 농산물의 거래실태 및 상적유통, 물류체계, 상인과 고객(소비자)의 인식,
농산물 취급상인의 경영 실태 및 성과, 상인의 마케팅 능력(경영마인드, 경영
기법, 서비스 등), 성공사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은 연구결과 도출의 주안점에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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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구 결과 도출의 주안점은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체계(거래실태, 점포

경영, 물류체계 등) 규명, 농산물 점포의 경영실태 분석을 통한 소매유통체계
의 문제점 도출, 농산물 유통의 물류실태(조달물류, 판매물류, 물류기능, 부

가가치물류, 물류시설 및 물류서비스 등)와 문제점 규명, 농산물 유통에서의
고객 인식 및 유통체계 개선 우선순위 도출, 그리고 농산물 취급상인 시장행
위(마인드, 경영기법, 마케팅 능력, 서비스 등) 등에 있다.

4.

주요 연구 내용

□ 전통시장의 현황 및 변화 분석
○ 전통시장의 개념과 기능
-

전통시장의 일반적 및 법률적 정의와 개념 변화

-

전통시장 유형별 현황

-

전체 농산물 유통량 중 전통시장 취급 비중

○ 전통시장 유형별 현황과 변화 실태

전통시장 점포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세와 요인
전통시장과 경쟁업태 간 취급규모 및 성장률 변화 실태와 요인

○ 전통시장의 농산물 거래 위상과 거래규모

전통시장의 농산물(청과물) 거래규모와 비중

□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 물류 및 경영실태 분석
○ 1차 상품 거래실태 및 시장행위
-

점포 현황(규모, 종업원, 취급상품, 시설 현황 등)
부류별 품목별 취급량, 구매 및 판매 실태

매출규모 분석(점포규모, 취급부류, 판매형태별 분석)

○ 전통시장 상인의 시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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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조달 및 판매 행위

-

점포운영 비용

거래 행위

○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성과
경영성과

○ 전통시장 물류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상품 조달 및 공급물류, 배송물류
- 1차 상품 취급상인의 물류시설

등

□ 전통시장에 대한 상인과 고객(소비자)의 인식 조사 분석
○ 상인의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에 대한 인식 분석
-

전통시장 위상과 경쟁력에 대한 인식

-

전통시장 위상과 경쟁력에 대한 인식

전통시장 경쟁력 열세와 침체현상에 대한 요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등

○ 고객의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에 대한 인식
전통시장 경쟁력 열세에 대한 요인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방안 등

□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과 시사점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 현황
-

지원정책 현황과 분야별 지원실태

-

시장기능적 접근과 소프트웨어 분야 개선 우수사례

-

미국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 국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우수사례

시상시설 현대화 및 물류 측면에서의 우수사례

○ 해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및 우수시장 사례분석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상업개선구역)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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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일본

TCM(Town Center Management, 도심관리제도) 사업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도심관리기구)

제도

□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거래 활성화 방안
○ 전통시장 1차 상품 공급체계 및 물류효율화 방안
○ 경영기법, 제공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분야 개선과 고객 유인
○ 시설현대화 등 하드웨어 분야 개선
-

접근성, 편의성, 시설활용성 등 쇼핑환경 개선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정책 개선
5.

연구 범위 및 방법

5.1. 연구 범위
전통시장은 시장의 크기, 상권 크기, 개설 주기, 소재지, 취급전문품목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대상 전통시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선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
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 제시와 농산물 최종 유통단계인 소비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연구대상 전통시장은 우선적으로 농산물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대도시 중심의 소비지 전통시장이며, 또한 전통시장 중 농산물의 거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시장을 연구 대상과 범위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통시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차 상품의 거래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였다.

2012년

전체 전통시장

41.0%(620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장 규모 기준으로는 전체 전통시장 수의 33.5%(506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중 대도시 소재 시장 수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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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 현재 규모별 전통시장
수 비중은 대형 1.2%, 중대형 2.3%, 중형 30.0%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상권 크기 기준으로는 전체 전통시장 수의 93.0%를 차지하고 있
는 중소형 상권 시장과 근린생활 시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전통시장 중
근린생활 시장과 중소형 시장 수는 각각 65.7%와 27.2%로 나타나고 있다. 개
설주기 기준으로는 전체 전통시장의 67.5%를 차지하고 있는 상설시장을 대
상으로 하였다. 취급상품 기준으로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필품, 식당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 일반시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전통시장의
특성을 종합하면 대도시에 소재하는 중규모 이상의 시장으로서 주로 근린생
활 및 중소상권 지역의 상설 일반시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통시장의 취급 부류별 연구 대상은 산지와 소비지 도매유
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차 상품(농산물) 부류와 취급상인 및 점포를 연
구 및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전통시장의

2012년 시장당 취급부류별 평
균 점포 수의 비중은 1차 상품(농축수산물) 28.7%, 의류 신발 26.0%, 음식점
10.3%, 가공식품 7.6%, 가정용품 5.9%, 기타소매업 17.1%, 근린생활서비스
4.3%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상 범위로는 전통시장 내 1차 상품(농산물) 소매업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적 유통체계와 전통시장 소매업의 경영성과 및 물
가에 영향을 미치는 1차 상품의 공급 조달 등의 물류체계가 포함된다. 또한

1차 상품 판매자인 상인과 구매자인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
력 제고 및 활성화에 대한 우위요인과 저해요인, 차별화에 대한 인식 분석이
포함된다.

5.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전통시장의 1차 상품(농산물) 거래, 물류

등 유통체계 및 경영실태 분석, 문제점 도출 등을 통한 1차 상품 소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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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체계 개선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 내 상인(조직),
고객(소비자) 등 관련 주체에 대한 심층적 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
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관련 선행연구자 및 전문
가, 정부 관련 정책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련 의견
을 청취 수렴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으로는 전통시장의 현황 및 특성 파악을 위하여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추세, 성장, 부류별 특성, 상인 및 거래물량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차 상품의 거래실태 및 시장행위, 경영실태 분
석을 위하여 분석대상 시장 내 1차 상품 취급 상인(상인조직 포함) 대표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차 상품 거
래실태, 점포운영, 거래규모 등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분석에 의해 제표를 작
성하였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대해 인식하는 강점과 약점, 활성화 요인 등에 대하
여 전통시장의 1차 상품 취급 상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벤
치마킹을 위해 관련 선행 연구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동시에 국내 전통
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시장지향적, 고객지
향적, 경쟁지향성 기능 강화와 효율적 물류개선을 통한 활성화 사례 등을 제
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시장상인(조직)과의 간담
회 개최를 통하여 상인 입장에서의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활성
화 방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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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시장 현황

1.1. 전통시장의 개념
전통시장의 일반적 의미는 근대적인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
전에 개설된 시장으로 다수의 불특정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
으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매장 또는 장터라고 할 수 있
다. 대체적으로 전통시장(재래시장)은 특성은 상업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다른 유통기구에 비해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과 같은 개념으로서

2012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 이름이 바뀌었다. 재래시
장이 일반적으로 낙후된 시설과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점차 쇠퇴해가는 시장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여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이름
을 변경한 것이다.

전통시장의 법적 정의는 그동안 관련법1의 변경과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의 정의는 약간씩 변화되어 왔으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고 거의 유사한 개념

1 관련법에는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2002), ‘재래시
장 육성 특별법’(200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이 있다.

2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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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전통시장에 대한 법률적 정의 비교

법률명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
(2002)

정의

요건

비고

일정 구역 안에 설치된 다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  재 래시 장
수의 점포에서 도 소매업 대화 및 정보화가 필요한 곳 육 성특 별
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 법으로 대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 보수 또는 재개발 재건축이 체
품 매매나 용역을 제공하는 필요한 곳
(’04.10.29)
장소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 중
등록시장은 하나 또는 여러
노후화되어 개로
재래시장 및 상업기반시설이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재 래시 장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 상시운영
상점가 개하거나
매장면적 합 육 성특 별
유통기능이 취약하 계가 3,000㎡매장,이상일
육성을 위한 여 경영개선
것
및 상거래 현 인정시장은 등록시장과
법을 대체
특별법 대화 촉진이 필요한
기능 (’06.10.29)
장소
(200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 은 유사하지만 시장 군수 구
청장이 인정하는 시장
록시장 또는 인정시장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 해당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
전통시장 및 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 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 재래시장및
상점가육성
상점가 래가 전통적 방식으로 이 포가 밀집한 곳
특별법을
육성을 루어지는 장소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따른
대체
위한 특별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 용역 제공 장소 범위에 해당 (’09.12.30)
(2009) 는 곳
하는 점포 수가 전체의 1/2 ’16 한시법
 정의 변경
미만 일 것
(’12.12.11 개정 변경)


자료: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 재래시장 육성 특
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유통산업발전법 .

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12월 13일 이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체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법적 정의는 전통시장이
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
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다. 전통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이 인정
하는 시장으로 점포 수 등에서 몇 가지 요건2이 충족되어야 된다. 한편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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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의 용어 비교

장 점
단 점
낙후된 이미지가 강해
▪시장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정착 ▪노후하고
시장상인들
사기 저하 우려
▪정부 지원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젊은 소비층에
다가가지 못하는
재래시장 표현(시설개선, 영업기법 개선 등) 용어
▪전통 민속 전통시장 등에 비해 ▪현대식으로 시설개선 한 시장을
시장범위가 포괄적임
포괄하지 못함
▪상인들 높은 선호도(전국 80개 ▪전체 시장에 대한 포괄범위가
시장, 상인 1,210명 설문조사 결 작다는 느낌(신설시장, 생활형골
과 전통시장은 51.7%, 재래시장 목시장 포함여부 및 민속시장
은 37.4% 선호)
전통시장 ▪문화
한정된 이미지에
테마와 관련한 연상효과로 향토시장으로
대한
문제점)
시장 이미지 개선 효과
지원 필요성(개입)이 적극
▪젊은 소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정부
적으로
표현되지 못함
명칭

자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안 심사보고서 .

2009.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전통시장 개념은 법적 개념과 기본적으로는 큰 차
이가 없지만 연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대상 범위 내의
전통시장으로 한정지을 경우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전통시장 개념은 대도시 중심의 소비자 근린생활권에서 소비자들이 쉽
게 접근하여 저렴한 가격 수준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서 일반적인 상점가와 대형마트 등 현대
적인 유통업태를 제외한 상설 재래시장을 의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수가 50개 이상, 용역 제공 장소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 수가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 건축물과 편의시설 점유 토지면적 1
천 이상, 그리고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
매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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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통시장 일반 현황

2012년 기준 국내 전통시장 수는 1,511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수
는 시장경영진흥원이 재래시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발간3하기 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1.1%의 감소율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다. 전통시장 수는 2006년 1,610개소에서 2012년 1,511개소로 감소하였다.
작한

표 2-3. 전통시장 유형기준별 현황(1)
시
장
크
기
상
권
크
기
개
설
주
기
소
재
지

단위: 개소,

%

2006
2008
2010
2012
구분
시장수 비중 시장수 비중 시장수 비중 시장수 비중
23 1.4 23 1.5 20 1.3 18 1.2
대형시장
53 3.3 38 2.5 41 2.7 35 2.3
중대형시장
539 33.5 477 30.8 479 31.6 453 30.0
중형시장
995 61.8 1,012 65.3 977 64.4 1,005 66.5
소형시장
- - 28 1.8 28 1.8 28 1.9
전국상권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 - 74 4.8 77 5.1 78 5.2
- - 394 25.4 406 26.8 411 27.2
중소형시장
- - 1,054 68.0 1,006 66.3 994 65.8
근린생활시장
1,154 71.7 1,042 67.2 1041 68.6 1,020 67.5
상설시장
456 28.3 377 24.3 328 21.6 249 16.5
정기시장
- - 130 8.4 149 9.8 242 16.0
상설+정기시장
655 40.7 646 41.7 628 41.4 620 41.0
대도시
431 26.8 562 36.3 567 37.4 565 37.4
중소도시
523 32.5 343 22.1 322 21.2 326 21.6
읍면지역
1,610 100.0 1,550 100.0 1,517 100.0 1,511 100.0
전체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각 연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

3 전통시장에 대한 통계조사는 시장경영진흥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제9조)에 의해 그동안 통계청 승인통계로 2005년 기준 재래시장
실태조사보고 , 2006년 기준 점포경영실태조사보고 를 발간하였으며, 2008년
기준 부터는 통계작성변경 승인에 의해 2년 간격으로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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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구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등록유무, 시장크기, 시장소유, 상권크기, 시장형태, 개장
주기, 취급상품, 시장 소재지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2012년 기준 시장크기에서는 소형시장이 66.5%, 상권크기에서는 근린생활
시장이 65.8%, 개설주기에서는 상설시장이 67.5%, 소재지에서는 도시지역이
78.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의 특성은 도시지역 근린생활
상권을 배경으로 하는 소형 상설시장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유형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등록시장이 53.0%, 법인
시장 66.5%, 건물형 상가주택복합형시장 82.9%, 일반시장 91.6%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 전통시장 유형기준별 현황(2)

단위: 개,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858 55.4 816 53.8 801 53.0
등록시장
389 25.1 467 30.8 546 36.1
등록유무 인정시장
303 19.5 234 15.4 164 10.9
기타시장
226 14.6 267 17.6 271 17.9
법인시장
87 5.6 59 3.9 15 1.0
시장소유 개인시장
388
25.0 384 25.3 368 24.4
공설시장
849 54.8 807 53.2 857 56.7
공동시장
731 47.2 684 45.1 705 46.7
건물형시장
78 5.0 69 4.5 65 4.3
시장형태 노점형시장
216 13.9 206 13.6 194 12.8
장옥형시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525 33.9 558 36.8 547 36.2
1,468 94.7 1,420 93.6 1,384 91.6
취급상품 일반시장
82 5.3 97 6.4 127 8.4
전문시장
646 41.7 628 41.4 620 41.0
대도시
562 36.3 567 37.4 565 37.4
소재지 중소도시
342 22.1 322 21.2 326 21.6
농어촌지역
1,550 100.0 1,517 100.0 1,511 100.0
전체 전통시장1)

주: 전체 전통시장 수는 조사 시점 현재(2012년 3월) 영업 중인 시장 수임.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각 연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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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유형별 시장 수 변화를 보면 대체로 규모가 중형 이상 시장,

근린생활시장, 정기시장 상설시장, 대도시 읍면지역시장은 감소 추세로 나

타나고 있으며, 중소형 광역상권시장, 상설+정기시장, 중소도시 소재 시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의 변화를 다른 주요 소매유통업태와 비교하면 전통시장만 시장
수 및 매출액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매업태별 업체 수와 매출액

2004년 이후 전통시장 수와 매출액 감소율은 연평균 각각
1.48%와 6.26%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전통시장과 가장 밀접한 경쟁관
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형마트(할인점)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기간
연평균 점포 수 증가율은 각각 10.7%와 24.2%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두
업태의 동기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도 각각 7.4%와 18.5%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추이를 보면

표 2-5. 주요 소매유통업태별 점포 수 및 매출액 추세

단위: 개, 조 원,

%

대형마트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전통시장
구 분 점포
수 매출액 점포 수 매출액 시장 수 매출액
281
21.5
1,702
35.4
2004
313
23.7
272
2.2
1,660
32.7
2005
348
25.7
312
2.3
1,610
29.8
2006
376
28.4
370
2.7
26.7
2007
443
30.1
485
3.5
1,550
25.9
2008
530
31.2
677
4.2
24.7
2009
560
33.7
928
5.0
1,517
24.0
2010
599
36.8
1,000
6.1
22.1
2011
632
38.1
1,247
7.0
1,511
21.1
2012
10.66
7.41
24.23
18.53
-1.48
-6.26
증감률

주: 대형마트의 ( )는 국내 및 해외 점포 수를 합한 것임.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각 연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
박영임. 2012. 12. “통계로 보는 유통산업.” 리테일 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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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액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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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 원

전통시장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시장 수와 점포 수에서 서울이 각각

14.4%와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북, 경남, 부산, 경
기 지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시
장 수와 점포 수 비중은 각각 27.7%와 39.9%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 지역별 전통시장 분포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006
14.0
11.9
6.1
3.1
1.8
2.2
2.7
9.8
4.2
3.5
4.8
4.3
7.6
11.9
10.9
1.2
100.0

2008
13.2
12.2
6.8
3.1
1.7
2.3
2.4
9.6
4.7
4.0
4.8
4.1
8.0
11.5
10.1
1.4
100.0

2010
14.4
10.6
6.8
3.4
1.5
2.1
2.6
9.9
4.9
4.2
4.7
4.2
7.5
11.7
10.0
1.5
100.0

단위:

%

2012
시장 수
점포 수
14.4
24.6
10.2
12.7
7.1
6.2
3.4
5.7
1.4
1.7
2.0
1.7
2.6
2.0
9.5
9.6
4.8
3.6
4.3
3.1
4.8
4.1
4.4
3.0
7.7
3.9
11.3
7.2
10.4
8.7
1.7
2.0
100.0
100.0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각 연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

재래시장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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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점포 수는 시장 수와 마찬가지로

2006년 이후 연평균 1.7%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점포는 임차점포가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소유 점포는 23.5% 수준이다. 전통시장 내 빈
점포의 비율은 2012년 현재 9.1%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7. 전통시장 점포 수 현황
구 분 시장 2006
수 비중
자기소유 64,719 28.7
128,259 56.8
임차
빈 점포 28,510 12.6
4,237 1.9
기타
전 체 225,725 100.0

2008
시장 수 비중
43,704 21.1
135,206 65.2
23,663 11.4
4,756 2.3
207,329 100.0

2010
시장 수 비중
45,234 22.5
129,962 64.5
21,811 10.8
4,351 2.2
201,358 100.0

단위: 개소,

%

2012
시장 수 비중
47,978 23.5
131,758 64.5
18,520 9.1
5,981 2.9
204,237 100.0

주: 기타점포는 창고 및 사무실 등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포임.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각 연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 재래시장실태조사

.

2012년 현재 354,146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종사자 중 점포상인이 50.7%, 종업원
33.4%, 노점상 15.8%이며, 전체 점포 상인 중 점포 임차상인이 73.3%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시장 종사자 수는

표 2-8. 전통시장 종사자 현황
구분
점포 소유
상인 임차
종업원
노점상
합계

2006
상인 수 비중
64,840 21.5
130,886 43.4
105,855 35.1
51,065 14.5
352,646 100.0

2008
상인 수 비중
43,428 12.0
134,213 37.0
118,364 32.6
66,955 18.4
362,960 100.0

2010
상인 수 비중
44,801 12.5
128,637 35.8
124,371 34.6
61,566 17.1
359,375 100.0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각 연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

단위: 명,

%

2012
상인 수 비중
47,978 13.5
131,758 37.2
118,404 33.4
56,006 15.8
354,146 100.0
재래시장실태조사

.

전통시장 현황과 농산물 유통

27

전통시장 점포의 취급상품 매입처는 도매상(도매시장)으로부터의 매입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산자 18.4%, 수입상 2.3%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자로부터의 매입은 일종의 직거래로 볼 수 있다.

표 2-9. 전통시장 점포의 취급상품 매입처 현황
구분
2008
2010
2012

생산자
21.9
21.9
18.4

수입상
2.6
1.6
2.3

도매상
75.5
76.5
79.3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각 연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단위:

전체
100.0
100.0
100.0

,

%

재래시장실태조사

.

전통시장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당, 점포당 및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

액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고객 1인당
매출액도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시장당 고객 수는 시장 수의 감소에 따라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0. 전통시장 매출액 및 고객 수
구분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점포당 일평균
종사자당 일평균
시장당 일평균
고객 수 점포당 일평균
종사자당 일평균

2008
5,358.0
46.4
28.1
2,485.7
21.5
13.0

2010
4,980.3
41.6
25.4
2,684.1
22.4
13.7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각 연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단위: 만 원, 명

.

