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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씌 새로운 환화와 줍갓:쌍인의 대웅 
←i광주 말바우시장의 사려l릎 중십으로j) 

홍성홉* 

1. 전지구화 국변에서의 한국 유홈시장의 새로운 움직임 

1988년 서옳옳림픽 이후 한국사회외 많운 부분에서는 급속한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컴퓨터흘 흉한 연계망의 답종에 따라 생산 · 

유통 · 소비가 셰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정보홍신혁명으로 인해 정 

치 · 경제 · 문화의 세계적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0] 러한 국내외적 변 

화의 와중에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그 포습윷 뜨러내고 있 

다. 한국정부가 1995년올 세계화의 웬년으로 선포하고 개방화 · 국제 

화 ·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는 실 

정이다. 

UR협상파 wro체제의 출범온 바야흉로 한국도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살아남아야 한다는 철대절명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것쓸 뜻한다. 이윤 꼼 자본주의의 축적 메커니 

즘의 전개와 발전을 가로막는 국경의 벽을 젠띤척으로 허촬어트리는 

의미를 지니고 구체적으로는 우선 무역과 외국자본의 무차별적인 진 

출을 통한 유통부문의 재편성으로 나타나게 됨다， 국민 정서상 상당 

*전남대학교인류학과 

1 ) 이 논문용 2000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퇴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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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란올 홉러 웰으켰던 쌀시장 개방 딱셔 1차쩍으꿇는 휴뽕부훈의 

변화이다. 놓업파 각총 재조업 풍씌 생산 부푼에서는 이띠 상당한 시 

장 개방이 이루어져 외국 상흉이 범랍하고 있다. 윤행 및 보험업 풍 

금용부문에서도 외국자본의 국내 전출이 상당히 오꽤 전부터 이루어 

져 왔고 지금도 팡범위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따. 

그러나 그 어느 부문보다도 알상생활의 꽁간 휴에서 전지구화 

(globalization)훌 감지황 수 있는， 쪽 외국 자본외 국내 진훌。1 일상화 

된 것은 유통업 부문이다. 전통적으로 소매상물은 도매상에게서 물건 

을 사서 소비자들에게 팔아왔다. 그러나 대자본이 유통업에 진출하면 

서 도매상율 거치지 않눈 판매자률。1 늘.Jl 었다. 편찍점들온 보홍 본 

사로부터 상품율 꽁급받아 알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할인업 

태들운 자신즐이 직접 하청올 주어 제조하거나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흉 업태률윤 소비자 

에게 직접 상품올 판다는 접에서는 소매쌍이지만 물건올 확보하는 방 

식에 있어서는 도매상에 가깝다(변성구， 박진 1995; 로이 하먼 1995; 

대한상공회의소 편 1995). 

이처럽 새로운 유통구조룹 가져온 것흙 1989년부터 서구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하여 진출한 24시간 편의접파 작종 합인 업태들이다. 이 

들 유똥 업태툴운 밝고 세련된 매장 쁨위기와 친절한 서비스， 다양한 

상폼들로 소비자률 끌며 고속 성장윷 거둡해 왔다， 초기에눈 편의정 

이 유통의 변화률 주또하다 1994년 이후에는 대규모 활인 업태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칙 소매업의 총 매훌훌 중 70% 이상 

올 구식 중소 가게가 차지하고 있지만 대자환파의 경쟁에서 소자본에 

의혼하는 영세상인뚫옵 계속 갑소하는 추세에 았고 나룹의 다양한 형 

태로 자구책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유흉업 분야외 재편성파정과 이 

것이 지니는 사회적 함의훌 살며보논 것윤 단순히 유똥업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의 값싼 제품이나 다양한 정보방찍 확보， 거대한 

자본력옳 앞세훈 대형 황인 업태의 확장운 소비자뚫의 입장에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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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한 가격으로 물건옳 구입함으로써 생활수준톰옳 놓일 수 있논 계71훌 

마련해 주^1딴 다훈 한편으로 한국기업뚫에게 구쪼쪼정옳 강요하거 

나 노동강도활 강화시키고 임금융 낮추도록 하윤 효과활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영쩨환 자본의 중소 제조업체훌훌홉 혜쐐진훌옳 흉해 문 

제훌 타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꽁흉화험상옳 7}져다 좋 수도 

있다. 즉 지역사회률 놓고 보면 지역 주민활의 고용 · 구매력 · 조셰훤 

의 감소 풍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띄 자체책언 재생산구조윤 더욱 약화 

훨 것이 명약판화하다(허재완 1995). !E.한 자본파 노흉력 01 얼딱한 

영세 중소상인옳의 경쟁력여 급격히 떨어질 가놓성도 더용 커지고 있 

다(이정택 , 흉성홉 1996)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세 중소상인월용 캡쟁에서 살아 남71 휘해 다 

양한 행태의 자구책옳 강구할 껏으로 예견된다. 여윤 구매 · 환매 · 전 

시 기술의 개선이나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훌 흉한 협엽의 시도， 각 

종 시위 풍올 똥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똥 다양한 양상옳 띨 것이다. 

이상의 유흉업 부분의 챔예한 전개 양쌍용 영째 중소상인률파 대규 

모 휴통 업태와의 경쟁， 영세 상인촬 내부와 ;생쟁. 한국 사회 내외 소 

비 문화의 변모 양상윷 총체척으로 률여다 홉 수 있논 연구 대상으로 

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휴통업 분야에서 앞으로 전개훨 양상을 예측 

해 보는 시금석으로서도 의의훌 지니고 었다. 

2. 떤구범쩌와 방법 햇 조사래상지협외 동훌성 

1 )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객판적 힘으로서 영향옳 ll] 치고 있윤 전지구화 추세에 

따라 한국 사회의 유흉업 부문이 변화웹는 구체쩍인 양상옳 규명하 

고， 그 변화가 영세한 중소상인률의 짧예 미치논 명향과 영세 중소상 

인들이 자신의 생활세계률 인식하는 태도와 그에 따론 대용 양상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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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홉 흉해 규명하는 것옳 쪽2씌요로 하고 았따. 

이러한 연구목쩍 하에 본 연구의 볍휘늄 대확 따쯤파 갈0] 쩡리훨 

수었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전똥 재래시장의 역사활 고찰한다. 

둘째， 띤구대상 시장씌 중소상띤옳의 내부구성옳 몇 가지의 변수활 

통해 파악한다. 

셋째， 중소상인윷로써 구성휩 단체의 사례활 jl첼함다， 

넷째， 대형 할인매장이 동장함에 따라 지역 상권01 댄화하는 양쌍 

올정리한다 

다섯째， 중소상인돌이 변모하는 시장환겸변화에 척용해 나가는 양 

상을고참한다. 

