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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raditional market promotion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and to compare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policies and to addres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policy making.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nquired two policy programs, “Markets for Culture
Tourism”(MCT) program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and “Activation Project of Traditional Market through Culture”(APTMC) program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These two programs aimed
to revitalize Korean traditional markets by increasing the numbers of visitors to
traditional markets. The key idea of these two policies was connecting traditional
markets to travel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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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 이 논문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의 특징과 추진 및 지원방식, 예산규모, 정책의 차이점 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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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였던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전통시장의 관광상품화 혹은 관광자원화로 간주하고, 문체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관광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이해한다. 이를 통해 두
정책사업의 특징과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살펴본다. 또한 두 정책사업의 한계점을 도출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광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고
자 한다.
열쇠말 : 전통시장, 관광, 문전성시, 문화관광형시장,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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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쇠락해가는 것은 쓸쓸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농촌과 전통시장이
1)

그렇다. 요즘 전통시장의 형편은 매우 어렵다. 동시에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일차적으로 전통시장의 쇠락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
안 전통시장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통시장의 매출액 또한 크게 감소하고 있
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쇠퇴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직결되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과거 전통시장은 생활의 중심이자 활력소였으나, 요즘은 석양의 빛처럼 쇠락해가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과거의 전통시장의 역할을 대신한지 오래다. 왜 이렇게 됐을
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미 알려져 있다. 1996년 유통산업의 개방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상품공급점의 확산 등 거대유통기업의 지역상권 침해,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
업태의 출현, 온라인쇼핑몰 등 무점포 경영의 급속한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
자 취향의 고급화와 구매행태의 변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 방문자가 감
소하고 영업 또한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의 낙후, 전통시장 서비스의
미흡, 낮은 상품 신뢰도와 ‘고객’ 서비스, 영업기법의 낙후, ‘고객’ 편의시설의 부족, 쇼핑
환경의 불편 등 내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는 것
이다(남윤형·류태창·홍경구, 2010; 이덕훈, 2013).
전통시장은 과거의 유통형태인가? 단지 유년의 기억이 깃든 향수와 추억의 대상일 뿐
인가? 전통시장을 대신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근대적인 유통형태이면서 세련된
도시적 감수성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것’이라는 인식만큼, 전통시장이 과거의 것이고, ‘사
라져가는 것’이라는 또한 보편화된 인식이다. 그렇다면 왜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도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과거로부터 오랜 세월 존속되어
오면서 재래적인 판매형태로 운영되며,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자연발생적인 시
장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품거래와 교환 같은 경제적 거래기능 뿐만 아니
라 정보제공, 사교, 오락 등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권혁성·박윤규, 2011) 전통시장이 경제적인 기능
1) “전통시장 매출 12년 새 반토막…정부 3조 지원 ‘헛돈’”(국민일보, 2014. 9. 6일자), “전통시장 매출 12년 만
에 40조→20조 반토막…대형마트는?”(동아일보, 2014. 9. 6), “막대한 예산 쏟아붓고도 반토막 난 전통시장
매출”(서울경제, 2014. 9. 6일자 사설), “12년간 3조 5000억원 쏟아부었지만…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반토
막’”(한국경제, 2014. 9. 6. A08면). 이상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6일 일간지에 보도된 전통시장 관련
기사의 표제이다. 표제에서 보듯, 전통시장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 효과를 보
지 못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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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 간단히 하자면,
전통시장은 우리 문화의 일부라는 얘기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부터 가시화되었
다. 정부에서는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시설현대화와 경
영현대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 관광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관광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대안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관광과 전통시장의 연관성에 대한 접근 혹은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
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관광상품화’
라는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접근이다. 전자는 전통시장의
자원성과 매력성에 주목하여 전통시장을 관광자원으로 간주하고 활용하자는 입장으로
서, 전통시장의 자원성에 강조점이 두어진다. 이러한 접근은 대형마트가 확산되어 사회
적인 문제로 되기 이전인, 80∼90년대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보이고 있을 때
관광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 접근방법이다. 이 입장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관광상품화, 관광자원화하자는 것이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용론’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전통시장
의 관광상품화, 관광자원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에 비해 후자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흐름이다. 국내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대형마트
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확산되어 전통시장이 침체되면서 전통시장이 어려움에 직면하
면서 등장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관광자 유치를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입장이다. 이 접근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
로 관광에 주목하고 있다. 전자와 반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용론’이라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을 상품화하여 관광자를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여 전통시장도 살리고 지
역경제도 살리자고 하는 흐름이다. 여기에서는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바로 관광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
는 정책이 추진된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이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
성시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다. 전통시장의 육성 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전성
시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그 이름(문화
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
단으로 그동안 중요시해온 하드웨어 시설 개선보다는 문화, 예술, 관광 등과 같은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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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와 휴먼웨어를 중요시하는 사업추진 전략을 선택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또
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을 활용한 사업이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자들이 쇼핑과 관광이 가능하도록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관광
자 유치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
로젝트’는 2012년을 끝으로 종료되었고,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은 당
분간 규모나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 또한 많다. 사업의 강조점을 문화·관광에 두느냐 혹은 전통시장에 두느냐
하는 차이가 있고, 사업추진 방식이나 예산규모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두 사
업의 접근방법과 강조점이 상이하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전통시장의 관광상품
화에 강조점이 두어진다면,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문화와 관광의 향유에 강조점이 두어진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정책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의 특징, 성과 및 한계 등을 토
대로, 정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개선방향을 위한 토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전통시장의 운영 현황
1. 전통시장의 정의
최근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불렀다. 전통시장
이라는 용어는 2009년 구(舊)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재래시장이 시장에
대한 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였다. 법적으로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
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시장·군
2)

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은 첫째,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이 밀접한 곳이어야 하고, 둘째,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
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
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셋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
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에