2012
4,502.4
33.5
19.3
2,824.4
21.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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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 현황

2.1.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
청과물의 국내 총 유통량 중 전통시장 거래 비중은 농산물 유통에서 전통
시장의 위상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시
장에서 거래되는 청과물의 거래비중을 추정하는 것은 산지 개별생산자와 전
통시장 상인 간 직거래 물량, 도매시장의 전통시장 상인 판매량, 산지의 각
종 유통시설(거점유통센터,

APC,

기타 생산자조직의 선별장 등)에서의 전통

시장 상인 판매량, 산지유통인으로부터의 매입량, 도매시장 외 중간상인이나
거래처로부터의 전통시장 상인 매입량, 품목별 수출량과 수입량, 유통 중 감

모량 등 매우 다양한 통계치나 조사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는 전국 전통시
장의 농산물 취급 상인들의 전수조사를 통한 취급량 합계를 통해서 가능하
기 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청
과물농산물 물량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먼저 통계청의

2012년 청과물(채소류, 과일류, 서류) 생산량과 생

산액에서 부류별 생산액 가중치를 고려한 수정 상품화율을 산정하여 전체
청과물 생산량 중 산지 단계에서의 총 유통량이 될 수 있는 출하량과 출하액
을 추정하였다. 수정 상품화율은 채소류, 과일류, 서류가 각각

92.9%, 93.1%,

94.0%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조사하는 전통시장의 청과
물 매출액(내부자료) 자료, 전통시장 내 농산물 취급 점포 중 청과물 취급 점
포 비중(95% 내외), 청과물의 산지에서부터 소매시장까지의 감모율(8.5% 수
준), 청과물의 총 마진율 자료를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농가수취가
격으로 환산된 물량으로 추정하였다. 추정된 전통시장 청과물 거래량이 전
체 청과물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통시장 청과물 거래 비중을 산
출하였다. 농가판매가격으로 환산된 전통시장 청과물 거래량과 거래액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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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내 신선청과물 유통경로별 거래물량 비중(2010년)

자료: 김동환 등.

2012. 1.

농수산물 유통통계 개발 연구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1,655천 톤과 18,109억 원으로 청과물 총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김동환 등(2012)는 단계별 유통경로와 유통기관별 추정 및 설
각

문조사를 통하여 분산비율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청과물 거래 비중을

14.9%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국내 청과물 총유통량 중 전통시

13～15%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비중은 외식
업체의 청과물 취급 비중인 3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산물 소매
유통단계에서 전통시장의 소매기능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김동환 등(2012)의 추정 결과에서 밝혀진 대형유통업체의 청
과물 취급비중 약 1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의 거래 비중은 약

이와 함께 농산물의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을 살펴보면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40～7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소매단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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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율이

20～35%로 산지와 도매단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사

실은 소비자 물가안정 및 전체 농산물 유통마진 절감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통시장의 경
우 유통경로상에서 농산물이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되는 마지막 소매단계
로서 소비자 지불가격이나 국민의 물가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농산물 취급 비중과 전통시장이 농산
물의 마지막 소매단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
선과 유통마진 절감은 농산물의 농가수취율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지불가격
수준과 전체 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11. 주요 농산물의 유통단계별 유통마진율(2011년)
구분
엽 배추 봄배추
가을배추
근
채 무 봄무
가을무
오이
과채류 방울토마토
딸기
풋고추
조미채소류 양파
대파
사과
과일류 배포도
감귤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출하
2.4
34.0
20.4
32.1
3.2
6.6
13.4
3.2
23.2
17.2
8.3
12.5
9.4
15.7
2011.

도매
12.5
13.4
12.6
13.1
12.6
9.5
9.7
9.7
17.3
13.9
10.3
10.9
8.4
11.1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소매
28.7
29.7
32.4
34.8
31.9
31.5
17.9
35.5
31.4
19.7
24.6
24.0
26.8
29.3

단위:

%

계
43.6
77.1
65.4
80.0
47.7
47.6
41.0
48.4
71.9
50.8
43.2
47.4
44.6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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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 개요
먼저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업종별 점포 수를 보면 1차 상품(농축수산물)
을 취급하는 점포 수의 비중이

26.0%,

기타소매업

17.1%

28.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의류/신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차 상품 중 농산물

15.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수산물 9.2%, 축산물 4.4% 순으
나타나고 있다.

점포 비중이
로

표 2-12. 전통시장의 업종별 점포 수 및 분포

단위:

%

농축수산물
공산품
기타
가공
구 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소계 식품 의류 가정 음식점 기타 근린생활 전 체
/신발 용품
소매업 서비스
2006 13.1 6.1 9.0 28.2 12.2 23.3 9.9 12.4 9.8 4.3 100.0
2008 12.7 5.9 8.1 26.7 11.2 22.5 7.4 12.6 11.3 8.2 100.0
2010 11.9 4.5 8.3 24.7 8.4 27.7 6.2 11.0 15.5 6.5 100.0
2012 15.1 4.4 9.2 28.7 7.6 26.0 5.9 10.3 17.1 4.3 100.0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각 연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

전통시장 유형별 농산물 취급 점포의 분포는 건물형 시장보다 노점과 장
옥형 시장, 상설시장보다는 정기시장, 대도시 소재 시장보다는 농어촌시장,
광역상권보다는 중형 이하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1일 평균 매출액은

277천원으로 업종별 전
체 평균 335천원의 82.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점포의 1일 평균
매출액은 전국 전통시장 전체 평균치로서 이는 대도시 소재 상설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전통시장의 평균 매출액이다. 전통시장

41.0%이며, 중소도시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읍면
비율은 59.0%로 나타나고 있다.

중 대도시 소재 비율은
지역 전통시장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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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시장 특성에 따른 1차 상품 취급 점포 수 분포
상권
크기
시장
형태
개설
주기
시장
크기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5.6
3.5
6.6
광역+전국
19.2
5.0
10.2
중소형+근린
14.0
5.4
8.6
상가건물형
33.1
3.3
14.2
노점 장옥형
10.6
4.3
8.1
상설
30.7
4.2
15.0
정기
19.0
5.1
7.8
상설+정기
6.9
3.3
3.9
중대형+대형
19.2
4.9
11.5
중형+소형
15.1
4.4
9.2
전체

기타
84.3
65.6
72.0
49.4
77.0
50.1
68.1
85.9
64.4
71.3

단위:

%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타에는 가공식품, 의류/신발, 가정용품, 음식점, 기타소매업, 근린생활서비스업종
이 포함됨.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각 연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

표 2-14. 전통시장의 업종별 일평균 매출액

단위: 만 원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음식점 기 타 전 체
27.7
61.2
28.2 22.6 32.3 22.4 34.1 33.5

주: 공산품은 의류/신발업종과 가정용품이 포함, 기타는 기타소매업과 근린생활서비스업
종이 포함됨.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2012.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

전통시장 내 농산물 취급 점포의 면적은

20.4㎡(6.2평)로

전체 시장 점포

27.7㎡보다 작은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점포의 경우 점포면적이 16.5㎡
(5평) 이하의 비중이 47.7%로 업종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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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전통시장의 업종별 규모별 점포 분포(2012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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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가공 공산품
기타
구 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식품 의류 가정 음식점 기타 근린생활 전체
/신발 용품
소매 서비스
16.5㎡ 미만 47.7 20.6 51.2 25.5 56.7 27.6 14.7 22.4 16.9 37.2
16.5∼33㎡ 31.3 33.7 30.1 35.9 24.5 29.6 32.4 35.1 37.8 30.8
33∼49.5㎡ 13.5 23.7 10.9 21.4 11.3 19.7 23.3 22.1 24.1 17
49.5∼66㎡ 4.2 10.9 3.6 8.5 3.6 9.1 11.9 8.7 9.2 6.7
66㎡ 이상 3.6 11.1 4.2 8.8 4.1 13.9 17.8 11.7 11.9 8.3
평균 면적 20.4 34.7 20.9 29.3 19.7 35.2 39.5 35.7 37.3 27.7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2012.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지생산자(단체) 24.1%, 수입상 0.6%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매입처는 도매시장이

이 같은 사실은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는 인근 도매시장과의 효율
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체계는 시장 내 점포와 도매시장간 조달물류의 효율화 정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6. 시장 특성에 따른 상품 매입처별 분포(2012년)
농축수산물
구 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산지 생산자 24.1 23.7 14
0.6 2.2 1.4
수입상
75.3 74.2 84.8
도매상
전 체 100.0 100.0 100.0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2012.

가공
식품
18.1
2.4
79.6
100.0

공산품
의류 가정 음식점
/신발 용품
22.7 8.9 8.8
2.7
4 0.6
75.1 87.1 90.7
100.0 100.0 100.0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

단위:

%

기타
기타 근린생활
소매 서비스
18.4 13.4
4.5 0.6
77.2 86.1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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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농산물 거래시스템을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대체로 관행적 거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거래시스템의 낙후성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전통
시장 내 업종 중 사업자 등록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경영여건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 수단별 비중
을 보면 농산물이 현금매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27.6%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외 현금영수증 발급비
율, POS 시스템 설치비율, PC 보급비율, 그리고 경영상 인터넷 활용비율 등
도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카드 취급비율은

표 2-17. 전통시장 업종별 거래시스템 실태
사업자 현금
구 분 등록 매출
비율 비율
43.9 89.7
농산물
90.4 61.6
축산물
55.1 80.8
수산물
가공식품 76.7 80.0
의류/신발 84.4 70.8
가정용품 80.0 67.1
76.5 70.1
음식점
기타소매 88.3 62.7
생활서비스 78.6 80.8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2012.

신용 현금
카드 영수증 POS PC
취급 발급비율 설치비율 보유율
비율
27.6 23.8
2.4
3.6
80.2 71.6
14.2 17.0
44.3 38.9
1.7
4.0
51.7 48.2
7.6 11.2
64.8 58.7
5.9 21.2
66.2 61.2
6.9 23.1
60.8 54.8
9.0
7.5
73.3 66.8
8.8 45.9
45.6 43.6
8.3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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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인터넷
활용률
3.5
16.6
3.9
10.2
20.6
22.9
7.1
46.2
36.7

한편 전통시장 내 농산물 취급 점포경영 프로모션 실태를 다른 업종과 비
교해 보면 거래실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점포경영에서 프로모션 부문
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농산물 점포의 쿠폰 발행비율
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 비율도 농산물이 가
장 낮은 수준이다. 상품교환과 환불 비율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나 택배배송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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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전통시장 업종별 점포경영 프로모션 실태
쿠폰 가격표시 원산지 상품교환
구 분 발행비율
비율 표시비율 비율
3.5
44.9
55.4
62.5
농산물
11.1
79.1
66.7
67.3
축산물
4.9
50.8
84.5
59.8
수산물
5.6
60.2
65.1
가공식품
3.3
50.9
90.4
의류/신발
3.4
46.2
87.2
가정용품
4.0
79.1
24.4
음식점
3.2
34.8
79.1
기타소매
2.8
47.3
23.2
생활서비스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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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비율
47.8
58.8
48.0
55.9
80.0
72.9
19.7
69.8
21.9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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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배송
비율
22.4
45.6
32.2
39.4
54.8
44.6
6.6
42.0
8.8

이상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경영진흥원의 2차 통계자료를 이용한 전통

시장 내 농산물 유통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조사

발표하는 전통시장 통계자료는 시장별 취급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
된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시장유형별 자료를 분석하여 발
표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2차 통계자료만으로는 전통시장 내 농산물 유통체
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농산물 유통체계 관련 통계
자료와 분석도 전국의 전체

1,511개 전통시장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도

시 소비지에 입지한 농산물 취급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 연구의 분석대
상 전통시장의 조사 분석치와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중 농산물의 취급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이라도
대도시 전통시장과 읍 면지역의 정기시장과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인식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인의 물류 및 상적 활동, 영업규모, 영업형태,
영업전략 등에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분석되고 제시되는 자료와 결과는 대도시 중심의 농산물 취급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은 전국의

40개

전통시장의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시사점과 결론으로 제시하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경영진흥원의 2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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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료와 본 분석에서 제시된 자료를 시장유형별로 매칭시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별개의 분야로 판단되기 때
문에 여기서는 2차 통계치와 실제 현장조사 결과치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는 기본적인 시각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3.

정부의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정책

3.1. 전통시장 육성의 법적 근거 및 지원 형태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는 크게 재정사업, 조세감면

사업,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정책 등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사업이며, 조세감면사업은 각종 조세특
례를 통한 조세감면이며, 대규모 점포 규제는 대형마트나
무휴업일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사업이다.

SSM 등에 대한 의

200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
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육성사업 중 가장 오래된 사업이며, 조세감면 및 규제
정책을 통한 지원은 2010년부터 관련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
는 사업이다. 198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확장으로 소비지에서
이 중 재정사업은

다양한 유통업태가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경제적 문화적 기능
은 급속히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6년 유통시장 완전 개방

화로 다양한 유통업태(전체로 대형마트로 부름)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한

편 국내 대기업 자본의 대형마트 건립 및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감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전통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재래시장의 경영

혁신과 시설현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동 법에 의하여 5일장 등 정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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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광자원화를 시도하였으며, 전통시장을 지역주민 간 화합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동법은

2005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후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차별화된 전략요구가 나타나면서 전통시장의 문화적 활성화 접근이 본격적
으로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접근은 전통시

장의 관광개념화, 지역 문화공동체 공간 차원 등으로 접근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육성사업의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후 본격적인

정부의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중 먼저 정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재
정사업은

2006년에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근

거하여 전통시장 시설 개 보수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상인교육, 마케팅 지

원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

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
인진흥계정이 설치되어 지원되고 있다.

조세특례에 의한 조세감면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에서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보완, 운송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

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는 제도와 동법 제83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서
의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 그

리고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가 2011년 12월 개정되어 2012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다.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신용카드

한편 규제정책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을 간접적
으로 보호하는 제도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

1㎞ 이내의 범위에서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제
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이 있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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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재정
지출
조세
감면
규제
정책

표 2-19.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

지원 내용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장경영
혁신지원사업(2004.10.2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계정 설치,
향후 관련 재정사업 추진 예정
(2012.1.17〜)
▪전통시장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2011.12.31〜)
▪시장정비구역에서의 시장정비사업을 위
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2010.3.31〜)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신용카드 소득공
제한도 확대(2011.12.31〜)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
무일 규제(2012.1.17〜)
▪중소기업청 지정 전통상점가 인근 지역
의 대규모 점포 개설 제한(2010.11.24〜)

지원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7 및 제10조의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제83조 및 조세특례제
한법 제126조의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
12조의 2 및 제12조의 3

주: ( )는 관련 근거 법률 및 조항의 제정 또는 개정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2. 전통시장 육성 현황
3.2.1. 정부의 전통시장 육성 계획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하
고 있다. 동법 제5조에는 정부가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

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 주요

사업의 추진,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시 도 단위에서는
동법 제6조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 군 구 단위의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추진계획 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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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 군 구 단위에서 작성되는 시장과 상점가 활
성화를 위한 지역 추진계획 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 아래 작성된다. 지

역추진계획에는 지역별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
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방향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표 2-20.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방향

추진 방향
시장유형별 맞춤형 지원
경영선진화 촉진
시설현대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자료: 중소기업청.

2008.12.

주요 추진 과제
특화전문형, 지역상권형, 근린생활형, 구조전환형으로
시장을 구분하여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영업기법 개선, 상인교육 및 조직
육성, 시장홍보 강화
편리한 환경 조성, 시설현대화 실효성 제고, 시장정비
사업 촉진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 도입, 상권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

3.2.2. 전통시장 육성사업 현황
먼저 중소기업청의 재정사업을 들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크게 전
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시설현
대화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단위사업의 세부사
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가 사업시행주체가 되며 중소기업청이 지자체

60%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주차장, 문화공간, 아케이드, 진입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노후시설물의 개 보수,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
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치, 홍보용 간판 등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다.
에 대해 사업비의

이에 비해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계정으
로 운영되며, ‘소상공인경영개선지원’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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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시행주체는 중소기업청, 지자체, 시장경영진흥원 등으로 구분된다.
전통시장의 마케팅 지원, 전국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상인교육, 상권활성화 지원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유통기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

은 경영개선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 상권활성화 지원,
시장경영진흥원운영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표 2-21.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회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시행방법
보조율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시기

시설현대화
광특회계 지역계정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지자체 보조
60%
지자체
2002년〜현재

시장경영혁신
광특회계 광역계정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경영개선지원
시장경영혁신지원
* 민간경상보조
60∼100%
중기청, 지자체, 시장경영진흥원
2002년〜현재

주: 예산 중 일부 지자체보조(시장활성화 연구용역), 직접수행(방송홍보) 등이 포함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5. 전통시장 육성사업 평가 .

특히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중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크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시장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육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까지

경쟁력 있는 시장

100개소 육성이 목표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문화공간조성, 전통문화 체험
장 설치, 관광상품,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연 지원 등이 포함
된다. 2012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예산 488억 원 중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을 위한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예산은 23.2%인 113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 시설사업비의 비중은 41.6%에 이르고 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상권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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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권단위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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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권활성화 관련 사업은 크게 기반인프라
구축과 경영개선으로 구분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 중 기반 인프라 구축
에는 주차장, 특화거리조성, 핵심점포 유치, 고객문화센터 등이 포함되며, 경
영개선사업에는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지원 등
이 포함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구역당 3년간

100억 원 규모(이 중 경영개선
은 20억 원 이내)이며, 경영개선사업의 경우 국비 100%이고 기반 인프라 구
축사업은 국가 60%, 지자체 40% 수준이다. 그리고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

표 2-22.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예산지원 실적
사업명 02〜06년 2007 2008 2009
시장경영
522 290 319 287
혁신지원
(9.5) (15.2) (13.9) (14.1)
4,948 1,616 1,968 1,749
시설현대화 (90.5)
(84.8) (86.1) (85.9)
5,470
1,906 2,287 2,036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5.

단위: 억 원,

2010
369
(19.0)
1,572
(81.0)
1,941
(100.0)

전통시장 육성사업 평가

2011
411
(19.8)
1,660
(80.2)
2,071
(100.0)

.

%

2012
488
(22.5)
1,683
(77.5)
2,171
(100.0)

표 2-23.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지원사업별 지원 실적
사업명
세부사업구분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중소유통 물류기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조성사업
계
경영개선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및 시장관리
시장경영혁신사업 상인교육
상권활성화 지원
시장경영진흥원 운영
계

2010
154,294
2,540
156,834
19,025
6,809
7,240
3,620
36,294

단위: 백만 원

2011
161,116
12,504
173,620
17,993
6.700
6,758
4,000
4,520
29,479

주: 2010, 2011년은 집행액 실적이며, 2012년은 예산액 기준임.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중소기업청 제출자료(2012. 3).
중소기업청 사업설명자료(2012. 1).

2012
155,816
12,528
168,344
21,928
11,300
6,676
4,000
4,898
4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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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시설현대화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시 군 구에서 시 도를 통해 중소기업청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시 도를 통해 시 군 구에 보조금을 교부한 후 시 군
구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은 중소기업청, 지자체, 시장경영진흥원이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민간보조 방
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대해서는

60% 지원 비율로 보조가 이루
어진다.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해서는 60～100%에서 보조가 이루어진다. 사업
신청은 상인회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가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청한 후 시
장경영진흥원에서 선정한 후 상인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업
집행은 상인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3.2.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규제 정책
국내 유통산업의 근대화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근대화 촉진법’이

1월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1997년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표 2-24.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추진체계

1980년
대체되었다.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
지자체 보조사업 계획 수립(중기청)
(중기청 →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상인회→ 지자체 → 시장경영진흥원)
(시 군 구 → 시 도→ 중기청)
선정 및 지원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장경영진흥원 → 상인회)
(중기청 → 시 도 → 시 군 구)
사업진행
사업집행
(상인회)
(시 군 구)
정산보고
정산보고
(상인회→ 시장경영진흥원→ 중기청)
(지자체→ 중기청)
자료: 중소기업청.

2012. 1. 2012년

사업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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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2년 9월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 후 2013년 1월 개정법률(2013. 4. 24 시행)에 따
라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이 지정되게 되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
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

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
이

55%(개정

전: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는 제외되고 있다. 대규모 점포의 영
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개정 전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매월 2일(개정 전에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되는 의무휴업일은 공
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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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과 광역

14개의 주요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40
개 전통시장의 480개 점포와 상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점포
수는 시장 당 평균 12개 점포로 전국 전통시장의 시장당 평균 농산물 취급
시를 포함한 전국

표 3-1. 조사 대상 전통시장 현황
지역
서울
안양
인천
수원
경 기 부천
성남
의정부
오산
구리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청주

단위: 개소

전통시장명
사례 수
돈암제일시장, 동서시장, 마포농수산시장, 망원동월드컵 100
시장, 연서시장, 영일시장, 우림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병방시장, 부평종합시장
미나리광시장, 파장시장, 화서시장
고강본동시장, 고강제일시장, 원종종합시장
200
성남중앙시장,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오산중앙시장
덕풍시장, 신장시장
말바우시장, 양동시장
20
칠성시장, 팔달신시장
40
문창시장, 용운시장, 한민시장
40
당감시장, 보수종합시장, 부산새벽시장
40
복대시장, 북부시장, 사창시장, 육거리시장
40
합계
480

3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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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60% 수준이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35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
며, 조사방법은 설문지 면담 조사 형태였다. 조사자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
여 조사한 비율이 약 15%(72개 점포)이며, 나머지는 전문 조사기관의 위탁조
사로 이루어졌다. 조사 위탁 시에는 조사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점포 수

농산물을 취급하는 조사 대상 점포는 과일류와 채소류를 포함하는 청과물
취급점포로 한정하였으며, 전통시장의 농산물 취급 점포 중 순수 청과물 취
급점포 비중은 약

2.

