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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책의 성패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합리모형(rational model)이
요구하는 조건의 충족여부, 행정체계 내부요인이나 경제 ·정치·사회적
환경요인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자가 총
합적(synoptic)인 의사결정을 하는지, 점증적(incremental)인 의사결정
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책의 성패가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보고, 1987년부
터 2013년까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사례로 삼아 정책의사결정유형과
정책성패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큰 폭의 변화를 시도하는 총합적인 정책의사결정 유형은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정보의 부족,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으
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작은 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
도하는 점증적인 정책의사결정 유형은 정책오차의 폭을 줄이고 정책의
적응적 효율성을 높여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부수적으로, 정책분석 및 평가연구에 있어서, 특히 본 연
구에서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는 정책결정 사례연구에 있어서,
합리모형이나 총합적인 정책의사결정 유형의 구조와 논리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점증적인 정책의사결정 유형의 구조와 논리를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 정책의 변화, 변천, 순환의 과정과 계기, 이것에 개재되어 있
는 무수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상관성이나 인과관계 등을 더 면밀하고 정
확하게 이해하고 추리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주요어: 점증주의, 합리모형, 정책결정, 정책성공, 정책실패,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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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정책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급격한

변화를 꾀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을까? 우리 사회에는 큰 폭의 개혁만이
개혁이라 불릴 수 있는 개혁다운 개혁이고, 현실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치는 것은 개혁의 축에 낄 수조차 없다며 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개혁인지라, 기존의 질서, 법
제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뜯어고칠 것은 과감하게 뜯어 고
칠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혁에 대한 이런 인식은 기존의 법제도
와 정책의 모든 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상적인 미래상을 새로이 수립
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정책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짜고 세우는 방식
으로 개혁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한편 현실이 아무리 불만족스러울지라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
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에 착수하여 그 성과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의 개혁대상과 개
혁의 방향을 모색해 가는 방식의 점진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
근해서는 언제 우리가 바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부지하세월이라며
심하게 평가절하한다.
개혁에 대한 이 두 가지 상반된 인식과 접근방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가 다르다. 전자는 현실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부
정적으로만 평가하는 데 비해, 후자는 현실이 현실인 데는 그만한 충분
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긍정적으로 본다. 정치적 합의도출이 도출이
쉽지 않고 이용 가능한 자원과 능력에 명백한 한계가 있는 만큼 개혁의
목표는 달성가능성 위주로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길이 실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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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혁의 성과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착실한 개혁의 방도라고
보는 것이다.
개혁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과 접근시각은 각자 상당한
논리적 기초 위에 서 있고, 실증연구들도 어느 편이 옳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만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자는 점진적 접근이 성공적인 개
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론적 주장에 동조하면서, 우리나라
의 실제 정책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해 보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연구목적에 비추어 다양한 정책사례
에 대한 예비적 검토 끝에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종래에는
재래시장이라 불렀다) 지원정책이 이런 연구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며 깊
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전통시장 지원정책 비교적 긴 역사를 갖고 있고, 이 긴 역사
속에서 현재 정책논란이 극에 달한 형국이다. 1961년 시장법 제정 이래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그저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일대 전기가 마련된 것은 1987년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에 따라 국내유통산업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
자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정치적 관심의 중심으로 처음 부