161

관광연구논총 제26권 제4호(통권 41)

다. 법령에서는 시장의 크기, 시장의 소유자, 시장의 형태, 시장의 개설주기, 취급상품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표 1> 법령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
구분

시장의 종류

1. 시장의 인정여부

3. 시장의 소유자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대형시장 (점포 1,000개 이상)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4. 상권의 크기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시장, 근린생활시장

2. 시장의 크기

5. 시장의 형태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형 시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6. 시장의 개설주기

상설시장, 정기시장

7. 시장의 취급상품

종합시장, 전문시장

자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2. 전통시장 운영현황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인정시장과 미인정시장
으로 구분된다. 구(舊)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등록시장과 인정
시장으로 구분되었으나, 2012년 12월 법 개정으로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인정시
장으로 일원화되었다.
<표 2> 전통시장의 변화
구분

2005

2006

2008

2010

2012

2013

전통시장 수 (개)
점포수 (천개)
종사자수 (천명)
매출액 (조원)

1,221
239.2
397
27.3

1,293
189.4
254.9
24.9

1,247
181.4
305.3
22.3

1,283
186.2
328.6
21.4

1,347
194.8
333.5
20.1

1,372
1)
203
2)
334.4
19.9

주 1) 자기소유점포는 25.2%(5만 1,200개), 임차점포는 63.5%(12만 8,800개), 비영업점포는 11.3%(2만 3천개)임. 비
영업점포는 빈점포, 창고 및 사무실 등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포임.
2) 점포소유상인은 15.3%(5만 1,200명), 임차상인은 38.5%(12만 8,800명), 종업원은 33.8%(11만 2,900명),
노점상인은 12.4%(1만 1,400명)임.
자료: 중소기업청, 2012a, 2013a, 2014a.
해당하는 점포 수가 전체 점포 수의 ½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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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2014년 3월 현재 전국에 1,372개가 있으며, 점포 수는 총 20만 3천개이다.
이중 자기소유점포는 5만 1,200개(25.2%), 임차점포는 12만 8,800개(63.5%)로 임차점포가
자기소유점포의 2배가 넘는다.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상인은 총 33만 4천명이며, 점포소
유상인은 15.3%인 5만 1천명, 임차상인은 38.5%인 12만 9천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33.8%인 12만 3천명은 종업원이며, 노점상인은 12.4%인 4만 1천명이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유통업의 다른 업태와 매출액을 비교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2013년 19조 9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는 21.2% 증가한 45조 1천억원, 백화점은 77.4% 증가한 29조 8천억원으로 추정
되고 있다.
<표 3> 소매업태별 매출액 및 사업체 현황
(단위: 조원, 개)

구분
전통
시장

대형
마트
백화점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

-

27.3

24.9

22.5

22.3

22.0

21.4

21.0

20.1

19.9

시장수

-

1,221

1,293

1,247

1,247

1,283

1,283

1,347

1,347

1,372

점포수

-

매출액

16.9

23.7

26.4

29.8

31.9

33.2

31.4

35.9

37.2

45.1*

점포수

-238

316

357

375

424

442

458

472

501

-

매출액

16.1

17.4

12.3

13.3

14.0

15.2

15.9

16.6

16.8

29.8*

점포수

89

81

83

84

82

83

93

93

95

-

239,200 225,725 225,725 207,329 207,329 201,358

194,750 203,000

15.9
18.9
19.4
21.3
24.1
26.8
30.4
33.5
35.9
35.8*
기업형 매출액 (-)
(2.2)
(2.3)
(2.7)
(3.5)
(4.2)
(5.0)
(6.1)
(7.0)
(-)
슈퍼마켓
115,100
106,153
106,472
101,437
98,134
95,395
90,616
87,654
85,847
(SSM) 점포수
(-)
(267) (312) (370) (485) (677) (928) (1,050) (1,280)
편의점
무점포
판매

매출액

1.6

3.6

4.7

점포수

4,116

8,521

9,847

매출액

9.4

15.3

14.2

5.6

6.6

7.3

7.9

9.2

10.5

11,917 13,609 15,071 17,919 21,879 24,822
14.3

14.8

16.0

22.6

25.5

28.6

11.7*
38.3*

주: *는 추정치.
자료: 중소기업청,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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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1. 전통시장 활성화 법․제도의 변화
1) 법령의 변화
한국에서 시장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14년 총독부령 제136호 ‘시장규칙’이다(조은영,
2012). 해방 이후 시장규칙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전격적
으로 단행한 구법령 정리사업으로, ‘시장법’(법률 제704호, 1961년 8월 31일 제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시장법’에서는 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법인만이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 20년 후인 1981년 12월 ‘시장법’은 전부 개정되어, 그동안 장소 위주의 노점시장 개념
으로 되어있던 시장의 개념을 건물위주의 상설시장과 장소위주의 정기시장으로 구분하
고, 상설시장을 업태별로 구분함과 동시에, 정기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후 1986년 12월 31일 ‘시장법’은 ‘도·소매업진흥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로부터
약 10년 후인 1997년 4월 10일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통합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이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과 할인점 등 새로운 유통업태가 급격하게 증가·확산됨에 따라 유통산업 지원을 확대하
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종전에는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등의 대
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후 유통산업발전법은 많은 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
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
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및 매월 이틀간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
통시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된 것은 2002년 1월 ‘중소기업
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이 법의 모태가
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5년 12월 29일 공포,
1996년 3월 1일 시행)에는 전통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
토지면적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
자 총수의 3/5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 및 건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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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 등의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어(1997. 1. 13), 전통시장의 재개발․재건
축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이 법은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
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규율대상을 재래시장으로 명확히 하
였으며, 이를 근거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 완화, 과밀부담금 감면의 근거가
마련됨은 물론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케이드 설치, 주차
장,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의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은 이후 전통시장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004년 10월).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최초
로 전통시장만을 규율대상으로 하였으며,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함께 시장의 경영현
대화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점포 밀집지역의 상점가 역시 영업이 위축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6년 4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규율대상이 재래시장에서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으로 확대되었다. 이 법은 2009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
칭이 다시 변경되면서,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은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가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이에 따라 2012년 12월 법을 개정하여 전통시장의 정의를 재정의
하고(“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
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시장의 종류를 기존의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된 전통시장의 종류를 인정시장으로 일원화하고,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였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법이었으나, 2013년 5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
법화하였다(2013. 11. 29. 시행).