9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

2.1. 농산물 취급 점포의 일반 현황
조사 대상 청과물 취급 점포는 대부분 취급품목의 특성상 채소류와 과일
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점포 중

49.8%, 과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
하는 점포 수는 49.4%이며, 두 가지를 동시에 취급하는 점포 수는 0.8%에 불
과하다. 그리고 청과물 점포의 영업 형태는 60%가 소매업이며, 37% 정도가
도매와 소매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통시
장에서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유사도매시장의 위탁상은 3% 수준으로 나타났
다. 유사도매시장 내 위탁상은 법정 또는 공영도매시장에 입주하지 않고 전
채소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점포 수는

통시장 중심의 유사도매시장에서 주로 산지 출하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위
탁받아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유사도매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
매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한편 조사 대상 점포의 평균 점포면적은

24.1㎡(7.3평)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준이며, 전국 평균 전통시장 농
산물 점포면적인 20.4㎡ (6.2평)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체계 조사 분석

표 3-2. 조사 대상 점포의 취급 청과물 부류
구분

채소류
과일류
채소류와 과일류 동시 취급
합계

빈도
239
237
4
480

단위: 개소,

비중
49.8
49.4
0.8
100.0

표 3-3. 점포면적 현황
구분
점포 면적

단위:

점포 면적
24.1(7.3)

주: 조사 대상 점포의 평균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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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

79%가 보증부 월세 형태이며, 다
음으로 직접 소유 8.8%, 월세 7.5% 수준이다. 직접 소유 비율은 전국 전통시
장 점포의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증부 월세에서 점포당 평균 보증금
은 약 1,500만원 수준, 월세는 76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과물 상인의 점포 소유형태는 전체의

표 3-4. 점포 소유 형태
소유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구분

합계

빈도

단위: 개소,

비중
8.8
1.7
79.0
7.5
3.1
100.0

42
8
379
36
15
480

점포주를 제외한 점포당 종사자 수는 무급 가족종사자

0.8명,

%

고용종사자

(상시, 임시 포함) 0.15명으로 대부분 점포주 중심의 가족 종사자로 나타나고
있어 점포 규모의 영세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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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점포 종사자 현황
무급 가족종사자
상시고용인력
일용종사자
임시근로자

구분

합계

종사자 수
0.8
0.05
0.05
0.05
0.98

단위: 명

주: 조사 대상 점포의 평균 종사자 수이며, 조사에 응답한 점주를 제외한 수치임.

2.2. 점포의 농산물 구매 실태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상품 구매처는 인근 도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율

7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
거래 비율이 14.9%, 중간상인(벤더 등)로부터 구매비율이 4.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거래 구입주체는 오랫동안 단골거
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개별생산자, 친척, 산지유통인 등이 대부분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전통시장 내 개별상인이 산지의 대규모 물류센터나 생산
자단체의 대규모 APC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
인되었다.
이

한편 구매처를 부류별로 보면 채소류와 과일류의 구매처 비율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도매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은 채소류가
과일류보다 높으며, 산지 직거래 구매비율은 과일류가 채소류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채소류와 과일류의 구매처 비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채소류
와 과일류의 상품 및 물류 특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소류의 경우
취급하는 품목 수가 많기 때문에 산지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여러 곳의 산지
를 방문하는 데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도매시장 구입비율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과일류의 경우 채소류에 비해 취급 품목수가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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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채소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지구입의 물류비용이 덜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과일류의 중간상인 구매비율은 채소류보
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점포의 농산물 구매처 비중
구분
도매시장에서 구매
산지에서 구매
중간상인(산지유통인 등) 구매
수입상에게 구매
대형마트에서 구매
기타
합계

채소류
82.4
11.8
5.8
1,019

과일류
77.7
19.0
2.5
0.4
0.4
100.0

단위:

%

평균
79.4
14.9
4.1
0.8
0.8
100.0

인근 도매시장에서 구매하는 대상은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에게 구입하는
비율이

9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매참가인으로서 도매시장 경

매에 직접 참여하여 구입하는 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매
시장에서의 구입 방법은 소매상인이 도매시장에 직접 가서 중도매인으로부

83.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점포의 주문에 의해서 중도매인이 직접 배송하는 비율은 16.2%로 나타나
고 있다.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소매상의 주문을 받고 전통시장에 직접 배송
터 구입하여 자기 점포로 운송하는 비율이

하는 경우 확인 결과 공동배송이나 공동운송 형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전통시장 상인 간 개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중도매인의 경우 동일 전통
시장 내 동일 품목의 경우 소량으로 공동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점포 간 조달 및 배송물류가 매우 비효율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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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도매시장 구매 시의 방법
구분
도매시장에 가서 중도매인에게 직접 구매
도매시장에 가지 않고 중도매인이 배달
도매시장 매참인으로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구매
합계

주: 도매시장에서 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405개

점포의 평균 비중임.

비중

단위:

%

83.0
16.2
0.8
100.0

전통시장 상인이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소매상인이 산지에 가서

41.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생산자가 상인의 발주
에 의해 전통시장의 점포까지 배송하는 비율이 24.7%, 산지수집상에게 현장
구매하는 비율이 17.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 구매하는 비율이

표 3-8. 산지 구매 시의 형태
구분
산지에 가서 생산자(단체)에게 직접 구매
수주에 의해 생산자가 점포까지 배송
산지수집상에게 직접 구매
산지수집상이 점포까지 배송
산지수집상 외 산지중개인에게 직접 구매
기타
합계

주: 산지에서 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124개

점포의 평균 비중임.

비중

단위:

%

41.9
24.7
17.9
6.8
7.9
0.8
100.0

전통시장 청과물 점포의 1회 구매액을 살펴보면 과일류와 채소류가 각각

90만 원과 69만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영세규모라고 할 수 있다. 농가
판매가격 기준으로 2012년 전통시장 점포의 채소류와 과일류의 1회 구매액
을 물량으로 환산할 경우 채소류와 과일류의 구입 물량은 각각 514kg과
432kg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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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과 1.8일로
나타나 저장성이 있는 과일류가 상대적으로 약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
한편 점포의 청과물 구매주기는 채소류와 과일류가 각각

적으로 청과물의 상품 및 유통 특성 상 전통시장 점포의 구매 특성은 소량
다빈도 구매 형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시장 연간 점포 운영 일을

330일로 가정할 경우 전통시장 청과물 점포의 연간 평균 구입량은 채소류
113.1톤, 과일류 79.2톤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연간 구매액은 과일류 1억
5,900만 원, 채소류 1억 3,500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구매가격으로 나
타낸 영업일 1일 평균 거래금액은 과일류 53만 원, 채소류 45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점포의 농산물 1회 구매액 및 구매 주기
채소류
과일류

구분

1회 구매액
688,150원
900,780원

단위: 원, 일

구매 주기
1.5
1.8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전체 거래량의 약

88%가

국내산이며, 나머지

국내산 비중은 채소류

12% 정도가 수입산으로 나타나고
91.7%, 과일류 85.6%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 판매 농산물의 원산지 비중
채소류
과일류

구분

국내산
91.7
85.6

원산지

수입산
8.3
14.4

있다. 부류별

단위:

합계
10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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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점포의 농산물 거래실태
2.3.1. 거래실태
점포당 연간 평균 판매금액은 채소류와 과일류 평균 약 1억

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류별 거래 금액은 채소류와

8,000만 원 수
과일류가 각각 1억

7,300만 원과 1억 9,300만 원으로 과일류 점포의 매출액이 채소류보다 약
12%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앞에서 채소류와 과일류 점포의 평균 구매기간
과 1회 구매액, 그리고 연간 영업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 연
간 구매액이 채소류 1억 3,500만 원, 과일류 1억 5,900만 원 수준과 연계할
경우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채소류와 과일류
점포의 평균 마진율은 채소류 점포 22.0%, 과일류 점포 17.6%로 나타나 채소
류가 과일보다 높은 마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점포당 영업일(330일 기준)의
1일 평균 거래금액은 매출액(판매액)은 평균 약 56만 원 수준이며, 부류별로
는 채소류와 과일류가 각각 약 56만 원과 5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1일 평균 매출액 56만 원은 시장경영진
흥원의 2차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농산물 점포당 1일 평균 매출액 약 28만 원
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매출액의 큰 차이는 전통시장 농산물 취급점
포 모집단과 조사대상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인 표본과의 차이에 의해 나타
나는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점포당 평균 약

28만

원은 전국

1,511개 전통시장의 평균 농산물 매출액이며, 조사 결과의 평균치 56만 원은
대도시 소비지에 입지하는 40개 전통시장의 평균치로서 대체로 중소도시나
읍면소재 전통시장보다 매출액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읍면 지역 전통
시장의 경우 정기시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상권규모나
상권 내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시장 방문 고객 수나 점포당 평균 매
출액이 대도시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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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점포당 거래규모 추정
연간

구분
채소류 판매액
과일류 판매액

1일

채소류 판매액
과일류 판매액

판매액
평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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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원

172,752
193,650
184,870
523
587
560

청과물 점포당 1일 평균 고객 수는 약

36명이며, 고객 1인당 구매금액은
평균 15,550원 수준이며, 부류별로는 채소류 14,530원, 과일류 16,3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점포당 1개월 평균 영업일 수는 28일로 나타났다.

표 3-12. 점포당 고객 수와 판매액 및 영업일 수
구분

1일 평균 고객 수
1일 평균 판매액
한 달 평균 영업일 수

단위: 명, 원, 일

고객 수와 판매액 및 영업일 수
35.6
548,200
28

전통시장 내 청과물 판매점포의 최근 5년간 거래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

77%가 판매액이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라고 응답한 점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나머지
약 23%는 최근 5년간 매출액이 현상 수준 유지 정도 또는 5년 전과 비슷한
정체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내 농산물 거래의 감소 실태
면 조사 대상 점포의 약

와 소매단계에서 전통시장의 위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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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최근 5년간 점포의 판매액 변화 추이
구분
판매액 증가 추세
판매액 감소 추세
현상 수준 유지
합계

빈도
2
369
109
480

단위: 개소,

비중
0.4
76.9
22.7
100.0

%

2013년 현재의 판매액(매출액)은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33.8%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3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25.9%,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2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생각하
고 있다. 점포주가 2013년 현재 시점에서 5년 전(2008년)과 비교했을 때 느끼
는 총 매출액 감소율의 정도가 33.8%라고 한다면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은 약
6.0%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인 2013년에서 1년 전(2012년)과 비
교했을 때 느끼는 감소율이 21.0%라는 사실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의 청과
점포주가 생각하는

물 매출액이 완만하게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급감하는 추세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4. 점포의 판매액 감소 규모
5년 전 대비
3년 전 대비
1년 전 대비

구분

판매액 감소 규모
33.8
25.9
21.0

단위:

%

전통시장 내 청과물 점포 상인들이 생각하는 향후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

67.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 1.5%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상인들이 5년 전 대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느낀 사실
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
전망을 살펴보면 농산물 판매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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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로 앞에서 최근 5년간 점포의 판매액은 현상 유지
22.7%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결국 전통시장 내 농산물

고 생각하는 비율은
하였다는 비율인

활성화나 경쟁력 제고 등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의 경
쟁력 저하와 농산물 판매액 감소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5. 점포의 판매액 변화 전망
구분
증가할 것으로 전망
감소할 것으로 전망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잘 모르겠음
합계

단위: 개소,

빈도
7
322
135
16
480

%

비중
1.5
67.1
28.1
3.3
100.0

상인들은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의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원
인을 다양한 요인들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통시장 점포의 판
매액 감소요인으로는 ‘인근 대형마트 입지’ 요인이

65.2%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점포주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대해 큰 압
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를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소매유통업태로 보면서 전통시장의 상대적 경쟁력
이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 주차장 등 전통시장의 낙후된 쇼핑 환경

9.4%, 다양한

8.1%, 대형마트 대비 상품의 신선도 저하 7.3%, 안전성에 대
한 낮은 신뢰성 3.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인근에 입지한 대형마
상품구색 미흡

트와의 경쟁 관계에서 본 전통시장 농산물 판매액의 감소 이유는 전체적으
로 ‘구매환경이 양호하고 풍부한 구색을 갖추고 있으며, 상품의 선도가 좋은
대형마트가 인근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
형마트와의 경쟁력 제고 문제와 차별화가 가장 핵심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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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전통시장의 농산물 판매액과 고객 감소 이유
구분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지하고 있기 때문
화장실, 주차장 등 구매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
고객이 찾는 상품구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
신선도가 대형마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
상품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원산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
점포 내부가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
판매 서비스가 좋지 않기 때문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
상품가격이 비싸기 때문
쿠폰, 할인행사 등이 없기 때문
교환, 환불, 택배 등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
합계

빈도
313
45
39
35
15
9
6
4
1
10
3
480

단위: 개소,

%

비중
65.2
9.4
8.1
7.3
3.1
1.9
1.3
0.8
0.2
2.1
0.6
100.0

2.3.2. 판매실태

76.3%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근 음식점 11.8%, 시장 내 다른 상인 9.7%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대상
은 상권 내 일반소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앞에서 상권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판매처는 상권 내 일반소비자가

규모에 따른 전통시장의 수가 근린생활시장 수가 가장 많은 사실과 일치하
고 있다. 전통시장의 상권 규모 기준에서 근린생활시장은 일반적으로 전통
시장 소재지의 읍 면 동 또는 그 일부 지역을 대상 상권으로 하는 가장 규모
가 작은 시장이다. 전체

1,511개 전통시장 중 상권 규모가 가장 작은 근린생
활시장 비중이 65.8%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내 다른 상인에게 판매
하는 것은 시장 내 비농산물 취급 상인들이 가정 소비용으로 구매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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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산물 취급 상인들이 구색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향후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는 일부 광역 또는 전국 상권의 대
규모 전통시장보다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장과 중소규모 전통시장에 우선적으
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7. 점포의 농산물 판매처 비중
상권 내 일반 소비자
주변 음식점(식당)
시장 내 다른 상인
기타

구분

비중

단위:

%

76.3
11.8
9.7
2.2
100.0

합계

74.1%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나 도매와 소매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점포도 22.7%나 되며, 주로 도
매기능 위주의 점포는 3.2%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내 농산물 점포의 판매 형태는 소매가

요약하면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점포의 판매 기능은 대부분 소
매기능 중심이지만 전체 점포의 약

23% 정도는 도소매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통시장 내 유사도매기능과 위탁상 수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위탁상의 도매거래 기능이 상당부분 이루
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8. 점포의 농산물 판매 형태
소매 형태
도 소매 형태
도매 형태

구분
합계

비중
74.1
22.7
3.2
100.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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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구매 농산물의 판매 소진 기간을 살펴보면 채소
류

2.4일,

과일류

2.9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약한 채소류

의 판매기간이 조금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점포의 판매 소진
기간을 구매 빈도와 비교하면 판매소진 기간이 구매주기(빈도)보다 평균 1일
이상 길게 나타나고 있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채소류의 구매 주기는

1.5이며,

2.4일로 판매기간이 0.9일 길다. 그리고 과
경우 구매 주기는 1.8일인데 비하여 판매기간은 2.9일로 판매 소진
1.1일 길게 나타나고 있다. 채소류와 과일류 모두 구매 주기보다 판

구매한 상품의 판매 소진 기간은
일류의
기간이

매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판매 중 상품성 저하와 감모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류별 특성을 살펴보면 채소류가 구매 주기
와 판매 기간이 모두 과일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채소류의 특성
상 과일류보다 저장성이 약하고 신선도 등의 상품성 저하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9. 구매 농산물의 판매 소진 기간과 구매주기
구분
채소류
과일류

판매 소진기간(A)
2.4
2.9

구매 주기(B)
1.5
1.8

단위: 일

차이(A-B)
0.9
1.1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상인들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구매

가격에 자신만의 일정한 마진(이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비율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어진 구매가격에 개별 점포 상인별 적정 마진이
나 이륜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사실은 판매와 점포 경영의 노하우로서 동
일시기에 동일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상인들의 판매가격이 각각 큰 차
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점
포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소매점포 가격의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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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점포의 상인들이 판매가격 결정 시 고려하는 일정한 마진에는 점포
별 구매상품의 판매소진 기간, 1회 구매량과 판매량의 규모, 부류별 특성에
의한 판매기간 중 감모 및 판매 불가능 물량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전
통시장 내 농산물 점포의 판매가격은 비록 비슷한 시기에 구매한 동일한 상
품이라도 개별 점포의 판매능력과 판매 노하우, 거래물량 규모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 상인의 판매가격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일정한 마진(이윤) 외

에 ‘구매 후 상품의 선도 변화를 고려’한다는 비율이

30.7%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확인 결과 구매 직후 상품의 선도가 양호할 경우에는 상

대적으로 고가격에서 판매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도가 좋지 않을 경우
점차 인하하여 판매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근 점포의 가격
수준을 고려’한다는 비중이

12.0%, ‘완전히 고객과의 합의’로 판매하는 비율
이 5.7%, ‘물류비와 중간재비 등을 고려’한다는 비중이 3.5%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판매가격 결정에서 물류비와 중간재비 등의 고려 비율이 낮은
것은 판매기간의 장기화와 상품 선도의 변화 등에 따라 판매가격 수준의 하
향 결정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산품과는 물류비 등을 고려한 고정 판
매가격은 상품성 하락 등으로 인한 판매 불가능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기 때
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0. 점포의 농산물 판매가격 결정 방법
구분
구매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고려하여 결정
구매 후 상품의 선도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
인근 점포의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고객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물류비와 중간재비를 고려하여 결정
기타

주: 복수 응답 비중임.

단위:

비중
51.1
30.7
12.0
5.7
3.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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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평균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로 나타낼 수 있

10～15% 수준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다음으로 20～25%(34.8%), 15～20%(13.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마진율이 25% 이상 된다는 비중도 11.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청과물
의 상대적 마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마진율은 앞에서 부
류별 구매 주기와 1회 구매량 및 구매액, 연간 매출액 결과를 가지고 추정한
마진율인 채소류 22.0%, 과일류 17.6%의 추정치와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의 소매단계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는 점포의 평균 마진율은

것은 구매 상품 중 단기간에 팔지 못하고 폐기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페기물량의 손해를 판매물량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구매물량 중 판매하지 못하고 페기하거나 자가 소비하는
비중이 채소류

12.2%,

과일류

10.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1. 점포의 평균 마진율
구분

빈도

5% 미만
5∼10% 미만
10∼15% 미만
15∼20% 미만
20∼25% 미만
25∼30% 미만
30% 이상
합계

12
182
65
167
22
32
480

단위: 개소,

비중

2.5
37.9
13.5
34.8
4.6
6.7
100.0

표 3-22. 상품성 저하로 인한 폐기 및 자가소비 비중
채소류
과일류

구분

%

단위:

폐기 및 자가소비 비중
12.2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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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는 점포 비율은 11.8%에 불
과한 수준이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이 가장 중요한 결제수단이라는 비율
은 3.6%로 나타나고 있다. 현금 판매의 비율이 대형마트 등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영업규모의 영세성과 1회 판매규모의 영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판매대금 결제 방식은 현금결제가

세성뿐만 아니라 사업장 등록률이 낮은 임의사업자라는 측면에서도 그 원인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판매 비중이 낮
다는 사실은 최근 수요자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전통시
장의 경쟁력 상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23. 점포의 농산물 판매 시 대금 결제 방법
전부 현금 판매
신용카드 판매
온누리 상품권
기타

구분

비중

단위:

%

84.4
11.8
3.6
0.2
100.0

합계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판매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영업규모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한 요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취급률은 농산물이

27.6%로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업종별 결제수단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현금 매출액 비중이
나타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액 비중은
나고 있다.