상하였다.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는 동안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상당히
큰 폭으로 진동을 계속하였고, 매우 복잡한 전개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
르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서는 요동을 치고 있는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본격화된 1987년부터 최근까지를 4
기로 나누고, 각 시기에 있어서 정책목표가 지난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얼마만큼 큰 폭으로 변화하고, 선택된 정책수단이 정책목표와 어
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각각이 총합적(synoptic)
접근의 산물인지, 아니면 점진적(incremental) 접근의 산물인지를 판단
하고 있다. 또한 각 시기의 지원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시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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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소비자들의 반응, 그리고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기초하여 평가하였다. 이어서 각 시기의 정책 결정패턴과 정
책성패 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미리 말한다면 본 연구의 결론은 점진적인 정책변화를 꾀하는 내용
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급진적인 정책변화를 모색하는 내용의 정책보다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정책의 성패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매우 어렵다
(송하진∙김영평, 2006). 어떤 가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평
가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전통시장 지원정책
의 목표는 사실 애매하고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평가의 어려
움이 있고, 본 연구의 평가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 점은 그리 결정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각 시기의 정책이 이전 시기 정책의 연
장선상에 있어서 각 시기의 정책목표의 결정 및 정책수단의 선택은 필연
적으로 이전 시기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 단계의 정책
목표 설정 및 정책수단의 선택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초미의 관심사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의 성패를 정책의사결정유형과 연계하여 보는 연구는 이제껏 보
지 못하였다. 정책성패 일반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①문제 정의가 올바로 이루어졌는지, ② 정책문제와 해
결책 간에 인과적 연계성이 잘 확보되었는지, ③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
원이나 인력 등이 충분하게 확보되었는지, ④ 정책목표가 합리적으로 설
정되었는지, ⑤ 정책의 부정적 효과들을 조직이 올바로 예견하고 대처하
였는지, ⑥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고, 정책의 성패요인을 분석하
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가 정책성패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정책결정패턴과 전략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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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고 있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잡고 있는 기존의
합리모형(rational model)에 입각한 정책관에 대한 의문이 강했기 때문
이다. 합리모형에서는 정책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충실하
게 집행하면 정책의 합리성이 당연히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
나 정책문제는 일의적으로 정의되기 어렵고, 정책목표에 대한 정치적 합
의는 언제나 문제거리이며, 정책수단은 이용 가능한 자원과 능력의 제약
속에서 최선인 것으로 선택되기 마련이고, 정책집행단계에서는 또 다시
무수하게 많은 요인들이 개입되고 작용함에 따라 일사 분란한 집행이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비현실적인 합리모형에 입각해 정책을 연구하고 평
가하는 것은 정책의 합리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책
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 정책은 가설이다
(policies are hypotheses) ” (Landau, 1977; Pressman, J. L. &
Wildavsky, A. B., 1984; 최병선, 2007)고 보는 시각을 취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만 가설인 정책의 합리성을 비로소 검토하고
실제결과에 비추어 그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고, 이런 검증을
통해서 정책의 합리성은 점자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한 본 연구는 합리모형이 필연적으로 총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총합적인 접근 하의 정책은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에 도달하였다. 매우 복잡한 정책환경과 과정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
되어 있고, 이런 제한된 정보조차 온전히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간
의 지적 능력에 엄연한 한계가 있는 이상,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각이다. 제 3 장의 사례분석은 이런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는 바, 연구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 4 장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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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1987년 이후 최근까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 발전법 ’ ,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세특례 제한법’을 근거로 시행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유관기관의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정책결정 주체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정치권,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부처, 그리고 실질적 추진주체인 지
방자치단체와 각 시장 단위의 단체나 조직 등이다. 본 연구는 이들이 취
한 정책문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식, 구체적으로는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수단 선택의 과정에서 보인 의사결정을 분석해 정책결정 패턴을 유
형화하고 그런 의사결정 패턴 하에서 산출된 정책목표와 수단이 이룬 성
과의 평가를 주된 분석과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회의 관련법 제정과 개정, 대통령의 정책지시, 중소기
업청 및 기획재정부 (구: 기획예산처, 상공부)의 대통령령 ∙ 부령 ∙ 사
업공고 ∙ 정책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및 조례, 시장경영진
흥원의 사업계획 ∙ 세부 사업 결정 등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
의 구조와 내용, 방향성, 추구하는 정책변화의 폭 등을 검토해 각 시기
의 정책의사결정패턴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로 나뉜다. 먼저 문헌의 경우,
관련된 법령, 정부 시책, 보도자료, 사업집행공고, 예산안, 국회 및 정
부부처 성과평가 보고서, 정부부처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외부 평가보고
서, 관련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주로 조사하였다. 법령의 경우 법제처 홈
페이지를 통해, 정부시책 ∙ 보도자료 ∙ 사업집행공고 ∙ 예산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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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하였다. 기타 성과평가보고서들의 경우에
는 외부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청 및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었다. 정책의사결정유형은 법령 ∙ 정부
시책 ∙ 보도자료 ∙ 사업집행공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정책성패는
시장경영진흥센터의 ‘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2006, 2008,
2010, 201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2008, 2010,
2011, 2012),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분석 보고서 (2010, 2012), 재
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 (기획예산처, 2006, 2007, 2008) 및 재정사업심층
평가보고서(KDI & 시장경제연구원, 2007), 전통시장 육성사업 평가(국회
예산정책처, 2012), 통계청 자료(KOSIS) 및 언론보도 ∙ TV 다큐멘터리
등을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참고문헌명은 추후에
서술한다.
면접조사의 경우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우선 정책 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경우, 중소기업청에 근무한 적 있는 공무원
과 시장경영진흥원에 2013년 당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인터뷰하였다.
중소기업청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근무한 바 있는 공무원의 경
우, 2013년 9월 현재 근무지에서 1시간여간 면접 조사하였고, 시장경영
진흥원에서 2013년에 근무한 직원의 경우 전화로 20분간 질의응답 하였
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경우, 주로 서울지역 전통
시장에서 시장상황과 지원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2013년 10월 18일
부터 10월 20일까지 송도에서 열린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국 각지
의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동 박람회의 공개 컨퍼런스
를 통해 정부의 현재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각 시장 상인과 상인회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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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기초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1. 정책성패의 개념과 결정요인
1) 정책성패의 개념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를 정의하기 위
해서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현상이나 행위를 일컬어 정책이라 부르는
지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책의 정의에 관해 본다면,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2003: 35)는 “ 바람직한 사회상태
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
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할 기본 방침” 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책은 “목표와 그것의 실현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
된 것”이라는 정의(Pressman & Wildavsky, 1984),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 지침 ” 이라는 정의(Dror, 1986:
12-17), 그리고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일정한 행동경로(course of action) 또는 무의사
결정(non-decision making) ” 라는 정의 등 극히 다양한 정의들이 있다
(남궁근, 2008: 17).
정책에 대한 이상의 정의에서 공통점은 정책이 특정한 목적성을 갖
고 있다는 보는 부분이다. 정책 개념에는 어떤 바람직한 사회상이나 사
회문제의 해결, 이상적인 상태 등의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도구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정책은 정책결정자나 사회 구성원들이
상정하는 특정한 사회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진 일련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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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다.1 이처럼 정책이, 크든 작든, 어느 정도 인위성과 목적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책의 성패 여부는 이러한 인위적 노력,
즉 정책이 달성하고자 한 바람직한 사회상태(social state)가 달성되었
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2
기존 문헌에서 정책성패는 대부분 이러한 관점, 즉 정책이 달성하고
자 한 바람직한 사회상태가 달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관점에서 개
념화되고 있다. 김형렬(1999)은 정책실패를 “ 일정한 시점에서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김형렬, 1999: 2,
김도훈, 2003: 300). Mazmanian & Sabatier(1983)는 역시 정책 목적
(policy objective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을 정책실패라 정의
하고 있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정책이 원래 의도한 정책목표(intended
goal)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 즉 의도한 결과(intended results)와 실
제 결과(actual results)가 차이를 보이면 정책실패라 하고, 원래 의도
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가까운
경우 정책 성공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Bardach, 1977: 7-9;