2) 정책 사업의 변화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은 관련 법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전통시장 지
원 정책은 2002년 1월 시행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 법에 의거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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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추진하였고, 2005년 3월 시행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의 환
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혁신 사업이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시장경영혁신사
업은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을 지원하여 고객 및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상권활성화를 촉
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주요 사업내용에는 공동사업 및 활성화, 고객유치를 위한 다양
하고 적극적인 마케팅활동, 전통시장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이 포함되었다. 전통
시장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지원사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변화시키고자하는 정
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권혁성·박윤규, 2011). 이와 같은 소프트웨
어의 확충과 함께 2005년부터는 환경개선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상인의 사업비 분담이 30:40:30에서 60:30:10으로 변경되어 상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후 2006년 10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전
통시장과 함께 영세 소상인이 밀접한 상점가와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
이 마련되어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이 시작되었다. 2010년 7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점가 및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
권을 형성한 상업구역인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해서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전통시장에 준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상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
였다(권혁성·박윤규, 2011; 중소기업청, 2011).
1996년부터 본격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시장의 재개발·재건축으로부터 시작하
여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현재까지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 위주
의 정책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영혁신 등 시장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
한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투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경시되어왔고 그 효과에 대한 논의도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된다(권혁성·박윤규,
2011).

2.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관광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혹은
전통시장의 관광상품화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재정지출을 수반한 재정사업과 각종 조세특례제도를
3)

통한 조세감면, 그리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정책을 통해 직·간접적으
3) 조세감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에서의 제품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보관,
운송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함하는 제도와 동법 제83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서
의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자의 소비촉진
을 유발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2011년 12월 개정되어 2012년부터는 전통시장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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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사업은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시작되어 2005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
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통시장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경영현대화를 양축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후 2010년부터는 조세감면
및 규제정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다(남윤형, 2010). 전통시
장에 대한 이러한 재정지원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점차 쇠퇴해가던 전통시장에
중요한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지원은 2002년 전통시장의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의 개수 및 보
수 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과 전통시장의 상인교육, 마케팅지원 등과 같은 소프트웨
어 측면의 유통기능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를 가지고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전통시장 상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진흥계정이 설치되어 이후 同계정의 재원을 통한 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이러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2002년부터 2013년까
지 전통시장에 지원한 예산은 약 2조 원이며, 이중 시설현대화사업에 1조 6,549억원
(82.8%), 경영혁신지원사업에 3,433억원(17.2%)이 투입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전통
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재정사업에서 조세감면과 규제정책을 통한 지원으로 지원방식
과 내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하 ‘문전성시 프로젝트’)을 추진하여 전통시
장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문체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와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시장(특성화시장) 육성 사
업’은 모두 2008년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고유의 문화전통을 가미해 관광명소
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 정책 시범사업이고, 문화관광형
시장(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한마디로 문전성시 프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다.
4) 규제정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와 전통상
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을 제한하도
록 하는 제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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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는 침체된 전통시장에 문화(관광)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
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지
역고유의 문화와 관광자원이 연계된 문화체험·관광·쇼핑이 어우러진 특화된 시장으로
조성하여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사업이다. 전자가 문화와 관광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면, 후자는 전통시장의 관광상품화 혹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두 사
업 모두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화·관광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공통의 사업 목적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
와 중소기업청은 2009년 12월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협력사업 성공모델 발굴
및 지속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콘텐츠 개발·운
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기청에서는 문화시설·공간설치 등 하드웨어 사업을 담당하
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10년 2개 시장을 시범추진하여 효율성을 평가 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더 이상 공동사업을 전개한 시장은 없다.

3.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전통시장의 관광상품화․관광자원화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지원사업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전통시장 시설현
대화사업과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광역·지
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중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의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진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주체가 되며, 중소기업
청이 지자체에 대해 사업비의 60%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비해
경영혁신지원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계정으로 운영되었으나, 2013년부터
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의 ‘소상공인계정’에서 지원되고 있다. 同
사업은 세부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주체가 중소기업청,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舊
시장경영진흥원) 등으로 구분된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전통시장 시설
개수 및 보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이며, 경영혁신지원
사업은 상인교육, 특성화시장육성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이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2조
2,040억원이며, 이중 시설현대화 지원에 1조 7,937억원(81.4%), 경영혁신 지원에 4,103억원
(18.6%)이 투입되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장,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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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화장실 등 기반시설과 노후 시설물 개·보수,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치, 홍보용 간판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지
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2,939곳 전통시장에 약 1조 6,5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
다. 개선 내용은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50% 이상 수준
으로 확대하고자 하였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통시장 인근 공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자
의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공설주차장을 시장상인 조직에게 위탁해 관리하도록 허용하
였다. 이러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비가림막, 주차장, 고객쉼터 등 전통시장의 쇼핑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고, 전통시장 방문자의 만족도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전통시장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인 기반시
설 지원에 치중했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 유통
및 생활중심지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 활성화 전략이 필
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
<표 4>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시설현대화
금액(억원)
비중(%)
228
816
1,608
1,068
1,228
1,616
1,968
1,749
1,572
1,660
1,606
1,430
1,388
17,937

98.7
99.0
97.5
84.3
83.4
84.8
86.1
85.9
81.0
80.2
76.7
65.7
66.6
81.4

시장경영혁신
금액(억원)
비중(%)
3
8
42
199
244
290
319
287
369
411
488
747
696
4,103

1.3
1.0
2.5
15.7
16.6
15.2
13.9
14.1
19.0
19.8
23.3
34.3
33.4
18.6

계
231
824
1,650
1,267
1,472
1,906
2,287
2,036
1,941
2,071
2,094
2,177
2,084
22,040

주 1) 2014년은 지원계획임.
자료: 중소기업청, 2012b, 2013a, 2014a; 국회예산정책처, 2012; 남윤형, 2010.