89.7%로 가장 높게

8.3%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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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업종별 신용카드 취급 및 결제수단별 매출액 비중

단위: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기타 상품
전체 평균

신용카드 취급률
27.6
80.2
44.3
60.4
57.3

현금
89.7
61.6
80.8
71.9
73.6

%

결제수단별 매출액 비중
신용카드 온누리상품권
8.3
2.0
36.0
2.4
16.9
2.2
26.6
1.4
24.7
1.7

자료: 시장경영진흥원. 각 연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한편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대금 정산 형태를 보면

.

PC 활용률이나 POS

시스템 구축 비율이 극히 낮으며, 대체로 일반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기타 방
식 비율이 약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산시스템은 거래

대금 결제에서 대부분 현금결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3-25. 농산물 판매 정산 방법
구분
PC(컴퓨터) 활용
POS 시스템 구축
일반 계산기 활용
암산 또는 기타 방식
합계

빈도
4
11
344
121
480

단위: 개소,

비중
0.8
2.3
71.7
25.2
100.0

%

전통시장 점포에서 농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판매
한 상품의 교환, 판매상품의 대금 환불, 판매상품의 택배나 배송 등이 있다.
먼저 농산물을 판매한 후 고객이 동일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

61.9%가

교환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교환 조건은 구매자가 상품을 집이
나 식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판매 후 1시간 정도의 이내에서 짧은 기간 내

에 교환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구매자가 구매 상품을 반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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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63

44.2%가 환불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

불 조건은 교환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구매자의 최종 목적지로 가져가지 않
고 구매 후 바로 상품성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짧은 시간일 경우
대금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 후 택배나 배송을 요구할 경우

44.6%가 이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택배나 배송의 조건은 구매 고객이 혼자서 손으로 들고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구매물량이 많거나 무거울 경우와 그리고 택배나 배송처가
시장과 가까울 경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상품 판매와 관련
서비스의 제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청과물의 부패
성과 상품성 하락의 용이성, 중량성 등 상품 특성상 많은 구매자들이 서비스
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26. 점포의 서비스 제공 여부
구분
판매 후 동일상품 교환
판매 후 대금 환불
판매 후 택배, 배송

제공
297(61.9)
212(44.2)
214(44.6)

미제공
183(38.1)
268(55.8)
266(55.4)

단위: 개소(%)

합계
480(100.0)
480(100.0)
480(100.0)

전통시장 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농산물 소매점포의 고객 확보 및 매출
액 증가 방법으로는 ‘상품 신선도 유지’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청과물이 가지는 단기간 내 부패성과 상품성 하락 등 상품적 특성에 기인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농산물 판매 시 구매자의 가장 큰 관심은 역

시 상품의 신선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판매가
격 표시’가

21.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점포 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구매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정확하게 적정가격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상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 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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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구매자는

상인이 제시한 가격에 대해 무조건 흥정부터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통시장 특유의 합의가격 도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매자가 상품의 적정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선도, 가격 수준, 덤과 같은 제공 서비스
를 서로 비교하면서 구매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포 상인의 입장에서 전통시장에서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농산물
의 원산지 표시’로

16.3%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점포에서 농산물의 원산
지에 대해 표시를 하고 있지만, 구매자들은 표시되거나 구두로 알려주는 농

산물의 원산지에 대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낮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격 할인’

10.6%, ‘상품

안전성 보장’

표 3-27. 점포의 매출액 증대 방안
구분

정확한 판매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쿠폰제 실시
상품 신선도 유지
가격 할인
점포 청결 유지
신용카드 취급
친절한 서비스
택배와 무료배송 서비스
판매 후 상품 교환
판매 후 대금 환불
점포 내 소포장
상품 안전성 보장
깔끔한 상품 진열
합계

빈도
104
78
4
182
51
12
3
7
8
5
1
2
17
6
480

3.5%,

단위: 개소,

비중
21.7
16.3
0.8
37.9
10.6
2.5
0.6
1.5
1.7
1.0
0.2
0.4
3.5
1.3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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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청결 유지’ 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격 할인’의 경우 전통
시장 이용자들은 상인들이 제시하는 가격 수준을 적정 가격으로 믿으려 하
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상인의 가격
제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격 할인을 위한 흥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고
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인들은 얘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인의 입
장에서 볼 때 차라리 흥정을 통하여 가격을 할인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가격
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인의 입장에서 고객 확보와 매출액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약하면 상품의 신선도 확보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확보 등 물류적인
측면과 판매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가격, 원산지표시 등) 등의 상적 측면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3. 점포 운영의 문제점
전통시장 내 농산물 점포 상인들이 생각하는 점포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
으로는 ‘낮은 수익성’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연간 구매액과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매점포의 마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취급규모가 영세하여 절대적
인 수익규모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형마트에 비해 낮은 경
쟁력’이라는 비중이

19.0%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업태가 다

른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가장 큰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고객감소와 매출액 감소 추세의 가
장 큰 원인은 인근의 대형마트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 고객감
소’

18.5%, ‘높은 물류비’ 6.0%, ‘높은 점포운영비’ 5.6%, ‘낙후된 시장 환경’
4.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인들이 생각하는 전통시장 점포 운영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전통시장 인
근에 경쟁력이 높은 대형마트가 입지하여 전통시장 고객과 매출액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면서 점포운영의 수익성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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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함께 매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 부담과 점포운영
비가 점포 운영의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운영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는 낙후된 시장 환경의 하드웨어 측면의 개선보다는 유통(물류)비용 및 점포
운영비 등 절감, 대형마트와의 윈-윈 전략 수립, 고객 확보를 위한 상적 및
물류측면의 개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추정한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연간판매액으로 추정된 월평균 매

1,568만 원으로 추정되며, 부류별로는 채소류 점포 1,464만 원,
과일류 점포 1,644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추정된 점포의 유통마진율
을 이용한 점포 당 월 소득은 약 310.5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부류별로
는 채소류 점포 약 322.1만 원, 과일류 점포 약 289.3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출액은 평균

표 3-28.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의 문제점
구분

낮은 수익성
높은 물류비
고품질 농산물 조달의 어려움
지속적인 고객 감소
대형마트에 비해 낮은 경쟁력
높은 점포 운영비
낙후된 시장환경
상인의 낮은 교육경쟁력
시장상인회의 무능함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청결하지 못한 점포 내부
개별적 물류활동
기타
합계

빈도
190
29
5
89
91
27
23
3
1
20
1
1
480

단위: 개소,

비중
39.6
6.0
1.0
18.5
19.0
5.6
4.8
0.6
0.2
4.2
0.2
0.2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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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농산물 월 평균 점포 운영비는 약
고 있다. 월 운영비 중 인건비는 월평균

55만 1천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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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19만 1천원 수준으로 점포운영비의
약 3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기료 18.6%, 판매자재
비 7.4%, 청소비 6.2%, 각종 회비 5.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세공과금
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점포의 월 점포운영비 중
조세공과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사업등록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55만 4천원이
며, 부류별로는 채소류 267만 원, 과일류 234만 2천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
고 월 소득 중 점포운영비의 비율은 점포당 평균 17.7%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류별로는 채소류 17.1%, 과일류 19.0%로 추정된다.
농산물 점포의 운영비를 고려한 점포의 월 순수익은 평균

표 3-29. 점포 운영비 현황
구분

전기료
수도료
판매 자재비(봉투, 노끈, 테이프 등)
청소비용
점포 운영 관련 각종 회비
종업원 인건비
기타 점포 운영비용
점포 수리비
조세공과금
합계

주: 조사 대상 점포의 평균 비용임.

비용
102,760
16,030
40,680
34,410
30,330
191,330
119,530
8,950
7,188
551,208

단위: 원,

비중
18.6
2.9
7.4
6.2
5.5
34.7
21.7
1.6
1.3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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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점포의 물류실태
2.4.1. 점포 내 물류실태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물류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
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장비(시설)는 냉장고가

68.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
로 1톤 트럭 55.9%, 승용차 35.0%, 소형냉동고 16.7%로 나타나고 있다. 점포
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장비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점포면적이 협소한 상태에
서 물류장비도 선도유지와 상품 조달과 관련된 소형 장비 중심으로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점포 내 고부가가치 물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선별 재포장 작업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포 내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살펴보면 구매한 상품을 점포 내에서 재
선별 재포장하는 비율은 채소류와 과일류 모두 약

30% 수준으로 크게 높지

않은 상태이다. 점포 내 고부가가치화 물류활동이 낮은 요인으로는 점포 면

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관련 물류장비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

표 3-30. 점포 내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구분

냉동창고
냉장고
일반창고
선별 재포장 작업장
별도 사무실
트럭
승용차
기타
미보유

보유 점포 비중
빈도 비중
77
16.7
313
68.0
4
0.9
1
0.2
1
0.2
257
55.9
161
35.0
60
13.0
45
9.8

단위: 개소,

%

시설 및 장비 규모
1개 / 3.2평
1개
11.6평
1평
20평
1톤 / 1대
1대
-

주: 시설 및 장비 규모는 응답 점포 수의 평균 수치이며, 기타 시설 및 장비는 지게차
와 손수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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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시에 부가가치 물류를 통한 상품의 판매 불확실성, 판매기간의 장기화
에 따른 상품성 저하와 추가물류비 증가 등에 대한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높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매물량 중

70% 이상은 박스나 산물형태

로 구매한 물량을 점포 내에서 해체하여 중량이나 부피 단위의 산물로 판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점포 내 재선별 및 재포장 비율
채소류
과일류

구분

재선별 및 재포장 비율
30.8
29.7

단위:

%

55.4%
재배치(뒤집기 등)

점포 내 농산물의 선도관리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물뿌림이나 전시된 상품의

17.2% 등으로 사실상 선도유지를 위한 별다른 상품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비
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상인들이 고객 확보와 매출
액 증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상품의 신선도 유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점포 내에서 별도의 선도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상품의 신선도 유지가 매출액 증대
나 고객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

표 3-32. 점포의 농산물 신선도 관리 방법
구분

구매 후 바로 냉장보관
특별 관리방법 없음(단기판 판매 소진)
수작업 또는 스프레이로 물뿌림, 상품 전시전환 등
재선별 재포장 후 보관
없음
주: 복수 응답 비중임.

단위:

비중
36.5
55.4
17.2
33.9
5.4

%

70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체계 조사 분석

제 협소한 점포면적과 관련 장비나 시설 부족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냉장고 보유 점포의 경우 구매 후 바로 보
관하는 비율이

36.5%,

점포 내 재선별 재포장 후 보관하는 비율이

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33.9% 수

농산물 점포의 안전성 관리방법으로는 ‘구매 시 안전성이 확인된 상품만

구매’한다는 비중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매 시 안전성 확인

은 구매처로부터, 친환경농산물 등의 여부는 주로 판매자의 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말 외

에는 표시나 인증 등 별다른 안전성 확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단골거래처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성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48.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 상인 들은 구

매 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점포 상인들은 단골거래처를 무조건
믿거나 판매자의 말만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유기농산
물이나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가 있는 상품만 구매’(13.9%), ‘안전성에 대한
별다른 관리가 없음’(13.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3. 점포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법
구분
안전성이 확인된 상품만 구매(거래처의 말)
유기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만 구매(인증표시 확인)
구매 후 가금 안전성 검사 실시 및 의뢰
단골거래처 거래로 안전성을 신뢰하고 구매
별다른 관리방법 없음

주: 복수 응답 비중임.

단위:

비중
48.3
13.9
5.2
48.1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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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조달물류 개선 및 거래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상인이 조달물류의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은 ‘개별구매 중심의 조달체계로 인한 높은 물류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상인의 조달물류 특성인 개별

소량 다

빈도 물류의 비효율성과 공동물류 미흡에 따른 비용 증대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품 조달시간에 많은 시간 소요’이라는 응답이

25.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조달물류에서 구매자의 공동물류나 구매처

의 배송물류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조달형태가 점포 상인이 직접 구매처에
가서 소량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품
목 소량 다빈도 구매 형태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가

16.9%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조달처인 ‘도매시장과 산지의 배송물류 미흡’이 12.3%로 나타
나고 있다. 이 외에 ‘시장 내 공동저온저장시설 부재’가 6.3%, ‘협소한 점포
면적’ 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인이 생각하는 조달물류의 문제점으로는 다품목 소량 개별물류와 구매
처의 배송물류 미흡에 따른 물류비 증대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전체의

61.3%

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상품 조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비율이

표 3-34. 농산물 상품 조달(구매) 시의 문제점
구분
상품 조달(구매)에 많은 시간 소요
개별구매 중심의 조달체계로 높은 물류비
도매시장과 산지의 배송물류 연계 미흡
다품목 소량 다빈도 구매로 인한 높은 물류비
시장 내 공동 저온저장시설 부재
점포 내 저온저장시설 부재
협소한 점포 면적
없음
합계

빈도
123
178
59
81
30
8
1
480

단위: 개소,

비중
25.6
32.1
12.3
16.9
6.3
1.7
0.2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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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로 전체 응답자의 93.4%가 개별물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전통시장 농산물 소매점포의 조달물류체계의 문제
점은 개별 물류에 의한 비용 증대, 조달시간의 장기화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장 내 물류시설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 상인들이 생각하는 농산물의 효율적 조달 방안으로
는 ‘시장상인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산지와의 직거래 확대’라고 응답한 비
율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의 핵심은 상인의 조직화 공동물류

실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장상인의 조직화 공동화를 통한
공동구매 배송’이

26.9%, ‘시장상인조직의 공동물류센터 설립과 공동물류활
동 수행’ 20.2%, ‘상인조직을 통한 도매시장 공동구매’ 12.3%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요약하면 농산물 점포 상인 입장에서 효율적인 농산물 조달체계 확
립방안은 상인의 조직화와 공동물류시설 설치를 통한 산지나 도매시장과의
공동구매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5. 효율적인 농산물 조달을 위한 방안
구분
시장상인조직의 공동물류센터를 설립으로 공동물류 수행
시장 상인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공동구매 배송
시장 상인의 조직화 규모화로 산지와 직거래로 구매
시장 상인의 조직화 규모화로 도매시장과 공동구매
잘 모르겠음
합계

단위: 개소,

%

빈도 비중
97 20.2
129 26.9
194 40.4
59 12.3
1
0.2
480 100.0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각하는 농산물 거래 활성화와 비용절감 방안으로는

‘공동구매를 통함 물류비 절감’(24.0%)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인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확대 등 규제 강
화’(18.3%), 점포임대료 인하(15.2%), 낙후된 시장 환경 개선(9.4%), 점포 내
환경개선(9.0%), 점포 내 시설 개선(7.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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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인근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
할수록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완전한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시장 환경 개선
보다는 점포 내 환경개선이 더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
인들이 생각하는 농산물 거래 활성화와 비용절감 대책으로는 공동물류와 비
용절감, 시장과 점포의 환경 개선, 점포임대료 인하 등 경영환경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다.

표 3-36. 전통시장의 농산물 거래 활성화와 고객 증대를 위한 방안
구분
공동구매를 통한 물류비 절감
점포 내 저장시설 확충 등 시설 개선
점포 내 위생적인 환경 개선
인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낙후된 전체 시장 환경 개선
점포임대료 인하
신용카드 결제 확대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 취급
상인의 교육기회 확대로 경쟁력 강화
배송, 택배 등 서비스 개선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시장상인회의 역할 강화
합계

빈도
115
34
43
88
45
73
6
9
11
14
40
2
480

단위: 개소,

비중
24.0
7.1
9.0
18.3
9.4
15.2
1.3
1.9
2.3
2.9
8.3
0.4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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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장

조사 개요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
여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상인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의 고객 및 매
출액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통시장 인근의 대형마트
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와 고객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역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상인 입장에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완전 경쟁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전통시장과 전통시장의 농산
물 거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 소비자를 대형마트를 선호
하는 소비자 그룹과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소비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상대적
인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를 선호하

는 각 소비자들의 시장 이용 및 농산물 구매실태, 구매처별 소비자 인식 수
준, 구매처별 경쟁력 요인 및 문제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일반 현황을 보면 소비자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수준의 분포비율이

53.6%로

300

나타나 대체로 중산

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표본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00만～30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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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700만

16.0%와 18.4%로 전체적으로 표본의
소득분포는 정규분포 형태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대상 소비자의 학력은
대졸비율이 49.6%로 가장 높고 전문대 졸 이하가 46.2%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 소비자의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전체의 77.6%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17.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지
원 수준의 분포가 각각

역별 분포는 대체로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서울 인천 경기 등 수
도권 지역의 분포 비율이

60.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 조사 대상 소비자의 일반 현황
월 가정소득

최종 학력

연령

구분

빈도

단위: 명,

비중

100만 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
400만∼500만 원 미만
500만∼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계

3
20
80
124
144
92
37
500

0.6
4.0
16.0
24.8
28.8
18.4
7.4
100.0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계

123
108
248
21
500

24.6
21.6
49.6
4.2
100.0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85
242
146
27
500

17.0
48.4
29.2
5.4
100.0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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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조사 대상 소비자의 지역별 분포 현황
구분
경기
서울
인천
강원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부산
전북
충북
합계
조사는

500명을

빈도 수
35
209
56
16
25
55
27
12
50
8
7
500

2013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단위: 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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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41.8
11.2
3.2
5.0
11.0
5.4
2.4
10.0
1.6
1.4
100.0

본원 관측센터의 소비자패널

대상으로 웹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설문조사지를

웹메일로 올려 본원의 소비자 패널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자가 직
접 설문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이 직접 설문지에 직접 기록하
는 형식이다. 따라서 조사자를 통해서 견해를 밝히는 방법보다 직접 자신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소비자들을 전통시장 이용을 선호하는 소비자 그룹과
대형마트 이용을 선호하는 소비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설문에 대해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통시장을 선호하
는 응답자의 비율이 29.6%(148명),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69.6%(348명)로 대형마트 선호자가 전통시장 선호자보다
2.4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기타가 0.8%(4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 그룹
은 크게 전통시장 선호 그룹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포함
하는 대형마트 선호그룹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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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소비자의 주요 농산물 구매처별 비중
구분
인근 전통시장(재래시장)
대형마트
인근 기업형 슈퍼마켓
기타
합계

2.