1

정책 개념이 목표 달성이나 문제 해결의 수단적 성격으로 정의되는 것이
인간을 정책의 대상으로 종속시키고, 정책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정책학계에서 정의된 정책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한다(사공영호, 2008).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정책의 성패를 의도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각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19세기 이후의 사회과학계에서 정의되고 있는 ‘정책’ 의 속성은
대체로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특정한 목표의 달성여부 혹은 문제 해결 여부를 염두에 두고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김형렬(1999)에 따르자면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정의는 정책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정책실패의 정의를 내린 것에 해당한다. 정책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책을 둘러싼 이념이나 철학, 사회과학, 정치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한다(김형렬, 1999:2).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패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좁은
의미에서 정책과 정책성패를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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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재∙이철주∙주기완∙하현희∙곽연륜, 2007; 한동효, 2010; 노시평∙박희
서∙박영미, 2006).
이를 두고 생각하건대 문제는 ‘정책이 달성하고자 한 바람직한 사
회상태’의 의미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어떤 것이 바
람직한 사회상태인지에 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제 각각일 수 있는 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성패의 판단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정책이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
더라도, 반드시 이를 정책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
다.3 원래 의도한 정책목표는 달성하였을지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면 이를 정책 성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혹은 정책이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면, 이를 정책실패가 아니라 성공
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정책의 성패여부의 판단은 매
우 모호하며, “원래 의도한 목표를 성취했는지 여부만 가지고서는 정책
이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송하진 ∙
김영평, 2006).
그래서 송하진 ∙ 김영평(2006) 은 정책실패를 다른 정책들과의 조화
관계 속에서 평가한다.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정책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여부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다른
정책들과 얼마나 조화로울 수 있는가에 의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도 일정부분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들과의 상충되는 목
표 및 활동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해나가고 모순을 관리해나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정책들간의 조화는 한 순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
다. 특히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많은 정책문제들에 있어서 최