경영혁신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마케팅지원, 전통시장 홍보, 전국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및 상권활성화지원), 상인교육 및 상인조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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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유통기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시장마케팅지원(경영개선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 등 3개 세부사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지원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시장마케팅지원사업(경영개선지원사업)
이나, 2014년에는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275억원, 23.2%)의 예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5> 경영혁신지원 사업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0

2011

2012

2013

2014

19,025(51.5)

17,993(45.0)

21,928(44.9)

38,454(51.5)

34,516(49.6)

7,000(19.0)

10,700(26.8)

15,300(31.4)

23,200(31.1)

27,500(39.5)

3)

7,279(19.7)

6,779(17.0)

6,676(13.7)

7,986(10.7)

7,624(10.9)

4)

3,620 (9.8)

4,520(11.3)

4,898(10.0)

5,022(6.7)

-

1)

시장마케팅지원
(경영개선지원)

2)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
시장경영진흥원 운영
합계

36,924(100.0) 39,992(100.0) 48,802(100.0) 74,662(100.0) 69,640(100.0)

주 1) 세부사업은 마케팅지원, 전국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홍보, 온라인 쇼핑몰 지원 사업 등임.
2) 세부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상권활성화 지원, ICT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등임.
3) 세부사업은 상인교육, 상인조직역량강화, 활성화 연구용역, 실태조사 및 평가, 전통시장 안전점검, 우수
사례 보급 등임.
4) 시장경영진흥원은 2014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되었음.
5) 괄호안은 비중임.
자료: 중소기업청, 2014a, 2014c.

2)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은 시장 특성화 사업의 하나로, 200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
5)

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을 문화와 관광자원을 결합·특화한 시장으로
육성하여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전통시장의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으
로 시작되었다(류태창, 2010).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
산품 등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
장으로 육성”하여, 전통시장을 “장보기·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문
화와 특산물,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문화관광 마케팅, 문화콘
5) 시장 특성화 사업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 이외에도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ICT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있다(중소기업청,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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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 환경 조성과 지역특산물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원
테마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공간조성, 전통문화 체험장 설치, 관광
상품 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공연 등을 지원한다(중소기업청, 2013b; 류태창, 2010).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관광상품화 혹은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판단된
다. 2011년까지는 특성화시장 지원대상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였으나 2012년에는 시
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형 시장’과 ‘국제명소시장’, ‘민속5일장’ 등 세 가지 유형
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문화관광형 시장의 유형을 ‘문화접목형’, ‘관광
접목형’, ‘국제명소형’ 시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지원한도는 2014년의 경우 시장별 3년간 7억원 내외(국비
기준) 이다. 지원비율은 1∼2년차는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3년차는 국비 30%, 지
방비 70%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지원된 시장은 71개
시장이며, 3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주요 지원사업은 시장조형물 설치, 테마거리 조
성, 스토리북 제작, 문화공연 등에 지원되었다.

4. 문전성시 프로젝트: 문화․관광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1) 개요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에 종료된 사업이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목적은 “문화사업을 통해 전
통시장을 지역문화 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경제
의 활성화”,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제고”에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a, 2010b). 또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목표(장기적인 비전)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조은영, 2012; 문화
체육관광부, 2012a, 2014). 첫째, 전통시장의 문화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의 재생과 지역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역문화인력 발굴이다. 먼저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시장활성
화를 통한 구도심의 재생 및 지역의 재생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한 시장
의 특성상 시장을 먼저 활성화한 후 원도심을 재생시키는 구심점이 되기를 원한다. 둘째,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사회적 약자 혹은 문화소외계층(시장 상인, 구도심 지역의 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활
동하는 지역 문화인력들을 육성하고 이러한 지역문화 인력들을 통해 문화사업이 지역에
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
의 재생, 지역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지역문화 인력의 발굴이라는 세 가지 목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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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목표로 하였다. 사업의 명칭에서 보듯이,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문화와 관광을 통해
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활성화와 재생을 추구하였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달리,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전통시장 활성화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더
큰 목표를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사업내용은 1) 상인참여형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상인극단, 상인합창단 등), 2) 시장별 전통과
특성을 활용한 문화마케팅(스토리텔링, 시장브랜드 개발 등), 3) 문화적 환경 조성(김광
석 길 등 공공미술, 경관디자인) 등이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사업대상은 점포수 50~200
개 내외의 생활권 인근의 전통시장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시장은 3개년에
걸쳐 시장당 연간 1.5∼3억원(지방비 50% 매칭)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된 시장은 최종
실행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고, 문화적 컨설팅이 지원되었다. 지방자치단
체의 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이 이루어졌다(조은영, 2012).