빈도 수
148
264
84
4
500

단위: 명,

비중
29.6
52.8
16.8
0.8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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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비자 그룹별 농산물 구매 실태
주요 구매상품은 전통시장 선호그룹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이 농산물이

9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선호그룹

표 4-4. 소비자의 주요 구매 상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필수품
의류(옷)
공산품
외식(음식점)
기타

구분

합계

단위: 명,

%

전통시장
대형마트
빈도 수 비 중 빈도 수 비 중
143
96.6
85
24.4
1
0.7
23
6.6
2
1.4
4
1.1
85
24.4
1
0.7
115
33.0
3
0.9
32
9.2
1
0.7
1
0.3
148 100.0
3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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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목적이 대부분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해
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 선호그룹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
서 주로 구입하는 상품은 농산물

(33.0%)

24.4%

외 가공식품(24.4%), 생활필수품

등 비교적 다양한 품목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그룹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목적이 농산
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일괄구매하려는 것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그룹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때 전체
구매농산물 중 얼마 정도를 각 그룹이 선호하는 구매처에서 구매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통시장 선호그룹 소비자들의 경우 자기가 구매하는 농
산물을

100%

전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대형마트 선호그룹

2.0%에

0.7%(1명)로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전통시

70% 이상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다는 비율은 71.6%로 나타나 대형마트 선호그룹 소비자들의 58.4%보
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농산물 구매의 경우 전통시장 선호
장 선호그룹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전체 농산물 중

그룹의 전통시장에 대한 충성도가 대형마트 선호그룹의 대형마트에 대한 충
성도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5. 두 소비자 그룹의 농산물 구매 시 구매 비중

단위: 명,

구분

100% 이용
90% 이상 이용
80% 이상∼90% 미만 이용
70% 이상∼80% 미만 이용
60% 이상∼70% 미만 이용
50% 이상∼60% 미만 이용
합계

%

전통시장
대형마트
빈도 수 비 중 빈도 수 비 중
1
0.7
7
2.0
24
16.2
48
13.8
32
21.6
58
16.7
49
33.1
90
25.9
21
14.2
65
18.7
21
14.2
80
23.0
148 100.0
3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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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비자 그룹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대한 농산물 구매 빈도를 살펴
보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선호자 모두 1주일에 한 번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그룹의 소비자들이 3일 이내에 한 번
간다는 비율은 전통시장 선호자 그룹이

41.9%인 데 비하여 대형마트 선호자

21.0%로 나타나 각각 선호하는 구매처를 이용하는 횟수 측면에서 전
통시장 선호그룹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룹은

표 4-6. 농산물 구매 시 이용 빈도
거의 매일
2일 만에 한번
3일 만에 한번
4일 만에 한번
5일 만에 한번
1주일에 한번
10일에 한번
1개월에 한번
2개월에 한번
기타

구분

합계

단위: 명,

%

전통시장
대형마트
빈도 수 비 중 빈도 수 비 중
5
3.4
1
0.3
19
12.8
9
2.6
38
25.7
63
18.1
10
6.8
24
6.9
13
8.8
27
7.8
48
32.4
154
44.3
13
8.8
56
16.1
2
1.4
11
3.2
2
0.6
1
0.3
148 100.0
348 100.0

두 소비자 그룹의 주요 구매 품목을 살펴보면 두 그룹 소비자 모두 배추
무 등과 같은 대중 채소류를 구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
통시장 선호그룹 소비자들의 비율이 대형마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념채소류, 양채류, 과채류, 수입과일류 등의 경우 대형마트 선호 소

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는 비율이 전통시장 선호자들이 전통시장에
서 구입한다는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대중 채
소류의 경우 전통시장 선호자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대형마트보다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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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외 청과물의 경우 대형마트 선호 소
비자들은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전통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채소류와 과일류를 가장 선호하
는 구매처에서 구매한다는 비중은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의 경우
형마트 선호 소비자의

27.3%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12.8%로 대

이는 두 그룹의

소비자들 중 대형마트 선호그룹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청과물 구색이 전
통시장보다 양호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7. 두 소비자 그룹의 주요 구매 품목
구분
대중 채소류(배추, 무, 양배추 등)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고가 채소류(파프리카, 파슬리 등)
대중 과일류(사과, 배, 감귤 등)
고가 과채류(딸기, 수박, 참외 등)
수입 과일류(바나나, 체리, 망고 등)
모든 채소류와 과일류
기타
합계

단위: 명,

%

전통시장
대형마트
빈도 수 비 중 빈도 수 비 중
97
65.5
111
31.9
7
4.7
18
5.2
5
3.4
30
8.6
18
12.2
47
13.5
1
0.7
14
4.0
33
9.5
19
12.8
95
27.3
1
0.7
148 100.0
348 100.0

두 그룹의 소비자들이 각각 선호하는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1회 구
매액은 전통시장의 경우

5,000〜20,000원

정도의 비율이

65.5%이며,

대형마

10,000〜30,000원 정도의 비율이 65.5%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형마트 선호자가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1회 구매하는 구매액이 전통시장
선호자가 전통시장에서 1회 구매하는 구매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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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두 소비자 그룹의 농산물 1회 구매액
구분

5,000원 이하
5,000∼10,000원
10,000∼15,000원
15,000∼20,000원
20,000∼30,000원
30,000∼50,000원
50,000원 이상
합계

단위: 명,

%

전통시장
대형마트
빈도 수 비 중 빈도 수 비 중
8
5.4
4
1.1
36
24.3
46
13.2
30
20.3
76
21.8
31
20.9
79
22.7
25
16.9
73
21.0
15
10.1
47
13.5
3
2.0
23
6.6
148 100.0
348 100.0

두 그룹의 소비자들이 각각 선호하는 구매처에서의 5년 전 대비 농산물
구매 이용 횟수를 변화를 살펴보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이전과 비슷
하다는 응답이 각각

59.5%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그

룹의 소비자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구매처에 대한 이용 횟수의 충성도가 상
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의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선호그룹
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의 이용 횟수가 5년 전에 비해 늘었다고 응답한 비

25.0%로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들이 5년 전에 비해 농산물 구입의 이용
횟수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 14.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산물
율이

구매에 있어서 전통시장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강점이나 경쟁력
이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대형마트의 강점이나 경쟁력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이 농

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과거 5년 전에 비해 전통시장을 더 자주 간다는 비율
이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들이 과거 5년 전에 비해 대형마트를 더 자주 간다
는 비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이 과거 5년 전

에 비해 농산물 구매 시 전통시장을 가는 횟수가 줄어든 비율이 대형마트의
감소율보다 더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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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두 소비자 그룹의 선호 구매처에 대한 이용 횟수 변화

단위: 명,

구분
5년 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5년 전보다 약간 늘어났다
5년 전과 비슷하다
5년 전보다 조금씩 줄어든다
5년 전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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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대형마트
빈도 수 비 중 빈도 수 비 중
6
4.1
5
1.4
31
20.9
45
12.9
88
59.5
194
55.7
21
14.2
95
27.3
2
1.4
9
2.6
148 100.0
348 100.0

한편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매에서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로는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을 뿐
만 아니라 판매 상품의 품질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통시장 선호그룹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의 경쟁력
과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양호한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 및 농산

표 4-10. 농산물 구매 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구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39 26.4 21 14.2 27 18.2
집에서 가까움
4 2.7
4 2.7
4 2.7
단골 상인이 있음
24 16.2 23 15.5 27 18.2
판매하는 농산물 종류가 많음
9 6.1
6 4.1 14 9.5
농산물 품질이 우수함
19 12.8 40 27.0 17 11.5
농산물 신선도가 좋음
45 30.4 34 23.0 26 17.6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2 1.4
3 2.0 10 6.8
상인의 인심과 서비스가 좋음
3 2.0
5 3.4
6 4.1
거래 시 상호간의 정이 있음
3 2.0
5 3.4
정찰가격이 아닌 합의가격임
2 1.4
2 1.4
3 2.0
시설현대화로 시설에 만족함
6 4.1
9 6.1
소상공인을 위함
1 0.7
1 0.7
기타
148 100.0 148 100.0 148 1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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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구색양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우수한 품질, 상인 서비스, 상
인과 소비자의 정, 가격결정 방식, 시설과 쇼핑 환경, 소상공인을 위하는 마
음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이나 강점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 선호그룹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매 시 대형마트를 자
주 이용하는 이유로는 집에서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데 위치하거나 농산물
외의 모든 상품을 일괄 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이고 좋은 쇼핑환
경과 신용카드 등 결제방식이 다양한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수
한 품질, 품질대비 저렴한 가격, 판매자의 서비스, 농산물 안전성, 교환과 환

불의 편리성, 원산지 신뢰성 등의 요소는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대형마트의 경쟁력이나 강점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1. 농산물 구매 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81 23.3 21 6.0 14 4.0
집에서 가까움
48 13.8 38 10.9 29 8.3
위생적이고 쇼핑환경이 좋음
22 6.3 23 6.6 33 10.3
판매하는 농산물 종류가 많음
11 3.2 9 2.6 6 1.7
고품질 농산물이 많음
22 6.3 20 5.7 9 2.6
농산물 신선도가 높음
11 3.2 8 2.3 12 3.4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 - 2 0.6 4 1.1
판매점원의 서비스가 좋음
15 4.3 24 6.9 11 3.2
농산물 안전성을 믿을 수 있음
17 4.9 34 9.8 26 7.5
정해진 가격에 구매하기 편리함
82 23.6 58 16.7 37 11.2
한 장소에서 일괄구매가 가능함
12 3.4 39 11.2 32 9.8
복잡하지 않고 주차하기 편함
2 0.6 23 6.6 18 5.2
상품교환과 환불하기 편함
10 2.9 33 9.5 56 16.1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함
다양한 포장규격으로 구매가 편리함 7 2.0 7 2.0 34 9.8
5 1.4 9 2.6 19 5.5
원산지를 신뢰할 수 있음
3 0.9 - - 1 0.3
기타
348 100.0 348 100.0 348 100.0
합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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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의 소비자들이 각각 선호하는 구매처를 이용하는 이유는 두 구매처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 집에서 가까운 양호한 접근성을 제외하면 차이가 나
고 있다. 먼저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요 이유는

크게 품질대비 저렴한 가격, 좋은 신선도, 농산물의 구색 양호 정도로 나타나
고 있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주요 이

유는 크게 농산물과 다른 품목의 구색양호(일괄쇼핑의 편의성), 위생적이고
좋은 쇼핑환경, 편리한 주차, 다양한 결제방식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때 주요한 고려
사항으로는 판매상품의 원산지, 농산물 신선도, 농산물 가격 수준, 상품 품질
수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1순위로 선택한 이유 중 위의 4가지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산지, 잔류농
약 성분 등 안전성, 브랜드, 판매상인 서비스, 결제형태, 쇼핑환경, 판매시설
의 위생성 등은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사항이 전체의

표 4-12.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구매 시 고려사항
구분

원산지 여부
품목별 국내의 생산지
농산물 가격
품질 수준
농산물 신선도
잔류농약성분 등 안전성
농산물 브랜드
판매상인 서비스(배송 등)
결제형태(현금, 신용결제 등)
판매시설의 편의성과 시설환경
농산물 취급의 위생성
합계

1순위
빈도 비중
53 35.8
8 5.4
21 14.2
25 16.9
35 23.6
4 2.7
1 0.7
1 0.7
148 100.0

단위: 명,

%

2순위
3순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7 11.5 17 11.5
11 7.4 13 8.8
33 22.3 43 29.1
32 21.6 27 18.2
48 32.4 29 19.6
6 4.1 4 2.7
- 1 0.7
- 2 1.4
- 2 1.4
- 3 2.0
1 0.7 7 4.7
148 100.0 1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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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때 주요한
고려사항으로는 판매상품의 원산지, 가격 수준, 농산물 신선도, 품질 수준 등

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의 고려사항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들이 1순위로 선택한 이유 중 위의 4가지 고려
사항이 전체의

88.9%로

전통시장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3.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구매 시 고려사항
구분

원산지 여부
품목별 국내의 생산지
농산물 가격
품질 수준
농산물 신선도
잔류농약성분 등 안전성
농산물 브랜드
판매상인 서비스(배송 등)
결제형태(현금, 신용결제 등)
판매시설의 편의성과 시설환경
농산물 취급의 위생성
반품이나 결제대금 환수 여부
기타
합계

1순위
빈도 비중
150 43.1
17 4.9
35 10.1
50 14.4
74 21.3
10 2.9
1 0.3
- 1 0.3
9 2.6
1 0.3
- - 348 100.0

단위: 명,

%

2순위
3순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38 10.9 38 10.9
20 5.7 24 6.9
84 24.1 65 18.7
70 20.1 66 19.0
72 20.7 56 16.1
19 5.5 15 4.3
3 0.9 7 2.0
2 0.6 5 1.4
9 2.6 16 4.6
17 4.9 25 7.2
12 3.4 14 4.0
1 0.3 17 4.9
1 0.3 - 348 100.0 348 100.0

두 그룹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구매처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주요한 사항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매처별 특성에 따라 고려사
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즉 어떠한 구매처에 있어서도 구매 시 소비자들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신선도, 가격대비 품질 수준, 원산지 여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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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비자 그룹별 선호시장에 대한 인식
두 그룹의 소비자들이 각각 선호하는 시장의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의 농산물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응답한 비율이

91.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것은 앞의 분석에도 나타나듯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전통시장
의 강점과 경쟁력이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농
산물의 상대적 가격수준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나타나고 있다.

2.0%에 불과한 것으로

한편 농산물 구매에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응답한 비율이

11.8%로 전통시장의 91.9%보다 매

우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전통시장과는

달리 다른 유통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수준을 농산물 거래에
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이나 강점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
수준이라는 매력에 끌려 대형마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에 비
해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농산물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표 4-14. 소비자의 구매처별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명,

매우 싼 편
약간 싼 편
비슷한 수준
약간 비싼 편
매우 비싼 편
기타

구분

합계

%

전통시장
대형마트
빈도 수 비 중 빈도 수 비 중
33
22.3
103
69.6
41
11.8
9
6.1
78
22.4
3
2.0
201
57.8
20
5.7
8
2.3
148 100.0
3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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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수준이며, 전통시장과 비
22.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두 그룹의 소비자들이 각각 선호하는 농산물 구매처의 품질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농
산물의 품질이 대형마트의 농산물보다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9.6%로 나

타났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
물의 품질이 전통시장보다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51.2%로 나타

나 전통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농산
물 품질이 전통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2.2%로 나타나 전

체적으로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농산물 품질이 전통시장과 비
교할 때 약간 좋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 그룹
소비자들의 각각의 구매처에 대한 농산물 품질에 대한 평가는 전통시장 소
비자들의 전통시장 품질에 대한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앞의 두 그룹 소비자들의 가격수준에 대한 인식 결과와 비
교해 보면 전통시장 선호자들은 전통시장의 농산물이 대형마트보다 품질도
좋고 가격수준도 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선호자들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 좋다고

표 4-15. 소비자의 구매처별 농산물 품질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명,

구분
매우 우수
어느 정도 좋은 편
비슷한 수준
약간 나쁜 편
매우 나쁜 편
잘 모르겠다
합계

%

전통시장
대형마트
(대형마트 대비) (전통시장 대비)
빈도 수 비 중 빈도 수 비 중
15
10.1
1
0.3
88
59.5
177
50.9
34
23.0
147
42.2
11
7.4
20
5.7
3
0.9
148 100.0
3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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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정하고 있으나 가격 수준은 전통시장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 요소 두 가지만을 고려할 경
우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호 이유는 전통시장의 좋은 품질과 저
렴한 가격 수준이라 할 수 있고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호 이유는
품질 요소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가격요인으로는 크게 설명할 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그룹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상품 및 시장시설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보았다. 먼저 두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
면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이 대
형마트 상품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7.7%로서 대형마트 소비자들의

62.9%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거래 상품의 안전성이
대형마트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12.8%로 대형마트보다 훨
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도 거래되는 상품의
안전성에서는 전통시장 상품이 대형마트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거래되는 농산물의 취급 위생성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이 생
각하는 전통시장 상품 취급의 위생성이 대형마트보다 좋지 않다는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시 상품의 안전성과 마찬가지로 전통
시장 선호 소비자들은 상품취급의 위생성에서도 대형마트보다 좋지 않은 것
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시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구색을 살펴보면 두 그룹 소비자들은 각각
선호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구색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인정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그룹의 소비자들은 각각 자기들이 선호하는
구매처에서 농산물의 일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두 그룹 소비자들의 상품 신선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두 그룹 소비자
모두 자기들이 선호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신선도가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각

60.8%와 62.6%로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두 그룹 소비자들의 선호시장 상품의 신선도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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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각각

7.4%와 4.9%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요약하면 두 그룹 소비자들의 농산물 신선도에 대한 인식은 전통
시장 소비자나 대형마트 소비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농산물 판매시설에 대한 두 그룹 소비자들의 인식
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선호자들의 경우 전통시장 농산물 판매시설이 대형마

15.6%로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시설
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 84.5%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트보다 좋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통시장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의 판매시설이 대형마트보다 나쁘다고 응답하
는 비율이

50.0%에

이르고 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전체적인 쇼핑 편의성에 대해서는 농산물 판매시
설에 대한 인식 수준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

표 4-16. 두 소비자 그룹의 상품 및 구매처에 대한 인식 수준
매우 어느 정도
구분
좋은 좋은
수준 수준
상품 전통시장 1.4 27.7
안전성 대형마트 3.4 62.9
취급 전통시장 1.4 27.0
위생성 대형마트 11.5 71.3
취급 전통시장 12.8 50.7
구색성 대형마트 19.3 53.2
상품 전통시장 12.2 48.6
신선도 대형마트 11.5 51.1
판매 전통시장 0.7 14.9
시설 대형마트 21.3 63.2
- 10.8
쇼핑 전통시장
편의성 대형마트 54.9 39.4
4.1
주차 전통시장 0.7
시설 대형마트 64.1 31.0

단위:

비슷한
수준
57.4
32.8
38.5
16.7
26.4
20.4
31.8
31.9
34.5
14.7
21.6
4.9
6.1
4.6

나쁜
수준
12.8
0.6
32.4
0.6
9.5
6.9
7.4
4.9
48.0
0.6
58.8
0.6
50.7
-

%

매우
나쁜 잘 모름
수준
0.7
0.3
0.7
0.7
0.3
0.6
2.0
0.3
8.8
0.3
38.5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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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쇼핑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10.8%에 불과한 데 비하여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들의 상대적 비율은
94.3%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주차시설의 경우 역시 전통시장 시설이 좋다고
대답한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의 비율은 4.8%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들의 상대적 비율은 95.1%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이상의 소비자 그룹별 선호시장에 대한 인식 분석을 요약해 보면 두 그룹
별 소비자들은 각각 자기들이 선호하는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
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 강점이나 경쟁력으로는 전통시장 거래 상품
의 저렴한 가격, 좋은 품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시장에서 농산

물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의 저렴한 가격 수준,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 때문에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강점 또는 경쟁적 우위요인으로 거래상품의
안전성, 상품취급의 위생성, 좋은 판매시설 등 쇼핑의 편의성, 주차시설 등이
나타났다. 즉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대형마트 농

산물의 가격 수준이 전통시장에 비해 약간 비싸도 대형마트가 가지는 상품
의 안전성과 취급의 위생성, 깨끗한 시설과 주차 등을 포함한 편리한 쇼핑
환경 때문에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두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품질 수준, 상품 구색, 상품 신선

도에서는 두 그룹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상대적 비율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다.

2.3. 전통시장 경쟁력 요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식
앞에서 두 그룹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각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대해
생각하는 농산물 거래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여 두 시장의 상대적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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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파악하였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
게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
사하였다. 그리고 반대로 농산물 구매에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
게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경쟁력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상대적 경쟁
적 우위 요소는 ‘저렴한 가격 수준’과 ‘양호한 접근성’이 전체의

72.3%로 가

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대형마트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접근의 용이성’

요소를 제외하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가지는 가장

뚜렷한 경쟁력은 ‘저렴한 가격 수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에서

의 소비자의 인식분석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전통시장

의 상대적 경쟁력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원하는 분량만큼 구매가 가능’

‘서민

문화 훈훈한 인정 사람 사는 분위기’ 등 주로 전통시장의 오랜 거래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가격, 덤 문화, 지역공동체 문화 등과 관련되고

표 4-17. 대형마트 대비 전통시장의 경쟁력 요인
구분
인근에 있어 쉽게 갈 수 있음
전체 상품 구색이 다양함
상품의 품질이 우수
대체로 가격이 저렴
다양한 서민 문화
판매상인의 훈훈한 인정
시장마다 문화적 특성
원하는 만큼 구매 가능
반품이나 대금환수가 가능
시장 전체의 사람 사는 분위기
다양하고 저렴한 먹을거리
합계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47 31.8 19 12.8 16 10.8
9 6.1 9 6.1 6 4.1
6 4.1 15 10.1 11 7.4
60 40.5 44 29.7 11 7.4
7 4.7 11 7.4 14 9.5
7 4.7 6 4.1 13 8.8
2 1.4 4 2.7 12 8.1
5 3.4 25 16.9 22 14.9
- - 2 1.4 1 0.7
4 2.7 3 2.0 12 8.1
1 0.7 10 6.8 26 20.3
148 100.0 148 100.0 1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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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분량만큼 구매가 가능한 것은 전통
시장에서의 거래 단위는 주로 무게나 개수 단위로 거래되는 소매이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농산물 거래에서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대
형마트의 상대적 경쟁적 우위 요소는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쇼핑 대상 상품
구색의 다양성’과 ‘접근의 용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접근의 용이성 요소를 제외하면 전통시장에 비해 대형마트의 가장 뚜렷한
우위 요소로는 ‘쇼핑 상품 구색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형
마트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어려운 농산물을 포함한 일괄쇼핑이 가능한 쇼핑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양호한 쇼핑시설과 환경’, ‘편리한 주차시
설’, ‘신용카드 결제 가능’, ‘원산지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요소 등이 상대
적인 경쟁력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8. 전통시장 대비 대형마트의 경쟁력 요인
구분
인근에 있어 쉽게 갈 수 있음
전체 상품 구색이 다양함
상품의 품질이 우수
대체로 가격이 저렴
쇼핑시설이나 환경이 좋음
가격 흥정이 없음
원산지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다양한 포장 규격
반품이나 대금환수가 가능
신용카드 거래 가능
좋은 주차시설
판매원의 좋은 서비스
기타
합계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65 18.7 13 3.7 18 5.2
150 43.1 63 18.1 38 10.9
10 2.9 19 5.5 17 4.9
4 1.1 10 2.9 11 3.2
41 11.8 90 25.9 45 12.9
10 2.9 40 11.5 23 6.6
25 7.2 20 5.7 35 10.1
3 0.9 11 3.2 36 10.3
4 1.1 11 3.2 33 9.5
15 4.3 25 7.2 45 12.9
20 5.7 44 12.6 44 12.6
- 1 0.3 3 0.9
1 0.3 1 0.3 348 100.0 348 100.0 3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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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의 쇼핑시설 및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농산물 구매에서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생
각하는 전통시장의 시설 및 쇼핑 환경의 문제점으로는 대체로 주차시설 부
족, 화장실 등 비위생적 시설, 고객쉼터 부족, 기상 관련 전천후 시설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두 그룹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전통
시장과 대형마트의 상대적 경쟁력 요인 분석 결과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
다. 즉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시설과 쇼핑환경 비교에서 볼 때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편의성 면에서 불
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의 거래 및 관련 시
스템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전통시장 선호자들은 거래 시에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이나 문제점으로 신용카드 결제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
형마트의 경우 결제방식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에