여섯째， 걸륜적으로 연구대상지역띄 유통시장에서 앞g로 전개되 

어 나갈전망율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률 수행하기 위하여 인휴합적 현지조사방법의 표준척 

기법인 비공식쩍 면접파 참여판찰. 꽁삭 · 비꽁식 문헌자료외 수집 풍 

이 수행되었다. 조사기깐용 2000년 12쩔 맙부터 2002년 11월- 말까지 

의 약 2년 간이었고 총 조사얼수는 25얼 정도이다. 

2) 조사때삼지역의 륙성 

본 연구의 대상지역윤 1998션 기업형 활인매장인 E마트가 뜰어서 

면서 지역상권이 크게 변화한 통짱주 임대이다. 현재 동팡주의 상권 

은 기존의 서방시장과 땅바우시장 흉찍 재래시장파 대형 활띤매장인 

E마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블로벌 경영올 내세운 대행 유똥업체의 진 

출로 말미암아 인접한 재래시장 중소상인룹흩 새로웅 방식으로 현실 

에 적용황 수밖에 없다. 이 룹에서는 지역 상원의 변화와 지역 주민 

룹의 소비 행태외 변화， 상인돌간의 격화된 청쟁이라윤 주제에 대해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의 적용협태와 혐설인삭이라는 휴면올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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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대형 편의챔이 률어선 곳홉 많지만 흉픽광주 상권윤 오래 전 

에 만률어진 재래시장파 대형 매장이 풍좀하고 있어 J:Jl .li!책 생생한 

변화 양상파 중소상인집단외 대용양상옳 비교의 판점에서 접근활 수 

있는 조사지역으로 판단하였다. 동광추 상권외 재래시장 중 처읍 만 

뜰어진 서방시장은 E마트가 률어서 71 이전부터 주변 지역 상권의 축 

소 둥으로 연해 말바우시장에 상권의 주도권쏠 내주고 이띠 사양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본 률의 주제인 전지구화와 판련시키기에는 일정 

한 한계가 있다고 생작한다. 따라셔 야 글에서윤 말바우시장의 중소 

상인들을， 륙히 상우회에 속해 있는 중소상씬룹윷 중심으로 논의활 

전개하고 셔방시장의 중소상인률에 대해서는 말바우시장과 연결시켜 

설명해야 할 부분이나 비교 설명이 훨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언급하도 

록하겠다. 

말바우시장은 1968년 깨셜된 비교적 긴 역사와 전흉올 지닌 재래시 

장이다. 말바우시장윤 아래의 지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똥강대학 

맞은편에서부터 동신자흉차학원으로 흉하는 꿇목꿇목융 중심으로 이 

루어져 있다. 왼래 ‘밸바우. 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확설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윤 없으나 우산동 202번지 야산에 말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고 전해진다. 처옵에윤 광주 

의 각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밀려싼 노첨상률이 좌판옳 볍리고 

장사률 시장하면서 자면스럽게 시장이 형생띄었다고 한다. 이처럼 여 

러 시장의 노점상들이 이 지역으로 활려울게 훤 01유는 당시만 해도 

담양파 곡성. 순창 방변을 오가는 시외버스룹의 깐이 정류장이 있었 

고， 광주 시내버스의 종점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당시 노점상틀 

이 처음 터휠 잡은 곳윤 동신고동함교 정분과 도로 건너편 효죽동 우 

체국 일대와 공터였다고 한다. 그 후 이들은 광주시 북구청의 단휴에 

밀려 지급의 자리로 옳겨오게 된 것이다. 이휴 말바우시장용 학교와 

아파트가 률어서면서 조끔씩 자리훌훌 내어 쥬웨 어련이 뿔이터 부지훌 

중심으로 한 지금의 위치는 10여 년 전후터 형성되지 시작하여 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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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학싼 사찌랴훌훌 충심요로 하여 멀집찍깨 훼었다， 

1970년대 01후 인문 서방시장 홍 멸접훤 접포뚫닮 01휴어진 시장률 

은 상셜시장으로 변모한 반면에， 짧바쭈시장용 2, 4, 7, 9일남 열리윤 

장과 농산물의 칙거래라는 홈칭이 챔차 강화되논 땅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짤바우시장온 싼 가쩍파 신선함 찬거리와 야채훌 구업활 수 

있다는 매력옳 앞세왜 점차 성시흉 이휴께 되짜 뿔쪽 주변의 일반 주 

택률도 상정으로 전환해 건물주가 직영옳 하찌냐 세暴 내주는 행태로 

상가가 행성되띤서 시장 규모가 챔하 커지게 회었다. 처융에는 좌판 

형태의 노점상훌딴으로 이루어졌댄 시장이 챔차 규모가 커지게 휩에 

따라 첨포행태띄 상인률도 나타나체 되눈 파정용 거치게 된 것이다. 

딸바우시장윤 광주지역의 고휴한 챙기시창뺑태인 ‘룬 장’ , ‘작윤 

장’ 형태가 오놀낳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2알파 7일에는 륜 장이， 4일 

과 9일에는 작용 장이 선다. 상설첨짧률도 있어 매월 장이 열리고 있 

지딴 장이 셔윤 날에는 많온 상인이 모여 성시훌 이루고 있다. 장날 

이면 시장내의 상자뻗만 아니라 시장 배 촬목딸목， 도로변에 노점상 

01 불려든다. 그러나 곁보기에윤 무질서하게 보이는 노정상률도 몇 
년씩 한 곳에서 장사훌 해왔기 때문에 상띤마다 나홉대로 고정된 자 

리가 정해져 있다. 이률 자리는 시장상엠뚫 숙에서 자띤스휩게 형생 

된 상도(商遺)에 의해 어느 누구도 청해진 자리활 이탑하지도 않고 

남의 자리에 노점융 펼치지 않는 질서가 존재하는 것옳 말해 준다. 

자리가 없는 상인를운 빈자리나 주민이 나오지 않용 자리， 외팍의 주 

태가 골목에서 장사률 한다. 장이 서띤 많윤 상인쓸01 인근 지역으로 

부터 몰려률기 때문애 손님뜰로 매우 홉벼께 훤다， 그때셔 장이 서는 

골목꼴목윤 파는 사랍과 사는 사랍옳01 어옳려 매우 활밸한 분위기홉 

연출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활황한 시장도 장1월01 아니딴 이곳이 시장인가 싶 

올 정도로 조용하다. 시장 내의 상첩뜰운 거씌 다 훈옳 닫고， 옷가게 

나 그훗가게， 건강훤 정도만이 문윷 혈며 손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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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쪼사쩌쩍 지도 

툴다. 장이 서는 전날흘 상인률씌 혼01 환주혜진다. 확히 방앗간이 

나， 식육정 흉윤 내일 짤 물건옳 손쩔하느라 장황만룹이나 바쁘다. 