2) 지원 현황
지난 2008년 시작된 문전성시 시범사업은 2012년까지 총 27개의 전통시장이 선정되었
고, 계속지원 시장 33개소를 포함하면 모두 60개의 시장에서 추진되었다. 2008년에는 시
범시장 2개소(수원 못골시장, 강릉 주문진시장)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전통시장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과 2009년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2009.12.17)한 이듬해인 2010년에는 춘천 중앙시장과 여수 교동시장 등 2개 시장을 문화
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기청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상설시장 뿐만 아니라 정기시장(5일장, 2개소), 문화장터(2개소)
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였고 시범모델을 다양화하였다.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원예산
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모두 117억 6,700만원이었다.
<표 6> 연도별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원시장 수 및 예산
구분
지원
시장
수(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신규

2

4

10

10

2

0

28

계속

-

2

6

13

12

5

-

계

2

6

16

23

14

5

28(누적 66)

1,160

1,200

3,800

3,585

1,772

250

11,767

지원 예산(백만원)

주 1) 전통시장 21개소, 시장문화공동체 2개소, 아트마켓 2개소, 문화장터 2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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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특징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와 전통체험을 살리고, 시장의 역사·지역·
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최금정, 2009).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대화, 흥정, 덤과 같이 전통시장 본연의 문화가 지닌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체험중심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전통시장의 매력도와
호감도를 높이며”, ‘선 맞춤형 컨설팅, 후 사업추진’으로 시장별로 고유한 특성과 전통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 공공미술, 문화예술교
육, 스토리텔링,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을
두어 사업진행과정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자문·결과공유·사업성과 평가 등 업무를 담당
케 하였다(최금정,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12a). 컨설팅단은 민과 관을 이어주는 중개자
및 사업추진의 실행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후보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사
와 주역주체인 주민·상인과의 대화를 거쳐 시범시장을 선정하였다.

자료: 최금정, 2009: 118.; 문화체육관광부, 2012a: 85

[그림 1]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시장유형 예시

문전성시의 가장 큰 특징은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과정으로 하드웨어가 만들
어지는 구조이다. 사업초기에는 휴먼웨어를 강화하여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만든 후 핵
심사업인 소프트웨어를 전개하고 상인 및 주민들의 자생력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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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수립을 통해 하드웨어적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통해
지역의 상인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성과가 있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a).

IV.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비교
여기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과 문전성
시 프로젝트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본다. 다만, 문
전성시 프로젝트는 이미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1.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식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만큼이나 두 사업의 추진체계는 유사하다.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사업 모두 사업추진 주체별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행정지원 주체는 계획수립, 주체간 협력체계 조정, 예산을 지원하고,
내용적 지원주체는 사업실행계획과 진행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자문하였다. 사업실행 주
체인 사업단과 시장상인회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행정 주체의 역할이 부각되기 마련이지만, 문전성
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사업 全과정에서 내용적 지원주체인 컨설팅단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선 맞춤형 컨설팅, 후 사업지원’ 시스템이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특징이었다.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문전성시 사업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컨설턴트로서 시범
시장 및 PM선정, 계획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2012a).
이점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과 다른 점이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서는 컨설팅
의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 문전성시 프로젝트 정책모델에서 성공요인은, 전문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방식, 문전성시 사업운영에서 전문인력 책임운영제로서 PM제도, 3차년도의
단계적 연속지원과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업구조의 구축 등이 성공의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되며, 타 부처 사업(중기청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지역발전위 창조지역 만들기 사업
등)에 확산되기도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2a). 하지만, 문화·관광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구한 문전성시 프로젝트에서 컨설팅단의 구성에 있어 관광전문가의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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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될 수 있다.
사업추진 방식은 두 사업이 상이한 면이 많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였으나, 사업성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문화관광형시장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
장별 사업 코디네이터(Project Coordinator: PC)를 지정하여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
업완료까지 전담하도록 한 바 있다(류태창, 2010). 특히 2012년까지는 개별 시장의 고유
한 특성을 고려한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는 (5개년 사업계획 수립이 없으며) 시장별 2년간 10억원(국비기준) 한도 내에서, 시장별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2년간 차등 지원하되, 필요시 1년 이내에서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
하도록 변경되었다. 1∼2년차의 경우 총사업비의 각 50%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하
나, 3년차에는 국비는 30% 이내, 지방비(자부담 포함)는 70% 이상으로 지원 조건이 변
경되었다. 2014년에는 시장별 지원한도가 7억원으로 축소되었다.
<표 7> 사업별 추진체계
추진
주체

지원 사업
문화관광형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행정
지원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舊 시장경영진흥원)

추진주체의 역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국비 지원 및 각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사업 대상 전통시장 추천
․사업 예산 교부 및 관리, 행정지원
․상인회,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 지역 협조체계 구축

시장과문화컨설팅단
(2008-11)
․사업실행계획, 진행정도 자문 및 모니터링
문전성시 사업단
(2012)

시장별 사업단

주관단체
(Project Manager)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실행계획 수립)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추진 및
정산
․시장상인,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지역단체 등
사업추진체계 구축

시장 상인회

시장 상인회

․사업시행 주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사업 협의체 구성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협조 및 동참

사업
실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a) 및 조은영(2012)에 의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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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성시 프로젝트에서는 시장이 선정되면, 시장의 규모(점포수), 개발정도, 빈점포수,
가시적 효과 등 시장의 개별적 여건과 지역의 조건, 인력자원의 수준, 상인, 상인회의 결
속력 및 기획력, 상인들의 문화정체성, PM (단체)의 전문성 등 시장의 다양한 특성을 고
려하여 시장의 적합한 지원정책 유형을 설정하고 지원방향을 차별화하였다(최금정,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12a). 이 시장의 유형은 주민공동체형, 지역관광형, 문화복지형,
문화예술형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정책유형별로 지원전략을 달리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한 후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범사업 정책모델을 개발하였다.