표 4-19.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시설 및 환경 관련 문제점

단위: 명,

구분

주차장의 부족
화장실 부족 및 비위생적
고객 쉼터 부족
점포시설이 좁고 비위생적
시장 내 조명이 어두움
비나 눈을 막아주는 시설 부족
통로가 좁고 비위생적
냉방시설 및 난방시설 부족
상품이나 짐을 보관할 장소 부족
먼지가 많고 소음이 심함
기타
합계

%

1순위
2순위
빈도 수 비 중 빈도 수 비 중
84
56.8
14
9.5
16
12.2
36
24.3
12
8.1
20
15.5
14
9.5
16
10.8
1
0.7
5
3.4
20
13.5
10
6.8
8
5.4
3
2.0
14
9.5
14
9.5
1
0.7
2
1.4
1
0.7
148 100.0
1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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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대적 불편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구매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결제가 가능하지만 전통시장의 경우 앞에서
통계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신용카드 결제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결제방법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신용카드 매출액 비
중이

10%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를 포

함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전반적인 쇼핑 결제에서 대체로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전통시장의 농산물 구매에서 느끼는 결제방식
의 제한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거래 시스템
의 문제점 중 결제방식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7.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거래시스템 관련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두 번째는 거래 영
수증을 잘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와 관련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앞에서 제기된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의 결제
방식별 매출액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통시장 농산물 취
급 점포 상인들의 영업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사업자 등록비율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영세한 영업규모에서 신용카드 거래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상

인들은 현금 거래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 등록비율이 매출액 규모가
낮아 세금 관련 문제와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거래시스템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시장 내 품질이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분
석된 인식에서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원산지 관련 신
뢰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시스템 관련 문제점으로서는 구매한 상품의 환불이
나 반품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앞에서의 상인 조사와 확인 결과 농산물의 특
성상 환불이나 교환은 구매 후 아주 단기간 내에 같은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
고는 있으나, 실제 환불 또는 교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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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전통시장의 농산물 거래시스템 관련 문제점
구분
영수증을 잘 받을 수 없음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적
반품이나 환불이 어려움
택배나 배송시스템이 없음
품질이나 안전성 검사시스템이 없음
품질이나 가격분쟁 해결시스템이 없음
상인의 서비스의 불만족
기타
합계

빈도 수
32
70
13
5
19
6
2
1
148

전통시장

단위: 명,

%

비중
21.6
47.3
8.8
3.4
12.8
4.1
1.4
0.7
100.0

전통시장 선호자들이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에서는 ‘소포장 규격 상품의 구매가

어렵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대한 전통시장의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는 사실
을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특성 중에서도 뚜렷한 것은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전통시장의 농산물 소비자들도 가정
의 가족 수와 냉장고 용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포장된 소포
장 상품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농산물 취급 점포 상인의 조달체계를 보면 구매물량의 대부분을 도매시장으
로 구입하고 있으며, 구매 상품의 대부분이 대용량 박스나 무게나 다발 단위

의 산물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의 판매단위
는 대용량 박스를 해체하거나 무게나 산물단위로 판매하는 실정이다. 그 결

과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와 점포 거래형태는 부합하자 않는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조사되고 분석된 것과 같이 ‘산물 판매에 따른 적정 가

격수준에 대한 신뢰성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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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장의 가장 뚜렷한 경쟁력 요소를 ‘저렴한 가격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

만 정확한 가격 수준의 비교와 계측에 의한 느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전통시장 가격형성의 특성 상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판매가 늦어짐에
따라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가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에 의한 덤의 문화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비자는
객관적인 가격 수준 판단의 정보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전통시장 거래 상품 관련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산

물 거래에 따른 비위생성’, ‘상품의 안전성 신뢰성 미흡’, ‘원산지 표시 등 각

종 표시에 대한 신뢰성 미흡’, ‘시설 부족에 따른 신선도 미흡’ 등을 지적하
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에서 조사 분석된 점포 상인조사는 물론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지속적 매출액 및 고객
감소 이유로는 먼저 주차공간의 부족과 주차 편의성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것은 현재 소비자들의 쇼핑형태와 전통시장 시설이 정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일반
적인 소비자들의 쇼핑 형태는 집에서 가까운 근접시장 등을 제외하면 대부

표 4-21.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 상품 관련 문제점
구분
소포장 규격으로 구매하기 어려움
저울이나 개수 단위로 거래로 불편
산물로 거래되어 위생적이지 못함
산물로 거래되어 적정가격 신뢰 미흡
냉장시설 부족으로 신선도 의심
상품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 부족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심
기타
합계

빈도 수
40
12
20
23
14
20
18
1
148

단위: 명,

비중
27.0
8.1
13.5
15.5
9.5
13.5
12.2
0.7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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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소비지 근린생활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내 별도의 주차공간이 있어도 주차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장 주위
를 둘러싸고 포장마차나 리어카 이동상 등이 밀집하고 있어 사실상 자동차
를 이용한 전통시장 쇼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농산물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전통시장
의 매출액 감소를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
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상인조사와 같은 결과이다. 점포 상
인들도 전통시장의 지속적 매출액 및 고객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지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결국 전통시장의
매출액 및 고객 감소에 대한 이유는 점포 상인이나 소비자 모두 인근에 있는

표 4-22. 전통시장 농산물 매출액 및 고객 감소 이유

단위: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구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인근에 대형마트가 많음
54 36.5 18 12.2 16 10.8
인근에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있음
8 5.4 8 5.4 5 3.4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편의성 미흡 62 41.9 45 30.4 9 6.1
상품의 선택권이 적음
4 2.7 13 8.8 13 8.8
신선도가 떨어짐
- - 7 4.7 4 2.7
안정성 원산지에 대한 신뢰 부족
5 3.4 10 6.8 13 8.8
가격이 저렴하지 않음
5 3.4 4 2.7 6 4.1
청결상태가 좋지 않음
- - 10 6.8 15 10.1
위생관리가 좋지 않음
2 1.4 3 2.0 4 2.7
고객의 편의시설이 부족함
- - 6 4.1 11 7.4
신용카드 구매가 불가능함
4 2.7 13 8.8 29 19.6
교환, 환불, 택배서비스가 어려움
4 2.7 5 3.4 19 12.8
쿠폰, 할인행사 등의 이벤트 부족
- - 5 3.4 4 2.7
기타
- - 1 0.7 - 합계
148 100.0 148 100.0 1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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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전통시장이 경쟁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고객과 매출
액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시
장 상인이나 전통시장 선호 고객 모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완전한 경쟁
관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통시장 소비자가 생각하는 전
통시장 고객 및 매출액 감소 이유로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과 전통시장의 주차공간부족이라는 비율이 1순위에서 전체의
나고 있다.

78.4%로 나타

그 외에 전통시장의 고객 및 매출액 감소 요인으로는 신용카드 결제의 어
려움과 환불 교환 택배서비스의 어려움 등 거래 관련 시스템 미흡, 쇼핑시
설의 위생성, 전체 쇼핑상품의 구색 미흡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농산물 거래에서
전통시장 선호 소비자와 대형마트 선호 소비자 모두 농산물 거래 시스템의
우선적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 시스템 문제 개선이 우
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통시장 소비자와 대형마트 소비자가 각각

58.8%와 59.8%로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
의 거래 시스템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앞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결제방식 도입, 거래 영수증 발급, 시장 내 안전성 검사 및 인

증시스템 확보, 환불 택배 등 거래서비스 개선, 가격 원산지 등 각종 표시제
도 도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의 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
트 소비자 모두 주차장, 시장 내 점포 등 시설 관련 문제점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차공간의 확보, 전통시장의 점포 및 시설환경 개선, 화장실
이나 점포시설의 위생환경 개선, 고객쉼터 확보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상품의 표준화와 객관적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고객이 판매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격
표시제나 거래규격의 표준화, 소포장 상품 거래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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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전통시장 농산물 거래 활성화 방안
구분
주차장, 점포 등의 시설 현대화
농산물 거래 시스템 우선적 개선
거래상품의 객관성과 표준화
서비스나 마케팅 능력 향상의 교육
합계

단위: 명,

%

전통시장
대형마트
빈도 수 비 중 빈도 수 비 중
50 33.8
89 25.6
87 58.8
208 59.8
10
6.8
39 11.2
1
0.7
12
3.4
148 100.0
3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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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시장의 경쟁력 현안

1.1.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 요인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 상인 및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
조사와 현지 전통시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통시장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내생적 요인, 거래상품과 시스템, 구매환경과 시설, 물류
요인, 경영환경, 외부환경, 관련 정책 등 7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내생적 요인으로는 전통시장 입주 점포나 소비자의 의지에 의해 단기 또
는 중기적으로 바뀔 수 없는 요인으로 시장의 입지, 시장 및 상권규모, 농산

물 취급의 전문성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상품과 거래시스
템과 관련된 사항은 거래방법, 가격결정방식, 상품표시제도, 거래단위, 신선
도와 품질, 포장형태, 대금결제 시스템, 거래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구매환경 및 시설요인에는 시장 내 점포배치 및 쇼핑 동선, 점포 및 시설

의 청결성과 위생성, 시설의 노후화와 쇼핑의 편의성과 쾌적성, 시장접근성
과 주차 편의성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물류적인 요인으로는 영업 관련
물류 및 지원시설 배치나 활용 정도, 물류합리화와 비용절감 가능성, 상품

조달 및 배송체계, 시장 내 물류시설 및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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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전통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경쟁력 요인
주요 내용
대형마트 인접성 및 소비자 접근성
내생적 ▪시장 입지 및 특성 시장규모 및 상권규모, 농산물 취급 전문성
요인
(취급물량 및 점포 수, 취급 농산물의 구색성 등)
거래 및 판매방식(기법)
부피 등)의 신뢰성
▪거래체계 및 가격 거래단위(중량과
가격의 신뢰성(품질 및 타 업체 대비 가격 수준)
상품 신뢰성(원산지, 등급 등에 대한 신뢰성)
거래체계
거래상품 ▪취급상품 특성 거래상품의 신선도, 거래상품의 품위와 품질
거래상품의 포장형태와 규격 등
방식(현금 또는 신용카드 거래방식 등)
▪대금결제/정산 대금결제
결제 후 환불 여부 등
내 점포배치 및 쇼핑 동선
▪구매환경 요인 시장
점포
및 동선의 청결성과 위생성
구매환경
노후화와 위험성 정도(전기 등)
시장시설 ▪시장시설 요인 시장시설의
시장시설의 쾌적성(냉난방시설 유무)
시장접근성 및 편의성
관련 물류 및 지원시설 배치 활용 정도
▪물류시설 요인 영업
물류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가능성
물류합리화
구매 후 배송기능 여부
▪물류서비스 요인 시장 내 위탁보관소 여부 등
상인의 점포 규모 및 취급물량
▪경영환경
요인
상인의 경영마인드와 및 마케팅 능력
경영환경
대고객 서비스와 고객유인 능력
조직화
영향력과 리더십
▪조직화와 리더십 시장조직(상인회)의
시장 내 상인조직 간 갈등 정도
신유통업태의 급속한 확산과 경쟁환경 조성 정도
▪유통환경
요인
유통과 ICT의 접목에 대한 대응 능력
외부환경
변화 ▪구매/소비환경 요인 소비자 사회 인구적 구조변화(핵가족, 맞벌이)
여성 취업인구 증가, 고객연령의 양극화 등
지원규모, 지원 절차의 합리성
지자체 지원방식,
관련 정책 ▪정부와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지원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의 적시성
그리고 경영환경과 상인조직화 요인으로는 상인의 점포 및 취급 물류 규
모, 상인의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능력, 대고객 서비스 및 고객유인 능력, 홍
보력, 상인조직화와 조직의 리더십과 조직력 강도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 그
리고 시장 외부환경 변화 요인으로는 신유통업태의 급속한 확산과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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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경쟁 환경 조성 정도, 전통시장 경영과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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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 능력, 소비자의 인구

통게학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관련 정책 요인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규모, 지
원의 적시성, 지원방식의 적합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2.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 저하 요인
전통시장 농산물유통 관련 통계치 분석,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 상인 조

사, 전통시장 소비자 조사 결과,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 상인 현지 면담 조
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 저하와
지속적인 매출액 및 고객 감소 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매우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에서의 농산물 거래의 투명
성 및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전반적으로 대형마트 등과 비교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거래 시스템이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대적 농산
물 거래 및 쇼핑 환경이 낙후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행적 거래방식이 고수되고 있으며, 여전히 거래단위와 적정가격
등에 대한 신뢰성 미흡하고 상품의 원산지나 등급 등에 대한 신뢰성이 미
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제는 대부분 관행적 현금결제로
결제의 스마트화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현금결제의
특성상 결제 후 환불 등의 거래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통시장 내 점포 및 동선의 청결성 위생성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이 있으며,
대형마트 대비 업종별 시장 내 분산된 점포배치로 동선이 길고 복잡하며,
상품의 신선도 유지 등에서도 고객은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내 고객 편의시설이나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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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통시장 농산물의 조달물류나 배송물류 등에서 비효율적인 물류

체계로 인하여 고비용 물류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고객 중심의 분산물류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내 고부가가치 물류 시스템이 매

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세한 개별 조달물류 형태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없으며, 낮은 직거래율과 개별물류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가
나타나고 있고 공동물류 시설이나 관련 시설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정부 비축 농산물 취급을 원하고 있으
나 시장 내 공동물류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취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와 함께 구매 고객을 위한 공동 배송물류시스템은 미흡하여 고객 확
보나 니즈 충족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현재 전통시장의 경쟁력 저하 현안의 중심에는 전통시

장 상인과 상인의 조직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
의 경영마인드 부재와 고객서비스 미흡, 느슨한 상인조직화와 전통시장 문
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과 추진력 상실 등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 대비 대
고객서비스와 고객유인 전략의 수립과 운용능력이 부족하며, 대형마트를
경쟁관계로만 인식하여 지속적인 경쟁력 열세 속에서 정부의 지원정책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조직(상인회)의 기능과 역할 미
흡하고 느슨한 조직화로 인한 공동유통이나 공동물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쟁력 제고나 경영혁신을 위한 구성원의 결속력과 추진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의 증대, 여성 취업인구 증가, 젊

은 고객층의 증가, 자동차 보급률 증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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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비자
구매 소비
패턴 변화
대응력

물류합리화

경영환경
조직화

외부환경
변화
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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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저하요인
주요 내용
거래방식 고수(거래의 투명성 등)
▪거래투명성 및 상품 관행적
거래단위,
가격 등에 대한 신뢰성 미흡
신뢰성 미흡
상품 원산지, 등급 등에 대한 신뢰성 미흡
관행적 현금결제로 결제의 스마트화 미흡
▪거래와 ICT 접목 스마트폰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가 낮은
및 운용능력 미흡 수준
결제 후 환불 등 신뢰성 미흡
점포 및 동선의 청결성 위생성 불만족
대형마트 대비 업종별 분산된 점포배치와
▪쇼핑환경 니즈
동선 복잡
미충족
상품신선도 유지 및 진열 방식의 비위생성
시장 내 냉난방 시스템이 없고, 편의시설
부족
개별 조달물류 형태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없음
▪고비용 저효율 낮은 직거래율과 개별물류에 따른 물류
조달(구매)물류
비용 증대
공동물류 시설이나 설비가 거의 전무
정부 비축농산물 취급 물류시설 전무
구매 후 공동 배송물류시스템 미흡
▪고객 니즈 미충족 고객
소비자
충족 고부가가치 물류기능
분산(판매)물류 구매 후니즈
반환 물류시스템 부족
대형마트 대비 대고객서비스와 고객유인
부족
▪경영마인드 부재 전략
개별상인의
마케팅전략 수립 운용 능력
고객서비스 미흡 미흡
대형마트를 경쟁관계로만 인식
시장조직(상인회)의 기능과 역할 미흡
▪느슨한 상인조직화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조직 리더십 부재 유통 불가능
느슨한 조직화로 경영혁신 여력 부족
핵가족, 맞벌이가구, 여성 취업인구 증가
미흡
▪고객 인구통계적 대응력
젊은
층
고객의 니즈충족 대응력 부족
변화 대응력 미흡 1가구 1차량에
대한 시장진입 및 주차
대응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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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2.1. 전통시장 농산물 물류체계(조달 및 분산물류) 개선 방안
2.1.1. 물류체계 개선의 3가지 대안
현재 농산물이 산지에서 전통시장 점포까지 이동하는 주된 유통경로는 일
부 직거래 유통을 제외하면 도매시장 경로이다. 산지에서 전통시장까지의

경로도 시장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읍면지역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경로는 인근에 도매시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매시장 경유 경로보다 산지에서 생산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직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연구 범위와
대상은 대체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전통시장 중 농산물 취급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농산물 유통경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통
시장 농산물 점포의 물류체계 개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점은 기존의 개별
상인 중심의 도매시장 중심의 조달 물류체계에서 공동물류체계로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그 외 전통시장의 입지와 농산물 취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거래 거래비중의 제고, 산지 소비지 물류시설과의 공동물류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의 대부분이 도매시장에서 상품을 조달(구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달방법은 대부분 매매참가인으로 경

매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고 중도매인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조달물류의 특성은 대부분 개별 영세물류 및 자가물류로 고비용 저
효율 물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물류 형태에서도 자기가 직접 현장

에서 구입하는 다품목 소량 다빈도 물류로 고비용 물류의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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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농산물 전통 상권의 대표적 유통경로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농산물 조달(구매 및 공급)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
효율화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개별 영세물류 비율을 감소시키고 공동물류 비
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와 같
은 도매시장 구매 중심의 전통시장 농산물 조달 물류체계를 고려하면 공동
물류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대안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3가지 대안별 접근 방법은 도매시장과의 고효율 저비용 연계물류체
계 구축(대안1), 산지와의 직거래 확대(대안2), 산지 대규모 물류(유통)센터와
의 효율적 연계체제 구축(대안3)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농산물 조달물류체계 개선의 대안별 방안

대안
대안Ⅰ
(도매시장과의
효율적 연계)

대안별 내용
적용 가능 전통시장
기존 도매시장 조달물류의
도심지 입지시장
저비용 고효율 조달물류화 대도시
농산물
비중이 높은 시장
도매시장 공동수배송센터와
전통시장 물류센터 연계 도매시장 고조달비율 시장
개별상인의 영세 분산적 산지 인근에 청과물 주산지가 입지
대안Ⅱ
직거래 조달체계 개선
하고 있는 전통시장
(산지와의 전통시장
상인조직과 산지조 농산물 비중이 높은 시장
직거래 확대) 직과의 직거래
확대
직거래 고비율 전통시장
대안Ⅲ
상인조직이 탄탄하게
소비지 거점물류센터와 기존
(산지물류센터와의 산지
형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전통시장
연계
효율적 연계)
기존 물류시설이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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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전통시장 조달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별 모형

2.1.2.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간 저비용 고효율 연계체계 구축

Ⅰ)

(대안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간 효율적 연계물류체계 구축은 기존의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 간 전형적인 유통경로인 도매시장 도매상인(중도매

인)-전통시장 상인(소매점포) 간 개별물류가 아닌 도매시장 내 공동배송시설
을 이용한 전통시장 상인조직 간의 공동물류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달물류 형태는 전통시장 내 농산물 소매점포의 스마트 발주에 의한 구매나
또는 전통시장 상인이 도매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상인의 개별물류가
아니라 도매시장에서 공동배송물류시스템을 확립하여 전통시장으로 공동배
송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도매시장의 공동수배송센터와 전통시장 간 공동물류의 장점은
공동물류를 통해 전통시장 소매점포의 조달 물류비용 대폭 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동물류의 주체는 전통시장 상인조직과 도매시

장의 공동배송물류센터 운영조직이며, 물류시설은 전통시장의 공동집배송센
터와 도매시장의 공동수배송센터이다. 이 같은 공동물류는 도매시장 상인의
개별물류를 제3자 물류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
장 농산물 점포는 도매시장의 구색력, 신선도, 등급 규격 다양성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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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활용한 다양한 구매방법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간의 공동물류화는 도매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전통적 도매시장
고객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하여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간 공동물류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우려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공영도매시장
의 경우 시장 내 공동수배송센터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내용으로 대도시 거점도매시장
중심으로 공동수배송센터 설치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응하여 기존 소비지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시장 내 공동집배송 시설
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전통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 내 공동집배송센터의
설치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간 공동물류체계 구축의 우려사항으로는 전통시장
소매상의 공동구매에 의한 거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시장 내 동일부류 취급 상인들이 동일한 도매시장에서 구매하여 공동물
류를 활용할 경우 다른 상인에게 자기의 구매량, 구매품목 등 경영상황이 노
출되는데 대한 거부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단골 구매처와의 결
제방법 변화에 등에 대한 거부감 등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간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또는 선결과제로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공동수배송센터 설치
와 함께 전통시장 내 공동집배송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전통시장 내 상인
의 조직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공동발주 구매가 가능한 규모의 전통시
장 상인의 조직화가 필요하며, 조직화 형태는 협동조합 형태나 기존 상인회
의 법인화 형태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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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의 효율적 연계 모형

2.1.3. 산지 생산자조직과 전통시장 상인조직 간 직거래 시스템

Ⅱ)

구축 (대안

현재 전통시장의 농산물 점포 구매처는 대부분 도매시장 구매비율이 압도
적으로 높지만 일부 산지로부터의 개별물류에 의한 고비용 저효율 조달물류
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대안은 전통시장과 산지 생산자조직 간 직거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직거래 구매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대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조달물류의 특성은 기존의 영세한 개별상인과 개별농가 간 직거
래 형태의 개별물류가 아닌 전통시장 상인조직(업종별 상인조직)과 인근 산
지조직(영농조합법인, 농협 등)과의 직거래 시스템 및 물류활동의 공동화 체

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지 인근 산지와의 농산물 직거래는 로컬푸드 시스템
의 유형으로서 산지입장에서 로컬푸드의 공급 확대와 전통시장 입장에서의
상품조달망 확대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현재 중소기업청
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방안’(2013.