말바우시장 상권에 속하는 주변 도풍뺀용 얼년 내때 노점상룰로 항상 

질이 막혀 있다. 장날어l반 붐비고 장이 서지 않으띤 한가해지는 시장 

안의 풍경파는 대조적으로 장날이문 아니톤 이률 노챔상뚫이 차지하 

고 있는 도로변온 언제나 붐비고 있다. 

말바우시장의 주고객용 주부촬이다. 대행 합띤매장이 이곳 져곳에 

점점 률어서고 있지만 그래도 활씬매장보다 싱싱하고 저혐하며， 깎는 

재미가 있기에 예전만큼은 아니지딴 여전히 。1 곳옳 찾윤 사랍이 많 

·다. 주로 북구 거주자촬이며， 인문 담양이나 장성 풍에서도 많이 찾 

아혼다. 주로 사는 물건은 반찬거려와 과일， 야채 풍01 다. 젊용 주부 

활도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률용 바뺑 생활 때문에 집치 풍 이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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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반찬거려훌 주로 사가 위해 이 곳윷 찢뉴따. 

3. E마트의 풍장파 지역시장씌 재편 

여기에서는 동광주 일대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서방시장과 발바우 

시장율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휴리한 지위에 있었던 서방시장이 소비 

자층의 감소와 E마트의 풍장에 따라 정차 쇠퇴해 가고， 반면에 발바 

우시장은 상대척으로 호황윷 누려게 되는 파정애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방시장 주변21 환경변화 

서방시장윤 조선 후기에 역둔토가 있었던 . .ií!.흉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랍들의 왕래가 잦았고 자연스럽게 장터가 형 

성되어 있었다. 1960년대 초업에 장꾼옳。1 흘려률면서 담양. 순창， 

구례， 곡성 둥지의 농산물과 임산물이 거래되는 륜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하게 훤다. 1967년과 1968년찍 띤이용 가뭄으로 쌀값이 급뚱함에 

따라 이미 개셜되어 있던 서방시장에 미팍상이 굽숙히 늘어나게 되었 

다. 이들 미팍상들을 중심으로 1968년 서방시장은 정식 시장홍록올 

하여 미곡옳 주로 취급하는 2, 4, 7 ， 9일 (2 ， 7월운 문 장， 4‘ 9얼은 작 

은 장)에 장이 열리는 정기시장이 퇴었다. 그 후 미팍과 판련된 정부 

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곡시장으로서의 성격이 챔차 축소되고， ‘종 

합시장’ 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1978년 정식 상설시장으로 인가훌 받 

으면서 지하 2충， 지상 2충의 신식 콘크리트 건불올 준팡하여 상인들 

에게 훈양올 하였는데， 이 때 자본이 영세한 기존 상인윷은 입주하져 

못하고 외지 상인뜰이 유입되게 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후 서방시장은 주변 지역의 유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총 

의 규모와 범위가 축소됩에 따라 결정쩍인 타격올 입게 되었다.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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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변 지역의 유동띤구가 감소하게 된 데에환 호남전기(현 로케 

트전기)의 찌젠부터 시작한 광주상고. 팡주여상. 통생중. 동성여중 

(이 네 학교는 같흘 재단입)의 01 전 01 7}장 큰 몫옳 하였다. 확교 이 

전윤 주거지역을 함께 옮기도록 만둡어 주변 지역외 상권 축소률 초 

래하였다. 광주상고 동의 부-^1 에는 7개 동의 굽호아파트가 률어섰지 

만 아따트 주민률윤 재래시장인 서방시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상복합의 3개 홍의 아파틀가 추7}로 건설되면서 E따 

트가 뜰어서게 되자 서방시장윷 야용하눈 사랍옳윤 더쭉 썩어졌다. 

또한 점차 자가용 이용이 중가하면서 주차시셜이 완비되지 않은 곳쓸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더욱 두드러지게 돼었다. 따라서 서방시장 

동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둡윤 줍어룹제 되었고， 서방시장옳 찾 

는 경우에도 시장 안쪽의 점포보다늙 큰질 s:.~료변과 인접해 있는 상 

가나 노정상들쓸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 수요충찌 요구하논 환경변화 

에 적웅하지 못한 재래시장은 점차 수요충윷 앓게 되었고， 서방시장 

에서도 시장 안쪽에 있는 상가줍이 가장 경챙에서 도태되는 결파를 

가져왔다. 

그 결파 현재 서방시장의 점포 중 반 이상이 폐점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개정 중에 있는 점포뜰도 활합하게 장사홉 하지 못하고 있다. 

서방시장의 내부상가뜰용 시장 외부와 주변상가뜰에 비해 폐점 비율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안쪽 상가로의 01동인구가 급 

속도로 감소하였으며， 외부상가짜 주변상가는 이똥인구자 상대척으로 

많은 버스정류장과 륜 도로변옳 중심으로 훈풍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방시장의 안쪽 상가는 초기 분양 때부터 분양자가 높아서 많윤 

사랍윷이 상가에 입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용부터 상가가 잘 환양되 

지 않았다. 그리고 상설시장율 신축하여 상자흉흉 분양하면서부터 초기 

천막형태였던 시장 안쪽에서 장사하던 노챔상옳이 외부로 밀려나서 

현재와 같이 큰 길가 주변에 분포하게 되었다. 외부상7t는 내부상가 

의 비싼 임대료 때문에 내부상자와 참홍옳 겪고 나서 환려되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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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부터 그 주쩌에 행생 S얘기 시좌하여 지급씌 모습융 형생했다. 과 

거에 서방시장이 활발했옳 때에는 내쭈상자률딴띄 번명회가 있었고， 

또 내부상가훌 관리해 쭈윤 흙력배률파또 연계가 있었으나. 서방시장 

올 찾는 사함률이 급격히 줍어툰 현재윤 헨영회냐 상가판려와 판련된 

어떠한 조직도 찾아홉 수가 없윷 정뚱로 옳딱한 상태이다. 

현재 내부상가 중 채소 · 팍휴 · 방앗깐 · 육휴 풍의 인문 E마트에서 

소비자률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홈목옳옳 취급하논 상정촬윤 대부분 

혜정되었다. 현재 개정상태에 있는 업종윤 주단이나 01뿔 · 닭이나 오 

리 취급정 · 의휴 · 야채 및 반찬가제 홈.!?.로 타 엽총여1 비해서 대챙유 

흉업체의 영향율 적게 받고， 주로 한짤에 의해셔 운영되는 것톨01 다. 

서방시장 상인틀온 현재와 같이 셔방시장이 몹확한 데에는 지역개 

벌이라는 이홈 하에 시장주변옳 정비하고 E마료가 률어서는 것옳 허 

가해 춘 행청기관의 탓이 크다고 주장한다. 서방시장이 시장풍록율 

하고 신식 건활이 틀어서면서 상대썩으꿇 재력이 있는 시장 상인물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판에서는 노점상융 쩡리하는 각흉 조치률 취하였 

다. 이는 기존의 재력여 약한 중소상인파 노점상뚫과의 갈홍윷 조장 

하게 된 것이다. 