3

유대인 학살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예 정책목표가 잘못 세워진 경우에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책성공이라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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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모호해지는 정책환경에 처할수록 처음에 정책
을 결정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오류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생겨난다(A.Alchian, 1950)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들의 주장의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화롭
게 생존하는 정책이란 시도(trial)와 오류(error)의 수정과정이 원활하
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 즉, 어떤 정책
이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정책들간의 모순과 정책오류가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성패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정책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책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이나 유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이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중
견기업이 되기보다는 중소기업에 머무를 유인이 생긴다.4 혹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제가 늘어나게 되면 어린이집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사업자들이 줄어든다. 규제가 제약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일종으로서, 장기
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정책 대상자들에게 어떤 유인 혹은 제약으로 작용
하는지를 살펴보아야만 그 정책의 속성과 정책의 성패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의 효율성을 분석한 학자가 바로 D. North이다.
North(1990)는 동태적 효율성 (dynamic efficiency)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4

이를 유인이 아니라 사실상의 강제, 즉 제약(constraint)로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원프로그램에서 부과되는 조건은 사실상 정부가 자원을 지렛대로
삼아 어떤 행위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이혁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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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면서 신고전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율성의 개념인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5
개념에 대비되는 적응적 효율성(adaptive efficiency)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적응적 효율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규칙(rule)이나 정책이 경
제사회, 즉 그 사회의 사람들이나 기업들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적응
능력을 키우고 어떤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재주를 갖추도록 동
기를 부여하고 유도해 가는지에 주안점을 둔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차원
의 효율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North, 1990: 80).
따라서 어떤 제도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기술혁
신을 추구하게끔 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방식을 계속해서
찾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런 제도는 적응적인 면에서 효
율적인(adaptively efficient) 제도라고 부른다. 반대로 어떤 제도가 사
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하여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고안이나
활용을 가로막거나, 기술진보와 혁신 추구의 유인을 처음부터 꺾어버린
다든지, 관련된 지식의 창출과 공유를 방해하고, 사람들간의 협동을 어
렵게 만든다면 이런 제도는 적응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인(adaptively
inefficient) 제도라고 부른다(North, 1990; North, 1994; Albaek, 1989;
Pelikan & Wegner, 2003). 적응적으로 효율적인 제도 하에서는 적극적으
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끔 의
사결정단위의 분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실수나 오류로부터 배우고 지
속적으로 오차를 수정해나가는 선순환고리(vicious circle)가 생겨나기
도 한다(Hayek, 1967; Eliasson, 1988).
이런 의미를 지니는 North의 ‘ 적응적 효율성’ 개념은 정책성패의

5 배분적 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파레토 효율성이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즉 경제 내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이준구, 2013: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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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에서
의 정책성패의 판단은 그릇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런 관
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이고 정태적인 배분적 효율성 관점에서, 단순히 자
원이 생산적인 분야(sector)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야만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Pelikan & Wegner, 2003:
15-40). 어떤 정책이 성공적이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
서는 그 정책 하에서 관련자들이 어떤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보이는지도
중요하다. 정책이 정책대상자 및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바
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준다면 그 정책은 성공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그 정책의 허점을 찾아 기회주의적인 행동
(opportunistic behavior)을 보이게끔 만들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하는 개인들의 의지를 꺾고 협력을 가로막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
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책성패에 대한 개념정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성패를 정의하기
로 한다. 첫째, 기존의 일반적인 관점인‘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효과적
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의 성패를 판단한다.
다만 정책은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차등적인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
떤 한 사람이나 조직이 그 성패를 진단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위
험하다. 따라서 정책대상자들의 평가나 정책 집행 이후의 사회상태 변화
정도 등을 잘 대변해 주는 양적 지표에 기초한 평가자료 등을 참고할 필
요가 있다.
둘째, North(1990)와 송하진 ∙ 김영평(2006)의 관점을 받아들여 정
책성패를 동태이고 상호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 이는 위의 첫 번째 기
준에 대한 보완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정책이 본래 의도를 달성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성
패의 판단은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다른 정책들과의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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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및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그 정책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칙으로 받
아들여지는 정책조화(policy coordination)가 이루어지고 있고, ② 지속
적인 정책 시도와 오차 수정(trial and error correcting)의 과정이 나
타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셋째, North가 사용하는 적응적 효율성 개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정책성패의 또 다른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요컨대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의 동기와 유인을 갖게 만들고, 상호협력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
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려 하며,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
록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면 이는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2) 정책성패의 결정요인
정책의 성패의 이유를 설명하는 면에서도 이론적 시각 역시 정책성
패에 대한 정의 이상으로 다양하다. 어떤 측면에 관심을 두고 정책의 실
패나 성공의 이유를 제시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또한 어느 정책 분야
를 주로 연구하는지에 따라서 제시하는 요인들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마다 제각각 고유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의 독립변수가 기존
의 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독창적인 변수라고 주장하는 듯 보인다.
한마디로 이들이 제시한 정책성공과 실패의 원인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
여기서 모두 언급할 수 없을 지경이다.
대표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정책 실패요인을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6 Sabatier & Mazmanian(1981) 은 ① 정책목표