10. 7) 중 전통시장 활성화 핵
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도 유사한 것이다. 중소기업청 정책에서는
2014년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1개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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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지 생산자조직(APC 등)과 전통시장 상인조직(공동집배송센터) 간의 공

동물류의 효율화 장점으로는 전통시장 상인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동
으로 인근 산지조직과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거래 공동물류를 통해 전통시장 소매점포의 조달물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통시장 농산물 상인이

주로 취급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중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과일류) 중심의 직거래로 안전한 공급망 확충이 가능하며, 직거
래로 인한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고객유인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달체계 역시 소매점포의 현장구매
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다양한 발주와 구매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산지 입장에서는 전통시장과 지속적인 직거래 시 로컬푸드시스
템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조직과 생산자조직 간의 직거래 공동물류시스템도
역시 한계와 우려사항이 예상된다. 현재 산지조직과 직거래가 가능한 전통시
장의 업종별 상인조직화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내 산지와의 공동
직거래를 위한 공동집배송시설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직거래 시스템 확

Ⅰ

충의 전제 조건 또는 선결과제는 역시 대안 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내 공
동발주를 위한 업종별 상인조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와 함께 상인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산지조직과 전통시장 상인조직 간 제휴를 통한 직거래와 유통비용
절감 사례로는 전북 고창군과 서울 송파구 관내 5개 전통시장(방이, 마천, 석
촌, 풍납, 새마을시장)이 있으며,

2012년 11월 자매결연을 맺어 고창군의 농
산물을 공동물류로 공급받고 있다. 이는 산지와 소비지 전통시장 간 직거래
를 위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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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산지와 전통시장 간 공동 직거래 모형

Ⅲ)

2.1.4. 산지 소비지 거점물류센터와 전통시장과의 연계(대안
대안

Ⅲ으로서의 공동물류 특성은 전통시장 업종별 상인조직과 전국 단위

의 산지와 소비지에 위치한 거점물류센터 간 직거래 공동물류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산지와 소비지에 위치한 생산자단체(농협)의 거
점물류센터와 과일류 주산단지에 위치한 거점물류센터(대규모
여러 곳에 입지해 있다.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의 전국 5대

APC 등) 등이
물류센터(향후 5

개소 더 확충 예정)와 전국 과일 주산지에 위치한 생산자단체의 거점물류센
터 등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 외에 전통시장 상인조직과 직거래시

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유통기구에는 대도시 중소유통공동도
매물류센터, 시 군유통회사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공동물류체계 구축의 장점으로는 전통시장 고객이 요구하는 거래
상품(소포장 전처리 냉장냉동상품 등)의 조달과 공급이 가능하며, 전국적 거
점물류센터와의 직거래를 통한 도매시장 단계 축소와 공동물류로 대폭적인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도매시장 경로와 경쟁체

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구매방법(직거래,
사이버거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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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의 공동물류체계 구축 역시 대안Ⅰ과 대안Ⅱ와 같은 유사한 문제

점 및 우려사항 및 선결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시장의 문
제점만 해결되면 대안

Ⅱ와 함께 공동물류체계 구축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전통시장 상인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의 관계(외상거래, 인적 유대관계)와는 다른 결제시스템이나 새로운 제도 도

입에 대한 거부감이나 기존 개별구매로 획득할 수 가격결정 및 추가 수익의
노하우 기회 상실로 공동구매 거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공동물류체계 구
축을 위한 선결과제는 역시 전통시장 내 상인의 업종별 조직화와 공동집배
송센터의 설치이다.
전통시장과 소비지 농식품물류센터와의 직거래 사례로는 서울시가 중소유
통업체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내에 개장(2013.

2. 7)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고

→3단계, 물류비용 절감), 야

있는 것이다. 핵심 기능은 유통단계 축소(5단계

간 배송, 수발주시스템 전산화, 취급물품 재고 최소화 등으로 유통비용 절감
과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물류센터의 주요 시설은 상품 입
출하장, 냉동 냉장창고 설비와 배송차량, 지게차, 컨베이어 등 물류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매장면적
이하 슈퍼마켓, 골목가게, 전통시장 상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5-5. 전국권 거점물류센터와 전통시장과의 연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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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산물 거래 시스템(상류체계) 개선 방안
2.2.1. 전통시장의 새로운 경영기반 구축 및 거래기법 도입과 경영

능력 향상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조달 및 분산물
류 등 물류체계 개선과 함께 거래 시스템을 포함한 상류체계의 개선도 동시
에 이루어져야 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새로운 경영기반 구축 및 거래기법
도입 운용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 관행적 현금결제로 신용

카드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 운용되지 못하여 소비자
불만 및 이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CT 활용 등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모바일 결제, 모바일 마케팅기법 등)과 마케팅 활용 미흡 등
새로운 창의 혁신적 경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선 및 추진 과
제로는 첫째,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ICT 접목의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으

ICT와 스마트 라이프에 길들여져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고객층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POS 보급 확대, 모바일 앱으로 이벤트 및 할인행사 정보 제공, 카드 단
말기 보급 확대, 카드결제 모바일 매장 설치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
다. 젊은 고객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며, 배송 시스템에 의해 상품을 배송 받는 쇼핑
환경에 이미 익숙해져있는 상태이다.
둘째,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ICT 기반 관련 교육 및 마케팅 교
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인에 대해 모바일 사용, 스마트
폰 앱 활용 등에 대한 교육과 모바일 마케팅, 인터넷 모바일기기를 통한 고
객 정보제공 기술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시장의
ICT 경영기법 도입과 관련된 필요 교육설비와 장비는 전통시장 육성사업 중
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예산 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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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단지

ICT 경영기법 도입이나 운용 관련 개별 점포 및 상인의 개별
기기와 장비는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ICT 관련 교육에서 전통시장의 점포경영 분야에
경험이 있는 충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민간기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업계약이
나

MOU 체결을 ICT 융합 및 경영기법 확산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할 것이

다. 동시에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마인드 전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현재 소비자가 생각하는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의 강점 또는 경쟁력은 유
일하게 저렴한 가격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반적으로 생

情), 지역공동체 문화 등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각하는 정(

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전통시장의 전통적 가치 제고 외에도 상인

들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 배양도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과의 상생협업을 통하여 대형마트와 같이
고객 중심의 입장에서 고객서비스와 고객유인 전략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
안도도 필요하며, 개별상인의 마케팅전략 수립 및 운용능력 제고 관련 교육
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 민간기업의 전통시장 ICT 접목 사례

참여기업 대상 시장
KT 전국 23개시장
중곡제일,
SKT
인천신기
중부,
LG
신중부시장

주요 내용
- 전통시장 최고의 집을 찾아라 이벤트 및 홍보
- 스마트기기 및 SNS 이용법, 온라인점포 개설 교육
- 태블릿PC 활용 판매 및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할인쿠폰 발송 등
- 스마트 결제시스템 무료 설치
- 전통시장 상품 임직원 전용 온라인몰 입점
전자광고판) 설치
삼성SDS 30개시장 예정 -- 디지털사이니지(옥외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 마케팅전략 교육 실시

자료: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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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통시장 거래의 투명성과 상품 신뢰성 제고
소비자 조사 분석 결과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원산지와 안전성
등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관행적 가격결정 방식(흥정 합

의 방식)에 대한 상품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 역시 명확하지 않고 투명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무리하게 할인과 덤을
요구(전통시장의 문화로 이해)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적정 마진 충족을 위하
여 다양한 판매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품과 거래형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첫째, 소비자가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가장 큰 강점인 저렴한 가격수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농산물 고객 유지를 위

해서는 소비자가 품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소비자의 니즈 충족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동물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소비자가 구매가격에 대
한 신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인의 조달가격과 적정마진을 고려한
가격표시제 도입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에 대한 소비자와 상
인의 기존 인식(흥정 합의가격제에 대한 전통시장의 거래문화로 여기는 인

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가격표시제를 기본으로 개별상인의 고객

유인 및 관행적 거래문화의 접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구매 후 판매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상인의 판단에 의해 가격을 인하하되 반드시 가격표
시제 형태로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제, 인증제 등에 대한 표준화와 제도적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개별 상인 중심의 표시형태, 표시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산지 인증제 표시방법, 표시도구 등에 대한 표
준화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한 구매 전 이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인증표시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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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
통시장 거래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 등과 함
께 안전성에 대한 인증제 등 위생 안전성에 취약한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안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필요 시 정부의 인증을 받도록 하
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전통시장 농수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인증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이나 관할 지자체가 원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
물품질평가원, 해양수산부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품질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전통시장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위생 관련 검
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취급 농산물의 안전성과 위생 검사 결과
가 양호하다면 검사결과를 해당시장의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
유치와 매출액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2.3. 소비자 쇼핑환경 니즈 충족

情) 중심의 정서적 특성을 살리지도 못하면

현재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정(

서 대형마트와 같은 고객서비스나 쇼핑환경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대형마트에 비해 업종별로 분산된 점포 배치는 소비자가 원하는 원스톱
쇼핑이 어렵고 시장 내 복잡한 동선으로 구매 편의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점포와 동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 내 이

동이 불편하며, 점포와 동선의 청결과 위생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점포의 상품 진열방식 및 선도유지 방법이 상대적으로 비위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상품의 신선도와 위생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
형마트와 비교할 경우 시장 내 냉 난방 시스템이 없어 겨울과 여름철 고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情) 중심의 문화와 지역커뮤니티 교류의 장 역할

따라서 전통시장만의 정(

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추진 시 공동휴식 및 교류 공간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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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쾌적한 쇼핑과 원스톱 쇼핑의 편의성을 위하여 시
설현대화사업 추진 시에는 업종별 점포 재배치와 동선 재정리 사업으로 고
객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점포와 동선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하다. 그리고 진열상품의 청결과 위생적인 취급을 위해 업종별(청과, 수산,
축산 등) 특성에 맞는 형태의 표준화된 냉장진열장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2.3. 전통시장 상인의 조직화
2.3.1. 전통시장 내 협동조합 설립 추진 현황
전통시장의 물류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거래 시스템 등 상류체계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시장 내 탄탄한 상인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품 외에 음
식점 등과 같은 서비스업종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통시장 전
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인조직화는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기
존의 친목단체 성격인 시장상인회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서 엄격한 통제와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타탄한 상인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
내 동일 부류나 품목을 취급하는 상인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장 내 상인들은 지금까지 개별점포를 가지고 모든 필요한 물류활
동이나 상적 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조직화를 통한 공동물
류나 공동유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상인조직화에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전통시장의
농산물 취급 상인들이 안고 있는 상품의 조달 배송 등 제반 물류활동의 비
용절감과 효율화, 그리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상적활동 관련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과 운용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는 조직의 공동화를 통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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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오랜 상활동 기간 동안 개별 활동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기존 상인들
의 사업자 등록비율이 낮은 영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인의 조직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인의 조직화를 통한 물류나 상류활동의
공동화는 시장의 유형과 취급상품이 다양한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농산물의 취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고 선별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선별된 전통시장 상인조직화는 일종의 정책적인 모델로 육성

하여 보급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인조직화와 물류공동화
에 대한 집중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받은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농산물유통
의 물류체계 개선과 활성화에 모범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상인조직
화의 촉매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인조직은 여러 가지 조직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친목단체 수준
의 임의조직이 아니라 법인화된 탄탄한 조직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협동조
합 형태의 조직화를 검토하였다.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2012. 12. 1)된 후 2013
년 7월 말까지 2,039개(일반 1,974개, 일반연합 7개, 사회적 58개)의 협동조합
이 설립되었으며,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협동조합은
기존의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농협 등)이 아니며, 지역이나 하는 일로 다
른 사람과 연계하여 조합을 만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으며, 법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5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출자금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다. 협동조합 형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설

립 대상은 보험, 대부 등 금융 관련 제한 종목 외에는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
또한 협동조합 간의 연합을 통하여 규모가 더 큰 협동조합(연합회)도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전통시장 내 협동조합 설립 사례를 보면 대체로 설립 목적이 공동구
매 판매, 공동물류,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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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형태는 대부분 기존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동조합 법인화가 일반적이며,
조합원 범위는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구성원이다. 전통시장 내 협동

조합 설립 사례는 경기북부유통사업협동조합(의정부 4개 전통시장), 거창전
통시장협동조합(2013.

3), 대전(중앙시장, 가수원상점가, 역전시장, 중리시장,
2013. 3), 부산(초량시장, 부평깡통시장, 동래시장), 경기(수원팔달문시장, 용
인중앙시장 등) 등 전국의 40여 개 전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2.3.2. 전통시장 상인의 조직화(협동조합) 형태와 설립 용이성
현재 고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내 상인협동조합 설립 형태는 크게 단일시
장 내 협동조합, 중규모 상권 협동조합, 광역상권 협동조합 등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단일시장 내 상인조합은 다시 동일업종 상인조합(채소, 과일

등), 유사복합업종 상인조합(농수산물), 시장 전체 상인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2〜4개 중소규모 전통시장 협동조합의
연합회 형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A전통시장, B전통시장, C전통시장 각각
의 단일 시장 내 청과물 상인협동조합(3개의 단일 조합)이 모여서 청과물협
동조합 연합회 설립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5개 전통시장 상권 이상의 광
할 것이다. 중규모 상권 협동조합은

상권
규모
단일
시장
중규모
상권
광역
상권

표 5-5. 전통시장 상인의 협동조합 설립 가능 형태
조합원 범위
동일부류 상인
(농산물, 수산물 등)
유사복합부류 상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전체 부류 상인
동일부류 상인
(2～4개 전통시장)
동일부류 상인
(구 군 시 단위)

주요 기능
공동구 판매
공동물류 이벤트
공동구매 판매
공동물류 배송
공동구매
공동물류 배송
공동구매
공동물류(배송)
공동구매

필수 시설
공동물류센터
공동배송장




비고
유통조합
일반조합




공동물류창고 상인조합
개별시장 배송장 물류조합
공동물류창고
물류조합
공동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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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상권을 대상으로 역시 시장별 동일부류 상인 협동조합의 연합회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시장 내 상인협동조합의 설립 용이성은 단일 전통시장 내 동일부류

(예 청과류,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상인조합의 설립 가능성이 가장 높
을 것으로 예상되며, 광역상권 내에 있는 전통시장으로서 농산물 취급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 2～4개의 전통시장별 상인조합을 연합회 형식으로 설립
하는 형태와 단일시장 내 유사복합부류 상인조합의 설립의 용이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 전통시장 상인의 협동조합 설립 가능 형태별 특성

대상 조합원 범위
상권


단일
시장

동일부류

유사복합
부류





시장 전체

중규모 동일부류
상권
광역 동일부류
상권

유리성 (장점)
조합설립 목적을 공유
조합원 간 강한 밀착도
공동사업수익 적극적
수익모델 창출의 용이성
조합설립 목적 공유
상대적 밀착도 강함
공동사업의 한정성
조합원 수는 충분
적립금 확보 용이
사업재원 마련 용이
충분한 조합원 수 확보
조합설립 목적 공유 가능
공동사업의 규모화 유리
공동물류사업 수행 가능
사업재원 확보 유리
공동사업의 규모화 유리

불리성 (애로점)
조합원 수가 한정적
조합원당 출하금 한정
적립금 확보의 어려움
사업재원 마련 곤란
공동수익사업의 어려움
적립금 확보의 어려움
공동수익모델 창출곤란
조합설립목적의식약함
조합원 간 약한 밀착도
조합원 간 약한 밀착도
공동구매사업중심한정
공동수익모델창출곤란
공동구매사업에 한정
수익모델창출의 어려움
조합원 간 약한 밀착도

활성화
가능성
높음
중간
약함
중간
약함

2.3.3. 전통시장 협동조합 설립 추진과제
전통시장 내 농산물 상인협동조합의 설립은 오랜 기간 동안 개별 영업형
태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개별 상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

122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안
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상인조직
화가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상인조합 설립 추진을 원활히 하
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설립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기간까지 관련 지원방
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먼저 설립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
으로 협동조합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공감대 형성, 설립지원 컨설팅 등

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모델
발굴 및 지속가능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공동물
류 등과 관련해서는 시설 인프라(공동구매 저장 물류 배송 등을 위한 물류
센터 등) 설립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그 외에 온라인 홈쇼핑 개설, 관

련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진화된 공동 유통활동 등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초기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원료 구입, 공동물

류장비 구입, 상인 운전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며, 협동조합 내부 투명성 제
고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재 전통시장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
인협업화(협동조합) 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 규모는 조합당 1억 원(공동브
랜드, 공동설비,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수준이다. 또한 현재 국정과제로서

의 전통시장 상인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인조직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

적 기업으로 육성, 다량 염가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정부 비축물자 지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4. 전통시장의 정체성 강화
전통시장 농산물 점포 상인 조사는 물론 전통시장 고객 소비자 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는 상인이나 소비자 모두 전통시장에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열세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관계를 완전히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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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인식하에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
는 한 전통시장의 고객 및 매출액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
금까지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를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이 이루
어져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상인의 경영마인드 전
환, 쇼핑환경 니즈 충족, 소비자 거래와 상품 관련 니즈 충족, 새로운 거래

및 경영기법 도입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및 고객 확보 등에는 큰 관심이 없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통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면서 대형마트와의 관계를 경쟁관계에서 보
완관계로 인식하는 시각을 일부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
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농산물 거래 측면에서 볼 때는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
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참여자의 시장행위, 상품 특성, 공간과 시설 특성, 자