E마트가 툴어서는 푼체홉 포함한 지딱개밸훈쩨에 대해 시장상인률 

용 반대입장윷 표명하였지딴. 행쩡기판파 주범;;"1쩍씌 때부환으} 주민 

들윤 반대 입장에 서지 않았따. 1997년 서방지하상가꽁사계획이 그 

대표적씬 사례라고 활 수 있다. 서방시장의 주변지쩍인 중흉흉， 우산 

동 주민들 중 때다수는 행정기판의 지하상가 개웰껴l획에 대해 주변지 

역의 땅값 상송파 개발에 r써한 기대호 찬성옳 했다. 반면에 서방시장 

상인물윤 말바우시장파의 겸쟁파 노첨상줍꿇 씬한 수입 감소문제에 

더해 지하상가가 틀어서변 소비흉이 줍어옳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 

툴일 수 없었던 것이다. 주띤투표 결파는 찬성요로 귀결회었지만. 정 

작 상가 분양옳 팡고했지만 입챔하겠다윤 접표가 없어셔 지하상가계 

획은 백지화회었다. 행정기관 쪽에서는 이찌 쭉소된 지역 상권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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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옳 흉해 확대하려 했지만， 이미 이 지쩍 상권윤 지역 띤고띄 

한계률 가지고 었었고， 지하상가는 실패한 대책 01 훨 수밖에 없었다. 

최근 지하상가 건설계획이 다시 논의회고 있지만 여미 딴거리에 소비 

자총옳 상당 부분 홉수하고 있는 상권이 행생회어 있기 때문에 충소 

상인률이 안정적인 지위훌 확보할 수는 없옳 셋~jà 여겨진다. 

폐챔되었꺼나 현재 영업 중인 서방시장의 상씬옳 모투 서방시장옳 

찾는 사람률이 급격히 잡소한 쩔정적 원인환 Eu}!증가 률어션 것이라 

고 한다. 물론 E마트가 률어서기 전에 서방시장 뿌딴에 현대.:r홉계열 

의 유롱회사가 촬어용다는 소문이 활o}셔 많윤 사랍뚫01 서방시장옳 

떠나기도 했지만. 결국 그 계획윤 무산되었고， 앞쩨1서 짤펴본 서방시 

장의 수요층의 감소가 천행되는 와뚱에 Eut!증가 뚫어서면서 서방시 

장이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밟바우시짱의 상대적 훌훌* 

과거에는 말바우시장보다 서방시장이 더홉 번생했었고 소벼 수요 

충도 더 넓었다. 그러나 현재는 상셜시장이 아닌 말바우시장에 더 많 

은 상인돌과 사랍틀이 옳려훌고 있다， 여처럽 서방시장파의 경쟁에서 

말바우시장이 우위훌 차지황 수 있었떤 씬언으로윤 여러 가지훌 둘 

수 있겠지만 그 중 인근 지역의 휴동 인구홈 A과척.2.로 홉수하고 있 

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룰 수 있다. 01 미 셔방시장윤 E마트로 

인해 지역여건이 좋지 않아 시장으로서의 기농 중 상당 부뿐올 상실 

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말바우시장흘 셔방시장의 상인옳이 말하듯이 

‘그 곳융 시장도 아니’ 지만 정기 재쐐시장，.2.jà셔 많윤 사합률이 이용 

하고 있다. 장날01 되면 팡주시내외로부터 많윤 보따리 장사꾼옳이 

새벽부터 나와 장사훌 하는 것용 현채 팡주에서 보71 드훌훌 광경이다. 

이률 행정기관파 일반 주민률윤 지역의 명소로 생작하고 있는 것이 

다. 이것이 꽁식적으훌 인가받윤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바우시 

장이 지숙되는 가장 륜 이휴라고 하겠다. 서방시장용 주변 주민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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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갈풍도 있었고， 행쩡기판의 잘봇훤 시책어l 씩해 어려움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상인촬이 자발적으꿇 조직했떤 벤영회까 사라져 버 

렸다. 이에 반해 말바우시장윤 자체적요흉 조찍훤 상우회에 의해 상 

인뜰윷 관려하고 있고 언근 주민률파의 판겨l x. 시장 셉립파정부터 비 

교적 우호썩으로 형성되었다. 말바우사짱때} 장이 서띤 서방시장의 노 

점이 옮겨가듯이 말바우시장외 전홍 재래시장으꿇서따 휴생이 지역 

적으로 인정되는 폭확한 분위거풀 만뚫어냉과 똥시에1]， 경제적 재화의 

이동이 활발해침에 따라 상대책E로 호황홀 누리고 있논 것이다. 

말바우시장운 애초 광주 시내 각지의 시장에 산재해 있떤 노점상뜰 

이 행정기판의 시장 정비사업 및 재력있찬 상언블의 상가분양， 정기 

시장의 상설시장화 풍에서 밀려 냐와 만플씩친 정식으로 인가받지 못 

한 시장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저자본과 노동력 중심의 상가운영융 

특정으로 하는 광주 시때 · 시외의 노점상둡이 이 파정에서 한 곳에 

밀집된 상가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현채의 말바쭈시장으로 더욱더 

많윤 노점상룹이 흘려툴게 되었으며， 상권용 나눠 7r저고 있는 인근 

서방시장과 갈동올 빚는 젓운 어쩌떤 당연한 웰이다. 특히 E마트가 

들어서면서 말바우시장이 상대척으로 떠쭉 활발히 시장이 이루어지 

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잘풍환 더옥 심해지고 있다. 반면 

에 E따트논 서방시장이나 말바우시장 상인물의 입장에서논 워낙 상 

대하기 어려운 대자본에 의해 껑영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갈동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처럼 E마트의 입점으로 인해 지리척으로 인접해 있는 서방시장 

은 상권에서의 경쟁력융 앓고 더 이상 회생 가능생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E마트와의 거리가 먼 말바우시장윤 E마트로 인 

해 서방시장의 역함이 축소되면서 역쩔척이지만 더움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효과룰 거두고 있다. 