2. 중복․편중 지원 및 시장의 획일화 가능성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대체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사
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표적인 것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은 주로 아케이드(비가림막) 설치, 주차장·화장실 설치·보수 등 시설현대화와 노후시설
개량, 상인대학 지원 등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하드웨어 시설 위주의 일률적 지원’은 우
리나라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시설 위주의 지원 또한 특정 시설 중심으로 편중 지원이 이루어졌다
는 문제가 있다. 하드웨어 시설이 지역과 시장 특성을 연계한 선택과 집중보다는 주차장,
아케이드(비가림 시설) 등 일률적인 공동기반 시설 위주의 양적 지원에 치중되었다는 것
이다. 비가림막인 아케이드의 경우, “골목시장 지원의 꽃”이라고 불리울 만큼 한동안 유
행을 하였는데, 오히려 아케이드가 “햇빛을 너무 막아서 시장 내부에 활력을 떨어뜨리”
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일률적인 디자인의 간판들은 오히려 장보는 즐거움을 방해”한
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비가림에 필요한 아케이드가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나, 아케이드의 시설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과 전통시장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어 신중한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공사를 실시했다는 비판이다(남윤형,
2010).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 면에서는 비가림막,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추
어지게 되었으나, 그 결과 어느 시장이나 비슷비슷한 외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
국 시장이 획일적인 변화로 인해 각 지역의 지역적 특색이 없어지고 전국의 시장이 비슷
해져 지역 친화적이지 않거나 특화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덕훈·이영석·박종진, 2011).
전통시장의 하드웨어 시설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전통시장의 특성,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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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특성, 전통시장 상인의 특성 및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는 미흡하
였고,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러한 상황
에서 전통시장이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된 지원 전략의 개
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통시장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측
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시장발전 노력이 확인된 전통시장을 중
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2년에 종료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사
업추진방식이 시장경영혁신사업에 응용될 필요가 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하드웨어’
(시장 시설 정비 등)보다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관계형성 사
업)를 더 중요시한 사업 모델이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과정으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구조로서, 사업초기에는 휴먼웨어를
강화하여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만든 후 핵심사업인 소프트웨어를 전개하고 상인 및 주
민들의 자생력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장기적 비전수립을 통해 하드웨어적 사업을 추진한
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통해 지역의 상인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
어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성과가 있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a).
중기청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의 경우,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일부로서, 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진 시장을 대상으로 주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원이 된다. 시설현대
화사업이 이루어진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
복지원, 편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건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시장에 지원되
기 보다는 이미 대규모 국비지원이 이루어져 시설이 갖추어진 시장을 대상으로 추가적
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이중 지원이 되게 된다. 또한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장이라 하더라도, 시
설현대화 미비로 인해 지원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게 된다. 이처럼 하드웨어 중심의 시
장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지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설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전통시장 육성정책은 주로 하드웨어 시설 위주의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2002년부
터 올해까지 전통시장에 지원된 금액은 약 2조 2,040억원인데, 이중 시설현대화 사업에
81.4%인 1조 7,937억이 지원된 반면, 시장경영혁신사업에는 18.6%인 4,103억원이 지원되
었다.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 중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특성화시장육성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250억원(연평균 83억 3천여만원)으로 같은 기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예산 1,257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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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영개선지원 사업 예산은 약 589억원으로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 예산의 46.9%에 달하였고,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예산의 2배가 넘었다. 같
은 기간 상인교육 및 시장관리 예산은 207억원(16.5%), 상권활성화 지원 예산은 80억
원(6.4%)이었다. 2012년의 경우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확
대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권혁성·박윤규, 2011).