구분
전통
시장

대형
마트

표 5-7.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특성 비교

장점
약점
혼잡으로 불리한 교통입
•근린시장의 경우 접근성 유리 •주변부의
지
여건(자동차
접근성, 주차 편의
•대면판매로 지역민과 유대감 형성 성 등)
•정(情)으로 지역커뮤니티 공간 역할 •체계적 관리어려움과 시장환경
•지역정서와 인구 사회 경제적 특 및 쇼핑 환경의 상대적 비위생성 등
성에 맞는 상품구색 및 거래방법 •개별 상인 중심 운영체제로 공동
형성
활동의 한계 노출
•생성배경과 입지에 따른 다양한 •개별
상인의 마케팅 능력 한계
시장 특성
•시설 노후 및 부대시설 취약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저가격 판매
•높은 기업(브랜드) 인지도
•토지 건물의 제약성으로 시설의
•일괄구매가 가능한 다양한 상품구색 수직적 활용 형태로 고객동선 불편
•주차장 등 시설이용의 편의성 •획일화된 거래형태와 방식으로 고
•다양한 편익시설 확보로 위생적이 객과 상인 간 유대감 및 정의 부족
고 쾌적한 쇼핑환경, 상품 선택의 •대형마트/SSM에 대한 정책적 규제로
편의성
전통시장과 상생협력 곤란
•판매 결제방법의 편의성
•지역 밀착형 경영의 어려움
•고객서비스 우수성과 높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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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력, 참여주체, 상품조달 및 분산 특성, 머천다이징 등 모든 측면에서 서로
큰 차이가 있는 다른 업태이다. 따라서 두 업태의 경쟁력 요인과 강점도 다

情)이라는 정

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가 가지지 못하는 정(

서적 인간적 문화가 나타나고 지역커뮤니티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고객 유지를 통한 활성화와 경
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통시장만의 장점은 살리고 대형마트의 장점을 취하
는 상생전략(win-win전략)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갈등 요인
지역경제
영향
지역자금
흐름
전통시장
침체
유통사업
균형발전
정부의
시장개입

표 5-8.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갈등요인과 입장
전통시장 입장
대형마트로 지역경제 황폐화
요인으로 작용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대형마트에 의해 전통시장 침체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저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

대형마트 입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 요인
제공
본사로 송금되나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은 아님
대형마트 진출 외 다양 복합적
요인이 영향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구조적 문제 선결이 중요
규제는 공공복리를 오히려 저해

자료: 김우형 등. 2012. 12. 대형마트 성장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
리.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대형마트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와 전통시장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상생구조로의 전
환과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업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제5조의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2 대형
법률(목적,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상생협력 범위, 기본방향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상생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경쟁의 사회적 문제점 등에 대해 관련 주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정부 및 지자체)들이 인식을 공유해야 되며,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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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유기적 조직체 구성이 필요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인접
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의 경우 개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특성

(입지, 규모, 지가, 활성화 정도, 경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생
내용(마케팅기법, 운영 노하우 전수, 주차장 등 시설 공동이용, 취급품목 차
별화 등)과 상생유형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업태의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별이나 두 업태의
입장과 위상이 다르겠지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협의를 거쳐 상생협력 내
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

의 내용에는 두 업태 간 취급품목 차별화와 품목 제한 합의, 영업시간 조정,
전통시장 상인가족의 대형마트 직원 채용, 일부시설 및 장비 공동 이용(주차

장, 쇼핑카트 등), 자매결연(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등), 공동발전기금 제공,
공동상품권 발행, 지역상품 구매 및 판로개척과 공동물류 추진, 대형마트의
고객서비스 및 거래기법 전수 교육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지자체들은 일괄적인 의무휴업 대신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을 지원하는 협약 체결 등 상생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마트는

지역
경기
파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포천시
제주시
충북
충주
강원
원주
강원
강릉

표 5-9.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자율조정 사례

조정 휴무일
둘째, 넷째주 중 5일장
매달 1, 15일
둘째토요일, 넷째화요일
둘째금요일, 넷째토요일
전통시장 장날
둘째, 넷째 수요일
둘째, 넷째 수요일

조정 사유
비고
합의서
채택,
전통시장(5일장) 지원 상생협약 체결조례명문
일요일 휴무효과 미미
군부대 면회객 편의제공 합의, 조례 명문화
관광객 불편 최소화
전통시장 매출 극대화
일요일 휴업효과 미미 상생협약 체결
소비자 불편 초래 유통상생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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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개장 대신 전통시장에 할인행사와 고객대상 이벤트를 위한 물품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소외계층 기부, 경영마인드 고객서비스 상품진열 스마
트 거래방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상생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중재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경우 상생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 제정 개정, 민관합동 상생협력 기구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이 필

요하다. 그리고 상생협력 관련 협의 당사자의 중재 역할과 모니터링이 필요

하며, 상생협력을 위한 전통시장의 요청과 대형마트 간 이해관계나 상생내
용, 상생유형 강도 등에 대한 조정과 상생협력에 대한 예산 지원책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유통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상생협력에 관한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시장의
상인조직에 대한 농산물 공동집배송센터 설립 지원, 산지 생산자조직과 전
통시장 상인조직 직거래 연결, 대도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촉진과 도
매시장 내 공동수배송센터 건설의 적극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
통시장 내 물류기반이 완비된 상인조직에 대해 정부의 비축농산물 취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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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1.1. 주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 의정부 제일시장
○ 의정부 제일시장은 1976년에 등록(상설 종합 법인시장 중대형 상가건물
형 시장)되었으며, 점포 수는

995개, 종사자 수는 1,660명으로 의정부역에
서 500m 거리에 위치해 있음. 또한 시장 주변에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
프레스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입지해 있음.

○ 시장 내 점포 구성을 십자로 형태로 조성하여 부류별 구매 고객의 쇼핑
편의와 접근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철저한 상인교육, 상품권 발행, 지속

적인 세일 이벤트 및 경품 행사, 고객 휴게실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주요 활성화 내용
-

공용쿠폰(100원)제 실시: 각 점포에서 자율적 지급,

-

십자로 임대 좌판 점포를 1차 상품 위주로 배치하여 기존 점포와 업종

및 경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음.
보완관계를 구축함.

10매 이상이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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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을 위한 점포 조정: 고객 휴게실 및 이벤트 공간 마련, 십자로 정비

(접근

편의성, 소방도로 확보), 고객 편의사업(쇼핑카트, 택배차량 운영)

등을 실시함.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함.

○ 시사점
-

구역별 점포 재배치로 업종별 품목별 특화구역을 개발(1차 상품, 생선코

-

주차장, 휴게시설 등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함.

-

너, 먹거리, 수입상코너 등)함.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독거노인 김장 담그기 등)함.
상인대학 운영으로 상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경영마인드 변화를 위한 교육(hardware,
실시함.

software, humanware)을

상인회와 점포 상인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인천 신기시장
○ 인천 신기시장은 1975년에 개장하여 2005년에 인정(상설 종합 공동 중형
상가건물형 시장)을 받았으며, 주로 농수산물과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

다. 현재
에

120개의 점포와 34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5km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이 입지하고 있음.

○ 주요 활성화 내용

이내

- 시장 내 상품진열선(황색선) 준수: 쇼핑 편리성(유모차 이동 등)을 도모함.
- 적립식 카드, 공동포장지 사용: 3% 적립으로 고객 재방문을 유도하고 시
장 로고가 있는 공동봉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 특화상품 개발: 3색 두부, 천 원 반찬(맞벌이 부부, 위생적, 상품진열) 등
의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먹자골목을 특화시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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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상인회장의 적극적 리더십과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짐(인천에

-

이색마케팅 기법을 실시함(적립식 카드, 시장소식지 발간 등).

서 가장 먼저 정부 지원자금 확보).

환경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짐(외부시설, 가스설비 교체, 안전
성 제고, 황색선으로 동선 확보 등).

1.2. 활성화 사례 전통시장의 공통점

○ 고객 확보 전략
-

무조건 다양한 상품만이 활성화 방안은 아님(의정부 제일 공산품과 수입
상품, 인천 신기 반찬 및 순대 등 판매 상품의 선택과 집중 필요).

- 전통시장의 친근한 이미지(주민 및 관광객과의 유대감 형성)를 강점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있음.

○ 상인들의 의식 개혁과 상인회 리더십

- 상인 개개인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상인회의 리더십이 발
휘되고 있음.

○ 지역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

- 전통시장의 쇼핑은 관광 또는 관광상품의 하나로 개발되고 있으며, 문화
공간으로도 인식되고 있음.

○ 시장특성별 차별적 활성화 전략
-

소재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별, 기능별, 지역 자원의 차별
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는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시설개선, 마케팅전략 등이 천편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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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음.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장기적 지속적(사후관리) 추진 필요
-

전체 전통시장 대상이 아닌 선택 육성(특성별)으로 성공모델 정착이 필
요함.

1.3. 전통시장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 SK 텔레콤과 이천 신기시장
○ SK텔레콤은 신기시장 상인에게 소상공인 경영지원 솔루션 ‘마이샵’ 프로

그램을 공급 지원하고 있음(2013년 5월 SK 텔레콤-신기시장 상생협력 체결).

○ 인근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하여 2006년 도입한 적립식 포인트제(시장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의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신기시장과 협의

SK관계사들의 적립식 포인트 제도인 ‘OK 캐쉬백’을 개방함(신기시
장에서 구매하면 1% 포인트 적립 가능, 시장 밖에서 쌓은 포인트를 시장
에서 사용 가능).
결과

○ 향후 단골 고객에게 스마트폰으로 할인 쿠폰 및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 월렛, 스마트 진단 등 모바일 마케팅을 신기시장에 도입할 예정임.

□ 파주 이마트와 금촌시장
○ 이마트는 금촌시장과 상생협력을 맺고 5일장(1일, 6일)에 맞추어 한 달에
-

두 번 휴장하고 있으며, 시장에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마트는 경기 북부 최대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5일장 날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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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전국 최초의 협약체결 사례임.

○ 5일장 날에 금촌시장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3km 떨어진 이마트 파주점에
서 금촌시장에 기부하는 등 전통시장 판촉행사를 지원함.

○ 금촌시장에 분기별 500만 원, 연간 2,000만 원 수준의 상품 지원(라면, 휴
지 등), 이마트 가격보다 30〜50% 저렴한 수준으로 할인행사 이벤트 진
행, 판매수익은 시장발전기금으로 사용, 이마트 카트 비치, 시장 주변 벽
화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전통시장의 취약한 서비스 교육과 위생 점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하나은행과 망원 월드컵시장
○ 하나은행이 발행하는 쿠폰을 스마트폰에 담아 가게에 제시하면 2,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하나터치마켓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음.

○ 하나터치마켓 쿠폰은 2013년 8월 22일부터 하나은행이 고객에게 나누어

주는 모바일 할인쿠폰으로 하나은행 8개 지점 방문 고객은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쿠폰을 받을 수 있음. 한 달에 최

대 4장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개월간의 쿠폰비용은 우선 하나은행이 전
액 부담하고 이후 효과에 따라 분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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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전통시장 지원정책 사례(일본)4

2.1. 도시계획과 연계한 지원정책 개요

□ 상권관리기구(Town Management Organization: TMO)의 도입
○ 1998년 일본 정부는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 활동 활성화의 일체적인
추진과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여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제정하였음.

○ 상권관리는 중심시가지의 상업지역을 일체로 간주하여 업종구성, 점포배
치, 기반정비 및 소프트사업의 종합적인 추진과 계획적인 운영관리를 의
미함.

○ TMO는 중심시가지 전체의 상업 활성화를 위한 기구로서 상업 지역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관리한다는 발상에서 제안된 것임.

○ TMO의 구성은 상공회, 상공회의소, 제3섹터, 특정회사, 재단법인, NPO
등이 될 수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로부
터의 인정이 필요함.

□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시행
4 일본의 전통시장 사례 분석은 김찬동,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과 신창호 등, 일본 상점과 활성화 방안의 재래시장에의 시사점 분석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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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부터 시행된 도시지역의 적극적인 상업 활성화 정책으로 국사는
기본방침을 작성하고 지자체는 중심시가지 위치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가지 정비개선과 상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

-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대점입지법은 소극적인 도시 상업정책에 해당되며,
690개의 작성계획이 존재함.

○ 지방공공단체나 제3섹터가 시가지 정비사업 개선사업으로서 국가보조금
을 받아 주차장, 도로, 공원, 상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함.

○ TMO는 상업 활성화 사업으로서 아케이드 설치, 빈 점포 활용사업 등을
시행함.

- TMO
-

사업자는

TMO

사업의 구체적 내용, 목표, 실시시기, 자금소요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인정받아 시행함.

인정구상 추진 사업자(TMO)의 인정사업 수는

423개가

존재함.

○ 지방정부는 인정받은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세제 지원
을 실시함.

□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한 지원방안 모색
○ TMO 구역으로는 도시계획법 상의 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이 포함되도
록 조정하여 설정함.

- 구역 설정 시 시정촌구역 내의 경계, 도로, 하천, 철도 등의 시설과 도시
계획도로 등에 따라 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표시함.

○ 1998년 법 개정을 통하여 시가화구역에 대하여 지자체가 자유롭게 지방
-

의 실정에 따라 특별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됨.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체제 안에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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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집객시설의 입지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지역의 판단
을 반영하여 적절한 입지를 확보함.

2.2. 유형별 일본상점가 활성화 사례
2.2.1. 활성화 사업의 유형화

○ 기반정비전략

-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개선이나 재개발 또는 정보화시설의 구
축 등 물리적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임.
- 현대화사업, 정보화사업, 공점포활용사업, CI 사업으로 구분됨.

○ 판매촉진전략

- 소프트웨어적인 다양한 사업을 총칭하며, 일본 상점가의 경우 지역 특성
에 맞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벤트사업, 카드 및 스탬프사업, 지역진흥권과 공동상품권이 포함됨.

○ 신사업창출전략

- 물품판매 위주의 상점가 기능을 포함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상점가의 역
할을 확대하는 것임.
- 환경대응사업, 커뮤니티상점가, 신서비스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2.2.2. 기반정비전략

□ 현대화사업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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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상점가의 물리적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 그리고 필
요한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임.

○ 유형 및 사례
-

아케이드 설치(아사가야 상점가의 은하수 아케이드, 다찌아이카와역 상

-

재개발을 통한 활성화(하라마치다 상점가의 ‘헬로 스페이스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가로등, 보도 컬러포장, 아치, 광장, 가로수, 기념

점가의 흰 천막 아케이드)

와구의 ‘베르포와 시오이리 쇼핑센터’)

26’,

아라카

조각, 주차장 등)

○ 시사점
-

환경개선사업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사업 시작 이
전부터 상점가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함.

-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어
상점가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있음.
- 환경개선사업의 완공을 기념하여 기존의 이벤트를 새롭게 하는 등의 경
영개선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정보화사업
○ 개요
-

상점가가 주도적으로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을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
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 유형 및 사례

-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지역사회의 참여 추진(타이토우구
의 야나카긴자 상점가 진흥조합, 시나가와구 도고시긴자 상점가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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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판매촉진 전략 추진(스미다구 상점가와 호우난긴
자 상점가)

- 인터넷을 오프라인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도쿄 캇빠하시 상점가)

○ 시사점
-

정보화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상점가 홍보이며, 지역사회에서 상점가의
기여도를 높이고 있음.

-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한 매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정보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이 가능함.
- 정보화의 활용을 당일택배, 인터넷 경품행사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수 있음.
- 정보화를 재래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다양한 업종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공점포활용사업
○ 개요
-

상점가에서 발생한 공점포를 상점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점가 활
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 유형 및 사례

- 공점포를 휴식공간으로 바꾸어 방문고객에게 휴식 및 상점가 정보 제공
(도고시긴자긴로쿠 상점가, 후카가와 자료관 거리 상점가, 타카마츠쵸
상점가)
- 공점포를 상업공간으로 이용(베루포와시오이리 상점가)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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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가의 특징 및 지역의 인구구성 특성 등에 따라 공점포의 다양한 활

-

공점포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작업은 상점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하더라고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해야 함.

□ CI사업
○ 개요
-

상점가만의 독특한 상징을 만듦으로써 상점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
을 촉진하는 것임.

○ 유형 및 사례

- 역사성을 기반으로 CI 사업 추진(산노우긴자
- CI 사업의 단계별 추진(아사쿠사 초밥거리)

상점가)

○ 시사점

- CI 사업은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CI 사업을 통해 상점가 내 협력과 공동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음.

2.2.3. 판매촉진전략

□ 이벤트사업
○ 개요

- 이벤트사업에서는 상점가가 홍보나 매출 증대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
양한 이벤트 행사를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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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및 사례

- 상점가 홍보와 지역주민의 참여 유발(하쿠산 상점가, 치호바시대로 상점가)
- 상점가별 특색 있는 이벤트 진행(와카바야시 상점가, 오구긴자 상점가,
코레마사에끼마에 상점가)

○ 시사점

- 단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상점가의 홍보와 인식 전
환,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 등이 주가 되는 이벤트가 계획되어야 함.
-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킨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상품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카드 및 스탬프사업
○ 개요

- 상점가가 이용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노인 등 특정 계층에게 특전
을 줌으로써 상점가 이용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 유형 및 사례

- 노인 대상 실버카드를 통한 특전 제공(소메이긴자 상점가)
- IC 카드를 도입한 정보 제공(우메야부히가시도오리 상점가)
- 구매금액에 따라 포인트 적립(시나가와구 청과물 상점가, 카지와라긴자
상점가)

○ 시사점

- 카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카드의 기능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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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구성에 따라 카드를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함.

□ 지역진흥권과 공동상품권
○ 개요

- 지역진흥권의 소비를 촉진시키거나 공동상품권을 상점가 내에서 유통시
켜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이용객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

○ 유형 및 사례
-

다양한 혜택의 상품권 발행(시부야구와 코토구 상점가)

상품권 촉진을 위한 점포 소개책자의 제작 및 배포(츄오구 상점가 진흥
조합 연합회)

○ 시사점

- 공동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전체의 참여가 필수적임.
-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상품권이 특정한 점포나 대형점포에서만 소비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함.

2.2.4. 신사업창출전략

□ 환경대응사업
○ 개요

- 21세기의

중요한 화두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상점가의 다양한 환경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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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백 사용에 대한 혜택 제공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상점가 내 시설 개설(샤쿠지이 상점가)
- 에코코인 제도 도입(시나가와구 상점가연합회)
-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서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가미이타바시 상
점가)

○ 시사점

- 상점가라는 특성을 살린 방안이 필요함.
- 에코코인 등 상점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특정 가게나 특정 이벤트를 마련하여 환경과 관련된 행사를 주최하는 방
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커뮤니티상점가
○ 개요

- 상점가가 단지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

○ 유형 및 사례

- 상점가의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지역과의 공유(시나가와구 상점가연합회)
- 가이드북 제작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세타가야구 시모타카이도 상점가)
- 상점가 지도 제작을 통한 홍보(오차노미즈 메이케이도오리 상점가)
- 이벤트 개최 및 다양한 모임에 대한 개최 지원(카라스야마 에키마에도오
리 상점가)

○ 시사점
-

커뮤니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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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상호교류를 넓혀야 함.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신서비스사업
○ 개요

- 상점가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임.

○ 유형 및 사례

- 자회사 설립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활동 수행(아다치구 토와긴자 상점가)
- 상점가 내 지역밀착형 신사업 수행(뉴기타쵸 상점가)
- 팩스를 통한 택배서비스 제공(니시키 상점가, 시모타카이도 상점가, 시모
샤무지 상점가)

○ 시사점

- 재래시장 번영회 이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법적 조직의 구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상점가의 존재를 확대할 수 있음.
- 찾아가는 재래시장을 만들 수 있음.

2.3. 일본 재래시장의 시사점
2.3.1. 공익과 사익의 조화

○ 재래시장 활성화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을 명확히 하고
영향의 정도를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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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사업의 추진에 있어 상인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익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2.3.2. 기초적 유통서비스의 제공

○ 일본 상점가에서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이벤트와 더불어 스탬프, 적립
카드 등으로 이용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음.

○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에도 적극적임.
2.3.3. 지역경제의 활성화

○ 재래시장이 담당하는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재래시장 주변에 형성된 상권과 재래시장의 흡인력에 의해 유지되는 주
변 근린생활시설 등도 재래시장이 지닌 지역경제의 영향력의 결과임을
감안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에코코인의 도입 및 운영은 지역사회의 또 다른 통화로서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점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2.3.4.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안정성 확보

○ 재래시장을 매개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사회적 기능
및 지역커뮤니티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 재래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영세상인의 기초적인 생계수단으로써 사회
안정과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부 록

143

2.3.5. 공간이용의 효과성 향상

○ 재래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

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이 위치한 입지의 활용방안은 전체 도시공
간구조라는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함.

○ 일본의 상점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측면은 상
인 및 주민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과 재개발 및 재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상업기능을 강화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임.

○ 시장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정비사업을 통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해야 하며, 다양한 경영현대화 방안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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