이처럼 말바우시장이 서방시장에 비해 상때적으로 변성하는 이유 

는 단지 E마트와의 거리가 서방시장보다 쩔기 때문만운 아니다.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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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윤 상쩔시장이기 때문에 상가 임때흉 흉의 부대비용이 많01 툴 

고， 학교의 이전과 얼마 전까지의 지하상가의 꽁사굶 씬해 유홍인구 

가 감소함에 따라 E마트와의 경쟁에셔 경쟁력짤 확보활 수 없었다， 

반면에 말바우시장온 주로 노점으로 협썽훤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청소비 정도가 률 뽑 자릿세 등의 부대비용이 소요찍지 않윤다. 그리 

고 노점상 자체가 취급 상품파 가격에 있어 휴연한 륙성이 있기 때문 

에 그만큼 E마트와의 경쟁에서 탐력책으로 대용할 수 었었다. 또한 

말바우시장에서는 통팡주 인근의 전라남도 지역에서 장날 가지고 올 

라오는 신선한 채소 · 파일 · 약초 풍을 구입활 수 있기 때푼에 대형유 

통업체에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옳 제공받기 원하는 소비자들을 유인 

활 수 있었다. 따라서 말바우시장은 서방시장파 같은 재래시장이지만 

서방시장과 또 다론 노점상뜰로 이루어진 형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대 

형유통업체와 다른 특성들이 더욱 부각됨으로써 E마트가 들어섰옴에 

도 불구하고 서방시장보다는 상대척으로 문 타격옳 입지 앓윤 것으로 

생각된다. 

4. 재래시장 중소상띤률의 몰학 츄셰화 。1얘 째한 대웅 

양상 

1 ) 상인뚫외 내부구성 

*‘ 
‘ 

여기에서는 말바우시장 상인촬외 성격옳 따악하기 외혜 상인뜰의 

업종구성과 거주지 환포. 연령， 경영규모 뚱윷 살펴보도룩 하겠다. 

말바우시장윤 광주권내 재래시장 가훈데 가장 많윤 짧목이 거래되 

는 시장 중 하나이다. 채소. 팍불， 한약재， 생션윤 볼롬이고 공산품， 

육류， 의류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훌사퇴는 쌍품외 총류논 계 

절마다 크게 바뀐다. 봄에는 쑥， 냉이， 묘목파 함께 약초， 파종용 씨 

앗도 혼히 볼 수 있고， 여룹에논 수박， 참외 동띄 파월류와 함쩨 바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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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용홈이， 그리고 가옮에윤 각총 파월과 따숨기， 재첩 흉의 째류가 

많이 선윷 보인다‘ 겨옳에논 추풍 1날씨 때문에 황어빵， 호떡 퉁율 파 

는 노정상출이 눈에 많이 띤다. 

딸바우시장은 장날과 그렇지 않흘 1날의 시장 법워가 매우 닿라질 

쁨만 아니라 노접상이 많고 자주 업종이 변하7] 때문에 전체 종사 상 

인물의 수훌 따딱하기가 어협다. 그래서 상우회 회웹용 중심으로 업 

종과 업종종사자 수훌 따악하였다. 총 150여명에 0]료지만 파악가능 

한 총 101명의 상우회 회훤률윷 때상요로 종사업종옳 살i펴보면， 청과 

및 야채상이 28명， 수산점(생선， 젓갈. 건어훌)이 25명， 잡화정이 17 

명， 의류상이 7명， 음식점이 6명， 약초상 및 건강웹이 6명， 기타 업종 

종사자가 12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한 구성윤 말바우시장이 일상 

적인 반찬거리와 야채 통왈 주로 유흉하는 훗이라는 것옳 알 수 있게 

해준다. 

시장 내의 상가와 노점상에서 파는 폼목흩 약간와 차이가 있었다. 

상가에서 파는 품목윤 주로 와류나 선발 그쫓 동 쌍하지 않는 것파 

수산물파 닭， 육휴 동 손질이 훨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의류나 신발， 

그룻 동은 서옳이나 팡주 내의 보다 륜 매장에서 가져오며， 고기류는 

직접 도살장애셔 가져용다.~껍쌍윤 대부환 자기자 직접 가져온 채 

소， 고추가루， 참기콤， 팍불 둥이나 씬근 농산활시장에서 가져온 과 

일 동올주로짤고 있다. 

상인들의 거주지는 점포활 가지고 있는 상염률파 노점쌍이 혼재하 

고 있7] 때문에 전체척인 윤짝윷 따악하는테는 일챔한 한계가 있지만 

시장이 광주시 북구 우산흉애 위치하고 있71 때문에 우산풍이나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랍률이 많운 것으로 나타난다， 우산똥 거주자는 

대부훈 상가훌훌 까지고 상가와 쌀렴집옳 같이 쓰는 사랍도 많았다. 상 

우회 회훤활 101명 중에서 우산동 거주자윤 58명 , 우산똥 이외의 북 

구 거주자는 31명， 광주 기타지역 거주자윤 10명， 전라남도 거주자는 

2명인 것으화 나타나고 있어， 대확분 팡주시때 살고 있는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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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된다. 반면에 노정쌍의 거주지는 째우 다양한 첫으로 나따난다. 광 

주 내의 우산동 풍 가까훈 확구 거주차부터 씬근 창I영 , 옥파l 담양， 순 

창， 팍성， 구례 동 다양하게 분쪼하고 있다. 시장 씬판에 담양 방면으 

로 나가는 시외버스 터미낼파 정휴장이 있기 때문에 팡쭈시의 북동쪽 

시꼴에 거주하는 사랍툴이 편려하게 오갑 수 있다는 것윷 알 수 있게 

해준다. 

연령과 성비의 분포에 있어서도 상가와 노점윤 약감외 차이가 있었 

다. 상가는 20대 후반외 젊은 남녀로부터 70대 활아버지. 할머니까지 

매우 폭이 넓었다. 이는 노정보다 상가에서 팔 수 있는 풍목이 다양하 

기 때문에 연령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표로 환단된다， 반면에 노접 

상운 50대부터 70대의 여성률이 대뿌환옳 차지하고 았다. 그 주된 이 

유로는 주부훌 상대로 과일과 채소， 수산훌 둥 반한거리훌 파는 것이 

대뿌분이고，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푼으로 판단된다. 

장사훌 시작한 시기에 있어서도 점포상과 노정쌍용 차이가 밥견된 

다. 주변에 대형 할인매장이 생기고 소비자똘이 선태활 수 있는 유통 

시장의 폭이 넓어지면서 말바우시장윤 칩체되었다. 특히 상가흘 가지 

고 있는 상인들의 경제척 타격이 커서 상가률 처분하고 떠나거나 취 

급품목올 바꾼 상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따. 말바우시장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10년 전부터 장사홈 시작한 사랍이 있는가 

하띤 2년이나 6개월 동 장사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윤 상인풀이 

의외로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상가에 비혜 경제책으로 타격이 적운 

노점상들윤 대부분 101녕 정도 됨 상인룹이 많았다. 