6

정책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보다는 정책의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책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를 기준으로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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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확성, ② 적절한 인과이론 (casual theory), ③ 자원, ④ 사회 경
제적 상황, ⑤ 정책문제의 성격 등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 설명한다. Pressman & Wildavsky(1984)는 ① 다수의 정책목
표들이 확보되고, 참여자들의 관점이 다양한지의 여부, ② 동원될 수 있
는 자원이 확보되고 있는지, ③ 다수의 의사결정점이 존재하는지가 정책
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Elmore(1978)는 정책의 미숙
한 관리, 정책에 대한 집행담당자의 반감, 정책집행자의 협상의 부재와
미숙한 관리 등을 정책실패 요인으로 언급한다(Elmore, 1978). 정정길
외 4인(2003)은 정책의 성공 및 실패 요인으로 ① 정책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② 정책 내용의 소망성, ③ 정책 집행 수단 및 자원의 확보, ④
정책의 중요성과 영향의 정도 등을 들고 있다. 김형렬(1999)은 정책실패
요인을 ① 인적요소(정책 형성자의 즉흥적 정책결정, 정책 담당자들 사
이에서의 갈등, 정책 집행자의 불응, 정책형성 및 집행자의 도덕성 결여,
정책 수혜자의 비협조 등), ② 자원부족(정보 및 자료 부족,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등), ③ 절차적 요소(조정실패, 미비된 집행계획, 잘못된
정책목표 등), ④ 기타변수(우연적 요소, 실패한 정책 유산의 부정적 상
승작용 등)로 분류하였다. 또한 잘못된 정책설계와 행정의 관성(최성두,
1998), 정책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의사소통(민진, 1995), 정책집행자
의 딜레마 상황(박통희 외, 1994), 일선행정관의 의지 부족(노화준,
2012), 정책 학습의 실패와 이의 제도화(송하진 ∙ 김영평, 2006) 등도
자주 거론되는 정책실패 요인들이다.
다소 포괄적이지만 기존의 정책실패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많은 학자
들에 의해 빈도가 높게 지적된 요인들을 꼽아본다면 ①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의 부재, ② 정책의 인과적 이론적 토대의 부적절성, ③ 정책 형성
자와 집행자의 자질과 능력 부족, ④ 정책 대상집단의 정책불응, ⑤ 정
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 ∙ 예산 ∙ 인력 등의 정책자원 부족, ⑥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집단이나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
경제적 조건(정치적 이해충돌의 해결, 정책 홍보 및 설득을 통한 집행여
- 14 -

건의 마련, 해당 정책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 등) 의 미비 등이다.
한편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정책결정자가 정책의사를 형성하
고 결정하는 지점에서 취하는 정책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사고방식
(mode of thinking) 혹은 전략(strategy),7 즉 정책의사결정 유형 (type
of policy decision making)에 대한 관심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이런 요인이나 변수들이 개념정의 자체가 매우 어렵고 계량적 측정이 가
능하지 않다는 명백한 한계점을 인정할지라도 이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
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요인과 특징들이야말로 정책의
사결정의 질(quality)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특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다른 모든 조건들이 아무리
잘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식을 따라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정책의 고안이나 설계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정책결정자가 엉뚱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문제를 파악하려고 한다거나, 지나친 과시욕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정책의 실현가능성이나 질의 제고보다는 정책의 홍보효과에 더 큰 관심
을 기울이는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수한 요인들이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정책의사결정 유형은 정책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반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 오류(meta error)에 해
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인적 ∙ 물적 자원을
많이 투입하고, 조직구조를 바꾸고,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한다 한
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7