3. 정책목표와 지원 시장 선정방식: 선택과 집중 vs. 시장의 균형 발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전통시장의 선정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
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공모를 통해 지원 시장이 선정되었고, 모두 4단계를 거쳐 이
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선정의 단계가 그것이다. 먼저
지자체에서는 문전성시 사업의 취지와 추진방향에 적합한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프로젝
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 및 상인회와 함께 예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컨설팅단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사업을 대
상으로 서류심사(1차) 및 현장조사(2차)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선
정기준은 시장 및 지역의 여건(시장의 잠재력), 지역문화 자원의 잠재력(문화관광자원의
잠재력), 예비계획의 타당성(사업계획의 타당성), 정책의 효과성 등으로 구성된다.
중기청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 선정은 추천, 신청, 평가, 선정의 4단계로 이루어
진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원대상 시장을 먼저 추천하면 중기청에서 최종적으로 지원시장
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시장
선정은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
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 지원계획 등을 고려하
여 1~3개 시장을 중기청으로 추천하게 된다.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시장을 대상으로
중기청과 시·도합동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심사(각 5
점 이내의 가점·감점, 적격여부 평가)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한다. 시장 선정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
하되, 시장별 특성, 지역별 배분 등이 고려된다. 선정된 시장은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사
업에 착수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에서는 시장 선정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업지원 대상 시장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시에 사
업계획이 평가되고 있으나, 평가비중은 20%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두 사업 모두 선정시 나름의 절차와 평가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공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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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방식 모두 상대적으로 여건이 우수한 시장, 선정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추천되고, 선
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선정방식은 지원정책의 목표와 관련된다. 지원시장을 선
정함에 있어 지역간 혹은 지역내 전통시장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기 보다는 예산지원의
효과나 성과가 높은 시장을 선정하여 성과를 과시하려는 정책방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통시장 지원에 따른 성과 중심의 선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의 균형발전 또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 지원의 효과를 고려하여 시장을 선정하기보다는 시
장의 여건이 우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객관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장, 여
건이 나쁘더라도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장이나 추진주체의 의지나
역량이 뛰어난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원의 효
과를 강조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불균등 전략보다는 형평성과 평등성에 입각한 균형발전
의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시장 지원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대상 시장은 모두 시설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진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은 시장이 거듭 지원을 받게 되어, 전통시장 또한 이
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우수한 시장에 정부 예산
이 집중되게 되고, 반대로 시장의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낙후 시장
은 예산 지원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기에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
다는 것이다. 시장의 여건이 열악한 전통시장, 지원이 꼭 필요한 시장을 지원해야 균형적
인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원 성과 중심의 시장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역균형발전
과 주민의 형평과 평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여건이 열악하고 낙후한 시장, 예산지원
이 꼭 필요한 시장도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균
형발전 항목과 낙후성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실질적인 활성화 수준이 객
관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지표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비중, 유기
농·친환경 상품 취급 비율, 상품의 청결도 및 신선도 등을 평가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4. 시장 지원 방법 및 방식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방식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
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었고, 그 결과가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사업
(시장경영혁신사업)이었다. 이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다(남윤형, 2010).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지원방
법과 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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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과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방식의 사업추진(즉 시장 선정, 예산집행, 평가 등)이 아
니라 전통시장을 규모, 성격, 수준, 지역, 상권,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의 특성에 따라 유
형화한 후, 각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등 유연한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에서는 몇몇 기준에 따라 시장의 유형을
나누어서 시장의 특성에 맞도록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에서는 시장의 특성보다는 일률적인 지원지침에 입각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
향이 있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에서는 전통시장을 문화접목형, 관광접목형, 국제명
소형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이는 시장의 고유한 내외적 특성에 입각한 분류라기보다는
시장 인근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의 연계성을 고려한 구분이다. 이에 따
라 전통시장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시장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
조이다. 예컨대, 2013년의 경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ICT에 기반한 사업 비중이
높아졌다. 쇼핑편의와 상인들의 편의 등을 위해 전통시장에 ICT가 접목되어야 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시장에서 사업비의 30%를 ICT 예산에 배정해야 하는 지침을 일
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우수한 점은 전문 컨설팅단의 운영에 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
에서는 ‘선 맞춤형 컨설팅, 후 사업추진’을 모토로 시장별로 고유한 특성과 전통을 활용
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을 두어 사업
진행과정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자문·결과공유·사업성과 평가 등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최금정,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12a). 컨설팅단은 지역문화, 공공미술, 문화예술교육,
스토리텔링, 건축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컨설팅단은 민과 관을 이어주
는 중개자 및 사업추진의 실행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후보시장을 직접 방문하
여 현장실사와 주역주체인 주민·상인과의 대화를 거쳐 시범시장을 선정하는 등 시장 및
PM심사, 모니터링·평가, 정책자문, 사업계획 컨설팅, 교육 등 사업 전반에 큰 역할을 수
행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2a). 다만, 관광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5. 지원 예산 및 자부담 부과
두 사업의 예산 및 재정지원 방식의 차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
트는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지원되었고,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은 기금
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 예산은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이 있고, 정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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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유리하며, 가변적이고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지원사업에는 상대
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기금은 국가의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영하며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고,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예산과 구별
되는 특징이 있다(남윤형, 2010). 중기청의 시장경영혁신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이하 중진기금)의 소상공인계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2년까지 시장경영혁신사업
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광역발전계정으로 지원되었으나 2013년부터
중진기금 내에 ‘소상공인계정’의 신설로 소상공인 관련 예산(광특회계사업 제외)이 모두
소상공인계정으로 통합되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은 각 시장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 지원과 운영이 필
요하다. 낙후된 시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시장에 비해 많은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되
어야 하고, 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시장은 낙후된 시장에 비해 적은 예산과 짧은 기간의
지원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
직성을 띨 수밖에 없는 예산보다는, 중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
라는 것이다. 또한 전국에 1,372개의 전통시장과 약 33만명의 상인 및 종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직된 예산체계보다는 융통성이 큰 중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의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은 물론 다른 경영혁신지원사업과 달리
민간 자부담이 없는 특징이 있다.(3년차 지원의 경우 국비는 30% 이내, 지방비는 자부담
을 포함하여 70% 이상이나 자부담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경영혁신지원사업의
일종인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상인회 최소 자부담은 10∼20%(국비 80∼
90%)이며, 공동마케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상인회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총 3회
6)