경영규모는 상가가 당연히 노점상보다 켰으며， 상가 내에서도 어떤 

품목올 파느냐에 따라서 닿라졌다. 옷과 가방， 선벌 동 의휴쯤은 최 

문 인터넷이나 대형 의휴활인매장해서 싸제 활기 때문에 접접 장사가 

안되어 현재는 거의 매흉이 없기 때문에 처분하고자 하논 상씬률이 

많다. 반면에 그릇 제홈온 종휴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예나 지 

금이나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 그훗제홈 흉。1 Ell}트가 생긴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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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다지 때상에 변화가 없윤 이유윤 자쩍 01 훨씬 싸지 때문이다.E 

마트의 물건에는 자릿세가 포함되어 있거 때문에 시장보다 훨씬 비싸 

다고 상인물윤 주장하다. 또한 주고책여 누구냐에 따라서도 탈라졌 

다. 주부 풍옳 주로 상대로 하는 파일 가게나 화장풍 가게， 건어불 가 

게는 상대적g로 경영 규모가 작으며， 흉휴 풍옳 취급하는 상접의 경 

우에는 매춤도 많고 경영 규모도 켰다. 

2) 상우회(商友會) 

앞에서 살펴본 것처럽 재력이 부족환 삼씬물이 밀려서 지금띄 통신 

고풍학교 정문 밑에 일시 정착하던 중 구청외 단속이 밀려 지금의 말 

바우시장 앞 도로활 점유하게 되었다， 쩔상가상E로 인끈의 서방시 

장， 두암시장， 동부시장 동 3개 시장에셔 딸바우시장을 없애고자 합 

동으로 구청 단숙반과 파출소에 탐뺀옳 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말바우 

시장의 상인둡올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 와중에서 노점상툴윤 결국 

우산동 어린이꽁원 부지의 꽁터 안으로 쫓겨 똘어오게 퇴었다. 

그 후 광주시에서 꽁훤부지룹 매각 처분하는 계획윷 세우게 되자 

말바우시장의 상인들 또한 매각 입찰에 용찰하였요나 간발의 차이로 

낙찰되지 못하고 개인 전쭉업자에게 빼앗기게 되윤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수난의 연속 중에 상인률은 결국 이 시장 짤확마다 도로와 인 

접한 주택가 세대주들의 시장유치 똥띄서가 뚱요한 판건이라고 생각 

하고 세대마다 빠짐없이 찾아가 일웰 01 쩔명올 하고 홍의서에 서명을 

받는 일올 추진한 결과 99%의 압도적 지지흉 받게 되었다. 그려하여 

시장이 존속될 수 있는 끈거활 가지게 되었고 현재와 같은 정기시장 

으로 운영훨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 중 얼부는 시장 판려와 j생1! 및 각종 의사결정 

을 위해 자발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떼 의견윷 같이하게 되었다. 그 

리하여 19901건 6월 25월 50여맹의 상인옳이 주혹이 되어 이륜바 말바 

우 상우회라는 단체률 결성하였다. 말바우시장윤 정식g로 풍록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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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명칭윷 사용하지 않고 ‘상우회. 라고 한 

것이다. 상우회에서는 말바우시장에서 장사률 하는 끊툰 상인용 대상 

으로 관리비 협약서에 개개인외 서명윷 밤옴으로써 시장운영에 펼요 

한 협의체의 성격올 띠고 출발하였다. 그 후 상우회 회원은 꾸준히 

늘어 2002년 12월 현재 총 150여명외 상인01 참여하고 있다. 

상우회의 회훤 자격윤 말바우시장에서 영업하는 쌍인 남녀여며， 점 

포를 가진 상인뿔만 아니라 얼반 광주 및 팡주 씬근 거주 노점상인물 

도 포함한다， 정회원윤 매월 회비률 납부하는 상인01 며， 준회원윤 회 

비를 납부하지 않지만 딸바우시장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블 

을 말한다. 입회는 월회비 10，뻐0원올 지불하고 뚱록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탈퇴는 시장옳 그만두거나 시장에 누활 끼친 정우이며 자율적 

으로활퇴할수도있따.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l명， 부회장 5명. 총무 1명， 재무 1 

명 , 감사 3명 . 자문위원 10명 , 정화워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시장이 침체되어 가면서 예첨에는 잘꾀었지만 현재는 운영 01 어 

려운상태에 있다. 

정화위원들이 시장 내의 거리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훌 하고， 상거 

래 질서를 지도 감목하며 장날에는 청소 판리활 한다. 이 때 관리비 

로는 점포 규모에 따라 300 , 500, 700 , 1000훤융 받는따. 그렇지만 상 

인에 따라서는 100원을 내는 사랍윷도 있고 뜨내기 노점상운 물론이 

고 거의 매일 노점율 하는 사랍들조차 판리비률 내지 않는 사랍들이 

많아 상우회 회원활과 갈풍올 빚는 한 원떤이 되고 었다. 이렇게 부 

파한 관리비는 판급 청소용투룹 사서 장1날 쓰레기룹 챔1::하는데 사용 

된다， 그리고 뜨내기 노접상둡에게윤 밸끊띄 자릿세활 받지는 않는 

다. 또한 상인월간에 갈똥이 생 71면 중재흉 하거나 장날 툴아다니면 

서 아픈 사랍즙율 보살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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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방^I장 상있훌외 밟바쭈시짱.2J절요.101흉 

소비총의 감소와 휴동씬구의 감소 및 E따륜의 흉장 풍으로 인해 시 

장 경쟁력율 잃은 서방사짱의 점포흉흉 지끔까지 이에 대용하기 위해 

서 여러 까지 시도뚫율 해왔다， 그 대흉쩍인 서도로윤 편의점 수준의 

깨끗하고 밝은 매장옳 만뜰거나 입간판 똥옳 소행 마트의 형태로 바 

꾸는 것 둥올 들 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활구하고 대부분 

의 상점들운 가격청챙력용 상실한 채 뼈}접하는 지청에 이료렀다. 상 

대척으로 가까운 거려에 사는 단꿀옳 상대로 하논 의휴나 야채 및 반 

찬거리를 취급하는 상점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 

서방시장에 야채나 반찬거리옳 취굽하윤 상점룹이 비교쩍 많이 남 

아 있는 것윤 사람륜이 신선한 야채나 반찬꺼려흉 사기 위해 재래시 

장올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채나 반칸거리훌 찾는 수요충들 역시 

서방시장올 찾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활고 있다고 한다. 많운 사황틀 

이 E마트활 찾거나， 재래시장윷 찾는 경우에윤 말바우시장의 장날올 

기다린다. 이 때 서방시장의 야채나 반찬거리훌 따윤 상인뜰01 훌건 

윷 가지고 말바우시장으로 이줍하여 장사흘 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 

고 있다. 서방 시장의 팍휴나 수산물 상점옳홉 판매하는 상폼의 특성 

상 말바우시장으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말바우시장에서 장사홀 하 

지 못한다. 그렇지만 시장 내외적임 환경 변화에 따라 취급 상품이 

이동편의성올 지니고 있는 경우에환 웰바우시장으흉 이동하는 현상 

이 보편화된 것이다 따라서 서방시장씌 월부 상인률이 말바우시장으 

로 이통하여 장사하는 현상은 시장 환경변화셰 대한 서방시장상인들 

의 대웅전략 중의 하나라고 합 수 있다 과거에 서방시장에셔 노정상 

률이 시장상인룹의 거센 배척으로 띤해 지금씌 딸바우시장으로 밀려 

남에 따라 현재의 말바우시장이 행생퇴웠지만， 현재윤 서방시장의 노 

정상틀뿔만 아니라 일부의 상자상씬뜰까지 딸바우시장융 찾아와 장 

사를 하논 역전현상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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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훌소상인뚫간의 짧훌률 심화 