여기서 전략이라 함은 정책결정자마다 자신의 시간, 능력, 체력, 전문성,
주의집중력(attention) 등 모든 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각자 이런 자원과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또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사고전략 혹은 대응전략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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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책의사결정 유형이 정책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설명변수로 다루어지지 않아 온 이유로서, 위에
서 언급한 바 있는 변수로서의 취급이 어렵다는 점 외에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생각건대

정책의사결정

방식이

총합적

접근방식

(synoptic approach)을 따라 이루어져야만 정책의 합리성과 과학성이 조
장될 수 있다는 명제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서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지 모른다. 종합적이고 연역적인 정책분석의 절차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가운데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정책문제에 접근해 갈
때 그것이 합리적 정책결정이라는 명제에 길들여져 있는 한 다른 유형의
정책의사결정 방식이나 유형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하기 어렵거니와 이
방식은 처음부터 과학성이나 합리성을 잃고 있는 것이므로 따져보나마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다.
본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본 연구자는 과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에 따라 문
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
단계를 따라 정책결정에 임하는 것(즉 총합적 의사결정 유형)”이 정책
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지, 아니면 이와 대비되는 방식, 즉 “현존의 정
책에서 소폭적 변화만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의사를 결정하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조금씩 수정 ∙ 보완하는 방식
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의 정
책의사결정(즉 점증적 의사결정 유형)”이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지를 직접적으로 상호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양 유형을 가르는
분류기준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여
기서는 이에 앞서 기존이론에 입각한 연구자들은 전통시장지원정책의 성
패,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하여 어떤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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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시장 지원정책 성패와 결정요인
1)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패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패를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보면 관련정책이
명시적으로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본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달
리 구체적 성과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경우 특히 무엇을 기준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해야 하는지가 모호
하다는 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기
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무엇을 성과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서 합의된 기준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예컨대 소비자들의 반응을 성과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시장 상인들의 시각을 성과 판단의 기준
으로 삼을 것인지, 시장 매출액의 증감률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관해서 각 연구자마다 취하는 시각이 가지각색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여
러 성과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사업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매출증가
점포비율’ 과 ‘고객만족도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의 재
정사업자율평가(2007년 이후 실시)에서는 ‘사업목적의 명확성’, ‘정
부의 재정지출 필요성 ’ , ‘ 다른 지원사업과의 유사성과 중복성 ’ ,
‘사업고객과 이해관계인의 만족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2) 및 남윤형(2010) 등도 마찬가지다. 대개의 연구보
고서가 이러한 판단기준 중 일부는 만족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평
가를 내리고 있어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정책의 성패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하여 어떤 합의된
정책목표도 없기 때문에 정책성패의 판단 자체를 꺼린 측면도 있어 보인
다.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애초에 표방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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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매일 수 밖에 없는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책목표
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만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 예컨
대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지역상권 활성화’ 와 ‘유
통산업 균형성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8 도대체 무엇을 지역상권 활
성화와 유통산업 균형성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성패의 판단은 단지 효과성(effectiveness) 측면이 아닌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책성패의 판
단이 더욱 쉽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인다. 예컨대 어느 두 시기의 전통시
장 지원사업이 효과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
도 한 사업의 경우 1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한 사업의 경우 2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두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달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 이후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하
여도, 이것이 과연 시장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제고되었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인지, 아니면 정부 재정의 투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잘
살펴 성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성패 판단이 어려운 이유이다.
만일 정부 지원에 따른 특가세일이나 판소리 공연 등 일회성 이벤트 개
최 결과 시장에 내방하는 고객수는 증가하였지만, 상인들의 매출액은 거
의 변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책 성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
책 시행 이후 상인들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상호협력이 활발해지고 혁신
이 촉진되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정책성패에 대한 판단은 또 다시 달라
질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없이도 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
드는 것이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상인들의 시장개척과 경영혁신에 도움을 주기보
다는 상인들이 정부정책에 의존하여 정부지원을 따내는 데 초점을 맞추

8

이는 전통시장 지원정책 근거법에 명시된 법의 목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1 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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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구노력을 덜 기울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큰 사업이라면 이를
두고 성공한 정책이고 사업이라 평가할 수도 없는 일이다.