시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의 비용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민간 자부담은 2002년에는 30%였으나 2003년에는 20%, 그리고 2004년에는 다시 10%로 단계적으로 인
하되었고, 2005년부터는 주차장, 진입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상인 자부담 10%까지 면제하였다. 이는
자부담이 면제되는 시설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전통시장의 경우 다수의 상인과 다수
의 건물주 및 토지주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고 사업동의가 지연되기 십상이어서 시설
공사도 지연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상인들은 민간 자부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여러 이유로
민간 자부담(10%)의 조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자부담이 면제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주차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및 일반인에게 개발되는 공동이용 화장실
에 대해서는 민간 자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설시장의 경우도 지방자
치단체가 4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대상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문제는 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민간/상인의 자생력을 낮추고 정부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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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설현대화사업이나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형시장 육
성 사업에서도 상인회의 자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문화관
광형시장 육성 시장 선정시에 상인과 상인회의 자부담 의지 등 추진주체의 의지를 평가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인의 지나친 정부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책임감과 추진 의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민관이 협동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6. 지원 사업 내용 및 성과 평가
문전성시 프로젝트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모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
관광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내세우고 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목적은 “문화를 통해 상
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는 것이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또한 “시장 인근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해 장보기·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두 사업의 지원 내용은 강조점이 다르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사용
내용은 ‘시장별 전통과 독특성을 활용한 문화기획’(스토리텔링, 시장콘텐츠개발 등)과
‘문화적 환경 조성’(문화공간 조성, 공공예술, 커뮤니티 디자인 등)으로 대별된다. 구체적
으로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사업내용은 1) 상인참여형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상인극단, 상인합창단 등), 2) 시장별 전통과 특성을 활용한
문화마케팅(스토리텔링, 시장브랜드 개발 등), 3) 문화적 환경 조성(김광석 길 등 공공미
술, 경관디자인) 등이다.
이에 비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경우, 지원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시
장의 특성 발굴 및 개발로, 시장 고유 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
리, 살거리, 체험거리 조성이다. 둘째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문화·관
광 콘텐츠 개발이다. 셋째는 시장 자생력 육성·강화로서, ICT 융합, 동아리육성, 공동브
랜드 개발 등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마케팅·교육·컨설팅·홍보 등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에 주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
지만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사업내용에서는 관광이 미흡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에서는 문화체험이 미약하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에서는 전통시장으로 관광자를 유인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부재하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는 사업추진 주체인 상인의
문화체험, 상인의 일상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또한 두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관광전문
가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경우 문화기획자가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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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턴트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경영전
문가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서는 상인들의 문화체험, 상인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문화
체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인 중심의 동아리 활성화와 지역문화 활동
전개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장활성화 주체인 상인
들의 활력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전통시장 방문자 확대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전통시장의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경
영 서비스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교육사업이 우선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상
인대학 중심으로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교육
내용 또한 문화, 관광 분야로 다변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전통시장 방문자 유치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전통시
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방문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개최 등을 통한 관광자 및 ‘고객’ 유치사업 등이 확대될 필요
가 있다. 물론 경영혁신지원사업의 하나인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고객 및 매출증
대를 위한 이벤트, 홍보사업, 특화사업, 특가판매 판촉·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소액이다. 전통시장 방문자 확대를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서도 축제/이벤트 개최, 공동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공동 쿠폰 및 상품권
발행 지원 등과 같은 시장의 공동 마케팅 노력을 위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내
용이 유연화·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문화·상업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이기 때문에, 공동점포 운영 및 빈점포 활용사업 등 상권관리 사업이 추가되면 전통
시장 방문자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및 지원 시장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당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 혹은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과평가를 통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대로 삼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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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시사점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의 역할에 주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방문자를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고객’
을 창출하고 매출을 증대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다. 과거에는 관광활성화
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을 관광자원화하고 관광상품화하자는 ‘관광활성
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용론’이 지배적이었다. 최근에는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의 역할에 주목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용론’이 주목받
고 있다. 다만,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법 모두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는 공통의 효과를 공
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 모
두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주차장, 진입
로, 아케이드, 화장실 등 시장의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많
은 지원을 한 반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기청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중 시설현대화 지
원사업 예산이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 예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는
다른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의 정책 필요성이 검토되
면서 시작되었다.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활성화
전략을 검토”하게 되었고, “전통시장 본연의 정취를 살리고 문화적 매력을 가미하여 지
역 명소로 활성화되도록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
데, 이것이 ‘문전성시 프로젝트’이다.
두 사업 모두 관광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업추진
방식이나 강조점, 예산규모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
업은 전통시장의 관광상품화와 관광자원화를 지향한다면,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문화와
관광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는 관광과 관련
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시장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는 것
과 같은 정교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전문가들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통시장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인해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 시장의 선정
기준 및 평가지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
보다는 지역·시장의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정책목표가 고려될 필요가 있고, 중복지원 문
184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비교

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비록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장일지라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강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중심으
로 한 휴먼웨어, 소프트웨어를 중시하였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유형을 구분하여 시장
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는 등 섬세한 접근이 강점이었다. 또 사업추진 주체인 상인
들이 삶과 문화를 일상 속에서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목표가 있었
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전성시의 성공요인으로는
전문 컨설팅단의 구성, 전문인력 책임운영제(PM제도), 성과 평가에 따른 단계적·차등지
원,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업구조의 구축 등의 요인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선 맞춤형 컨
설팅, 후 사업지원’ 시스템은 문전성시 사업의 큰 특징이었다. 문전성시 사업의 한계로는,
사업완료 이후 주민과 상인 주도적 추진구조의 전환과 안정적 정착에는 성과가 고르지
않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인주체
및 자역주민의 자발성 및 자생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2a). 또한 전체 사업예산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보다 작았고,
사업이 관광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음에도 관광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였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가 적절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정책에 참조될 필요가 있다.

185

관광연구논총 제26권 제4호(통권 41)

▮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2). 뺷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뺸.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권혁성․박윤규(2011).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발전 방향. 뺷산업경영
논총뺸, 18: 1-15.
남윤형(2010). 뺷전통시장 지원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뺸.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류태창․홍경구(2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의 모색. 뺷도시정보뺸, 345:
3-18.
류태창(2010).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중소기업청). 뺷도시정보뺸,
340: 15-16.
문화체육관광부(2010a).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전성시 프로젝트] 2010
년 추진계획(안).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0b).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전성시 프로젝트] 2011
년 공모․선정 계획.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1).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가공모계획.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2a). 뺷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뺸. 서울: 문화체육관
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2b). 보도자료(“문화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찾아 추억이 깃든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2012. 9. 20.
문화체육관광부(2013). 뺷2012 문화예술정책백서뺸.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4). 내부자료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설명자료).
이덕훈(2013). 정부의 전통시장 정책이 시장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뺷대한경영
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뺸. 619-645.
이덕훈․이영석․박종진(2011).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장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뺷재래시장연구뺸. 11-32.
조은영(2012).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전성시’ 프로젝트에서의 SNS 활용 사례연구.
뺷문화예술경영학연구뺸, 5(1): 117-134.

중소기업청(2011). 뺷2011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뺸, 대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2a). 뺷중소기업 연차보고서뺸, 대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2b). ’12년도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계획. 대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3a). 내부자료(’13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 대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3b). 뺷중소기업 연차보고서뺸, 대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4a). 내부자료(2014년 주요 업무현황)

186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비교

중소기업청(2014b). 뺷2014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뺸, 대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4c). 보도자료(’14년 전통시장 경영혁신 참여시장 선정)
최금정(2009). 문화를 파는 전통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뺷한국관광정책뺸, 36: 116-120.

2014년 10월 27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4년 11월 17일 최종심사완료일 및 게재확정일 통보
2014년 11월 19일 최종 논문 도착
3인 익명 심사 畢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