동광주 앨대외 재래시장 중 벼교썩 랬생하고 없윤 말바우시장의 상 

권온 시장 내의 상가와 노점상， 그리고 도로변 노점상으로 。1루어져 

있다. 장이 서면 시장 내부보다높 외부 포로변으흥 많윤 사람률이 다 

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바깥쪽이 장사가 찰됨다. 게다가 서방시장 

에서 온 상인틀까지 가세함으로써 도로변의 노첨둡이 접챔 확대되는 

바랍에 시장 내부와 외부의 상씬옳간얘 잘풍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 내부에서 장사하는 상인똘온 흉빨하며 어구홍성으로 자신훌 

의 처지률 하소연하고 있다. 도로변에서 가까훈 시장 내부에서 건어 

불올 취굽하는 한 할머니께서는 ‘아따 저지는 시장이 아니랑께， 저기 

가 도로제 시장이여 .E마트가 생긴 이후로 사랍률이 저기로 다 가분 

당께. 긍째는 여기가 장사가 안되제. 시장윤 장사가 안퇴고， 도로논 

장사가 잘 되고 ... 못 쓰것써， 져것툴 다 쫓아버려 부러야혀 !’ 라고 하 

면서 E마트보다는 밖의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훌로 안해 장사에 막대 

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올 강쪼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상우회 회장윤 잇속 푼제3뜰 뇨;챔상과 챔포상인촬 

간의 갈풍이 었제. 우리 번영회원물윤 노점상과 챔포상임툴로 이루어 

져 있기 햄시 노점상 한촉을 나갈 때에는 버 노점상 번영회원(점포 

상인)들이 나가. 같윤 노정상 회웬이 노챔상옳 단숙한다는 건 말도 

안되고， 그 사랍률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나가겠는가? 그럴 때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서여. 노점상룹이 많아지면 챔포상인윷이 장사가 

하나도 안되기 햄시 단속윷 나가는 것이지만 노정상 상인뚫운 생계가 

걸련 문제라서 단속옳 못하게 하려고 하거 때문에 거기서 몸싸움도 

하고 그라제. 장이 안 서는 날도 려어카 20여대가 장사활 한다고. 인 

도애서 장사하는 노점상률이 많아서 상우회 차웹에서 북구청에 민훤 

율 넣고 있어. 다른 게 아니라 행인훌의 황행융 막고 있고 행인률이 

길 가다 몰건에 걸려서 념어지면 질이 안 좋윤 노점상인윤 악다구니 

륭 쓰면서 사가라고 강매하기 때문에 시장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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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깐신분으로 단속이 왈가놓하쩨. 짧바우시장용 연가자 없는 

하나의 자율시장이기 때훈에 단쭉하뜰 데에눈 한도가 있어， 김대중 

정권 이전에는 우리가 북구청에서 내어준 환장옳 딱 차고 나가서 노 

정상뜰올 단속했는데 그때만 해.x. 딸바우시장이 참 좋았는데 김대중 

정권에 툴어와서 다 망했어. 의웬뚫0] ‘자치’ 시대뚫 없애춰야 하는데 

안타깝네 라는 입장올 표명하였다. 

반면에 노점상들은 구청 동에서 단속반웹뜰이 나와서 노점올 철수 

하라고 하논 것은 안쪽 상인률이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 노점상뜰윤 ‘어차펴 같이 먹고살려고 하는 젓인데 그런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이 인정머리가 없다 거나 값싸고 좋윤 불건왈 가져다 놓 

으면 안쪽0] 라도 안 활릴 리가 없다’ , ‘잘 사는 놈룹이 자기 잇속 챙 

기는데 더 모질다’ 는 식으로 볼만윷 표시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쩔마 전부터 황주시 뽑구챙에서논 노점상 실 

태조사에 률어갔다. 그 내용에는 개재띤와 인쩍 사항파 가족관계 풍 

기본적인 정보로부터 노점의 위치， 취급 뿜목， 최초 영업엘， 노접 경 

력， 권리균이나 자릿세 휴무. 1일 수입 정도， 재산 정도， 생활보호대’ l 

상자 지정 여부， 주거 실태， 노점상 딴축에 때한 건의 사항 풍 셔1세한 

부분까지률 망라하고 었다. 이 조사 자체에 대해 대부분의 노점상들 

은 매우 소극적이고 신경절적인 반용율 보이고 있다는 젓이 담당 공 

무원의 말이었다‘ 이 조사는 2003년 1월부터 도로변 노점상율 완전 

규제하기 위한 예비조치로서 이미 노점상들에게 안내문옳 배포했옴 

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발이 나타냐고 있다. 

이러한 행정 당국의 제반 조치논 시장 내부와 씩부의 쌍인흡 모두 

에게 생계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현채 초띠의 판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조치는 기본적및로 E마트와 같은 때형 활인매장 

은 활론이고 상점올 가지고 있는 상띤틀째계 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 

륭 가져올 것윤 명약판화하다.E마트의 통장으로 재래시장이 탑당하 

는 상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중소상인룹간의 ;영쟁이 격화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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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져용에 따라 이해판계에 따흔한 갈흉씩 7t놓성이 그만홈 커지게 

된 것이다. 상가상인흘과 노정쌍뚫깐의 잘똥윤 훤래부터 있어 왔지딴 

새로운 휴홍환경이 조성휩에 따라 도로변 상권 01 화대된 반면 시장 

안쪽 상권이 침체됨으로써 중소상인뚫깐의 갈풍이 종폭훤 것이라고 

하겠다 

6) 노정상뚫의 비끓식적 노동많합 젊성 

노점상틀운 1996년 노똥조합(이하 노조)윷 결성하여 자신뜰올 스 

스로 보호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노조훈영옳 위해서 zt 노점상들은 
매달 2만원씩의 노조운영비활 내고 있논데 노조는 노쩡에 대한 행정 

당국의 단숙에 대용하기 위한 쪽적으iE 철성되었다. 낌때중정권이 툴 

어서면셔 노정상에 대한 행정 당국의 단속윤 없어졌지만 자신룹의 이 

해률 판철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따i 

노정상 자신뜰율 보호하윤데 노조가 홉 쩍활올 하쨌던 것윤 서방시 

장 앞의 큰 도로 지하에 상가활 신축하는데 대한 때용이었다. 이 서 

방지하도로의 조성윤 1996년부터 짱주시에 찍혜서 추진되었다. 광주 

시는 서방지하도로조성에 관한 주민 투표룹 실시하였는데， 광주시의 

다른 곳에 비해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한 지역 주민활은 이 계 

획에 찬성하였다. 따라서 서방 시장상인훌의 반대에도 활구하고 서방 

지하도로조성계획은 추진되윤 것으로 결정되었다. 서방지하도로조성 

에 의해 가장 영향융 많이 받율 수밖혜 없는 노점상줍은 이에 집단쩍 

으로 대용하였다. 노정상들윤 노조률 중심으뚱 자신률의 위치훌 확보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뷔에서 언급한 대로 행정 당국 

의 도로변 노정상 규제 조치가 가시화되게 되띤 자신룹의 이익을 지 

키기 워해 노조가 역할쓸 하게 휠 것으로 판단된다. 