9

이처럼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매우 복잡한 이면
이 있기에 기존연구들에서 어떤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성공했고, 어떤 전
통시장 지원정책은 실패했다는 식의 명시적인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연구자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전반적으로
의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경우는 많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낙후 시설
개수 및 보수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시장활성
화 측면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과가 부족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근본적이
고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
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시장경제연구원(2007)에서는 재래시장
시설은 현대화 되었으나, 매출액 감소세인 전통시장이 전체 전통시장의
50% 이상이며, 경쟁력 정밀평가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61.9% 가 경쟁력
취약 상태에 있어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
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성희(2011)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전통
시장 상인들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정책성패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가 상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90%),
경영현대화사업 중 ‘시장매니져지원사업’ 과 ‘온누리상품권’ 에 대
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달호(2012)는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
향식 구조여서 상인들의 동의와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여 정책이 실효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남윤형(2010)은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연간 729개 빈 점포의 감소를 예방한

9

정책 성패의 판단에 관한 이러한 시각에서의 이론적 논의는 Pelikan &
Wegner(2003: 15-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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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었으며, 정부지원으로 시설을 개선한 시장의 고객 수 증가 점
포비율이 미개선시장에 비해 현저히 높아 상당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
하였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패를 평가하는 기존 논문과 보고서들의 경우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 성패를 동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았다. 재정지원의 결과 일시적으로 매출
액이나 고객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정책이 성
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근거법인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법(sunset law)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정책이 단순히 현재 어떤 가시
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보다는, 정부지원이 끊어진 뒤에도 지속적
으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다면 특정 시점에서 눈에 보이는 효과만을 놓고 성패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낳을지를 고려하
여 정책성패 판단이 이루어져야 정책의 진정한 성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Pelikan & Wegner, 2003: 6).
둘째,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패를 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관점에
서만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단지 전통시장 상인들
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전통시장의 소비자들 및 다른 유통업
체들도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
통시장 상인들이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뿐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전통시장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전통시장
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피해를 입는 유통사
업자나 도매상인들 등의 입장도 판단 근거로 활용해야 보다 균형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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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10

셋째,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정책대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지원정책으로 인해 시장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
동하게 되는지, 어떤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지 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
책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책대상자들에게 어떤 유인(incentive)을 제
공하거나 제약요인(constraint)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자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련의

제도적

변화

(institutional change) 속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존
재들이기 때문이다(Kasper & Streit, 1998: 42-69).
상당수의 문헌들은 단순히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해 상인과 소비자
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에만 관심을 두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는 지
나치게 현상을 단순하게 보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정책이 집행된 이후
상인과 소비자들이 어떠한 행동패턴을 보이고, 어떤 의식의 변화를 일으
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야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
책의 성패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공을 이끌
어내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정책 대상자인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고 또 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정책대상자들의 정책평가를 기준으로 정책 성패를 단정짓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전통시장 지원이 급부적성격의 정책이라는 점이다. 급
부적 성격의 정책은 정책시행 그 자체만으로도 정책대상자들의 호의적
평가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장 상인들이나 소비
자들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예컨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정책은 정책대상자인

10

전통시장 지원정책뿐 아니라 많은 정부정책들의 경우 그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집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규제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관련논의는 최병선(2006c)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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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으로부터 당연히 지지를 받게 되겠지만, 이 정책이 성공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변화를 보이는지도
살펴보아야만 하는 이치와 같다. 전통시장 지원정책도 마찬가지다. 시장
상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해당 사업이 상인들의 자구 노력을 지
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지원정책이라면 이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해당 사업이 시장 상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나 상인들의 정책 의존성을 키우거나, 상인들간의
협력을 저해하거나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성공한 정책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전통시장지원정책 성패의 결정요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서, ① 지원 대상의 명확성 부족, ② 사업 준비의 부족과 예
산 부족, ③ 지역적 특성 및 시장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실시,
④ 시설(하드웨어) 중심의 정부지원, ⑤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 부
족, ⑥ 경제환경과 소비행태 변화 등을 들었다. 조달호(2012)는 중앙정
부 주도의 하향식 지원정책을 낮은 정책성과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중
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원정책 및 사업계획을 정하고 상인과 지방자치단
체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태의 사업이
대다수이나, 이러한 사업은 상인들의 자율적인 제안이 반영될 여지가 없
다는 것이다(조달호, 2012: 9-10). 국회예산정책처(2012)는 ① 지원근거
및 대상, 지원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특정 시장
및 시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졌으며, ② 전통시장 육
성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지원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이 연계되지
못하고 따로 추진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고 진단하였다. 또한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준비 미흡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의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었고, ④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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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 지원방식,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의 자구적 노력과 연계되지 않은
정부지원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실패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 김찬동(2009)
의 연구는 다른 문헌들과는 달리 ① 정책의 목적과 수단의 연계성, ②
정책의 다목적적 성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한
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정책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
가 명확해야 하나 전통시장 지원정책 사업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책목
표와 수단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강행되어 정책성과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김찬동, 2009:11).
예컨대