7) 말바우시장 중소상인률의 시장환쩔뺀화에 대한 적룹 

대다수의 딸바우시장 중소상인들윤 자신툴용 둘러싸고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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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겸에 대해 파거와 현쩨가 흘 변화가 없었텀 첫쩨럽 파악하고 있논 

것율 홈히 홉 수 있었다. 쌀바우시장훼 청우도 EUr트7r 처옵 생겼출 

때 한동안 환념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몇 년이 치난 지급윤 그다 

지 븐 영향혼 없다고 상인훌용 짤함다. 01 것윤 실제 영향이 없다기보 

다는 E마트가 생긴 후 그 변화에 말바우시장 상인둡이 익숙해전 탓으 

로판단된다. 

시장 내부의 상가와 노점， 그리고 뚱뚱변 !r.챔상뚫파 띤담 결과 E 

마트가 생긴 찍j휴 말바우시장에도 거의 쩔윤념이 없었따고 한다. 그래 

서 한동안 상인옳온 심각하게 걱정했지딴 짧마 가지 앓아 시장은 황 

기훌 되찾았지만 그래도 예천만홉의 때훌흡 옳횡 수 없다고 했다. 상 

인률의 과거 지억옳 더룹어 보면 E따트가 뚫어션 초기에 상당한 타격 

융 업었다는 것이 꽁흉척이었다. 이눈 말바우 시장옳 주로 이용하는 

광주시 북구 거주자뽑만 아니라 인문의 담양 풍지에서 오는 손님률도 

모두 E마트로 밥걸율 뚫려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읍에는 상인룹 

이 갑자기 때상이 줄어옳어 과거와 비교하면서 활만옳 토로활 정도로 

영향도 크게 느껴졌윷 것으로 판단훤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절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웅이 되어 일상쩍인 생활찍 한 부환으로 받아둡여 

아무 영향이 없었던 것처럽 적용이 되어 버련 것이다 

최근 얄바우시장 안쪽 상가에서 나타나논 중요한 변웰 중 하나는 지 

역 명소로서 띤식됨에 따라. 그리고 많용 사랍뜰이 장날이 되면 몰려 

툴게 휩에 따라 음식점으로의 전업이 ~1 iî1.적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안쪽 상가눈 장1날인지 여부에 따라 매홈에 문 차이가 었고. 장날이라 

활지라도 바깥쪽 상가나 노점상률파의 청쟁에서 불리한 실정이기 때 

문에 수지타산올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 옵식접 경영윤 비교적 손 

님 수가 균일하여 매일 열 수 있고. 비교척 소자봉으포도 전업이 가농 

한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변화가나타나는첫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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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짧요로씌 전땅 

앞에서 말바우시장의 역사와 중소상인뚫외 째부 구생， 지역 상권의 

변모 양상， 중소상인률의 갈퉁 양상파 대용 양상에 대해 짤며보았다， 

그 결과 재래시장의 겸우에도 대형화현 유흉업Eß의 전옳로 말미암o} 

영향율 받는 쩡도가 상이하다윤 것옳 알 수 있었다. 파거에는 01점으 

로 작용했던 상설시장과 현대적 전훌로 이루어진 상7} 풍이 대형 활 

인매장의 진출로 인해 상대적 열세에 놓아게 되고 상대적으로 옐악한 

위치에 있던 노점상 위주의 시장윤 오히려 척웅력옳 밸휘해서 상대적 

인 호황윷 누리고 있다는 점올 발견활 수 있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상황물로 비추어 볼 때 서로간의 영향력윷 그립 

으로 젤명해보면 다옵의 그림 1과 같다. 

최근 행정 당국의 도로변 노점상에 대한 정비사업이나 노점상 실태 

조사 동의 노점상들에 대한 개입운 쌍대적으로 대자본파 세련된 경영 

천략， 인적 자원융 갖춘 대형 할인매장에 휴려한 시장 환경윷 조성하 

게 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 파청에서 비교책 자환력옳 갖춘 노점상들 

은 점포륨 업대하는 방식으로 잔존하겠지만. 대다수의 열악한 조건 

하에 있는 노점상률은 보다 더 외곽에 있는 시장으로 이동하제 될 것 

「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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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1 . 서| 시장깐.2.1 상호 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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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글에서는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분명하 

지 않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2002년 10월 말 조사지역의 

인근에 삼생 홈플러스 활인점이 들어섭에 따라 상대책으로 열악한 조 

건에 놓여 있는 노점상들의 이탈은 더쭉 가속화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운 서방시장에 비해 호황윷 누리고 있는 딸바우시장에 근접해 있 

는 홈플러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철 것으로 야 곳 상인옳은 우려하면 

서 긴장하고 있다. 이 파정에서 중소상인월간에도 이해판계에 따라 

갈등파 분쟁이 더쭉 확산훨 가놓생￡ 높흘 첫으화 여겨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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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Ju, Socio-Economic Adaptation, Globalization 

The Differentiation in Korean Market and its 
Impact to the Retail Merchants 

Sung-Heup Hong 

This study aims at ethnographical understanding of the recent change in 

Korean retail market and the response of related people in Kwang-Ju 

according to 'Globalization'.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search of 

interview, participant observation. 

From the middle part of 1990's, the massive capital has entered rapidly to 

the retail industry in Kwang-Ju. In this circumstance, many small and 

traditional retailers have tried to compete with the new big discount stores 

and wholesale clubs. However, the small stores of traditional market have 

had not enough capital and merchandising techniques to organize and 

reconstruct themselves and have lost their customers to the new retailers. 

But the effect of massive capital to the small retail merchants is different 

according to geological distance, regional peculiarity and market conditions. 

The traditional small retailers, who have stores, are very difficult to adapt 

new socio-economic circumstances. On the contrary, the stall keepers and 

peddlers, who had been inferior condition than store retails before full-scale 

entry of massive capital, are adapt relatively well. In consequency, the one 

can not have competence in public market(AJ1i!Al-'*) has advanced to the 



option market(~ 71 Al ~). In this process, the one and the other have 

conflicted and troubled in many face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