‘시장 박람회 개최’ 나 ‘마케팅 활동비용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바리케이드 설치’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만을 갖고서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 사례
라고 말한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전통시장 지원정
책이 “정책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정책수단과 목표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책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환류와 정책오차 시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김찬동,
2009: 11). 이런 경우에는 실패의 경험을 통한 정책 개선의 여지가 적어
져 결과적으로 정책실패가 이어지고, 또 다른 막연한 인과관계에 근거한
정책을 뒤를 잇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정책목표
가 단일 목적이 아니라 여러 목적을 지향할 경우, 지향점이 분산되어 집
행과정에서 예산이나 인력, 역량이 분산되고, 평가 시에도 여러 가지 목
적에 대한 분산적 가치부여가 이루어져 정책의 성패 여부를 명확히 말하
기 어렵게 된다고 한다. 요컨대 그는 정책의 다목적성(多目的性)이 결과
적으로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찬동(2009)은 이어서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간의 연계가 제대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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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목표와 수단의 연계관계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고, 즉,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책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를 다시 엄밀히 파악하고, 새롭게
정책구조를 재편하여야만 정책이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는 일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찬동, 2009: 7). 이는 일견 타당한 지적이
나, 현실에서는 정책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가 확보되었다고 할지라
도 실제로 의도한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
다. 물론 이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마저도 정책 분석(analysis)과 정책 결정(decision making) 및 정책 집
행(implementation) 시기의 시장 상황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타당
한 명제로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치 ∙ 경제적 제약조건, 불확실한 환
경적 상황 등으로 인해 예견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
고 볼 때 정책목표와 수단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더라도 정책목표의 달성
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또한 정책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고, 인과관계의
재설정이 얼마나 큰 효과를 생산해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표-수단의
관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이른바 ‘정책의 구조방정식’을 다
시 짜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라, 목표-수단의 인과관계는 언제나라도 확보
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면
현재 실시중인 정책수단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소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선의
정책인지를 사전적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정책을 시행해 가는 과정
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궁극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본 연구가 기초하고 있는 바 점증주의의
시각이 보여 주는 독특한 문제인식 방법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이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실
패 이유로 언급하는 측면들은 그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 24 -

서 어떤 것들이 왜 중요하게 고려되거나 되지 않았는지 등 정책의사결정
과정의 특성이나 유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다시
강조하건대 정책의사결정에 임하는 정책결정자들의 문제인식이나 사고방
식 혹은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어가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사용되
었는지 등은 정책의사결정의 질과 내용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정책결정자가 총합적이고 연역적인, 이른바 뿌리를 캐려는 방법
(root method)으로 정책의사결정에 접근하는지 아니면 정책문제를 쪼개
고 나누어 분절적이고 점증적인, 이른바 가지를 하나하나씩 쳐 나가는
방법(branch method)으로 정책의사결정에 임했는지가 정책의 질과 실현
가능성, 나아가 정책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각이다. 이제 이 두 가지 정책의사결정 유형에 대하여 더 깊이
논의할 차례다.

제 2 절 정책성패 결정요인으로서의 정책의사결정 유형
1. 총합적(synoptic) 정책의사결정 유형, 구조와 논리
본 논문에서 말하는 총합적 정책의사결정은 흔히 합리적 정책결정
(rational

policy

making)

또는

합리-연역적

정책결정(rational-

deductive policy making), 분석적 정책결정(analytic policy making),
과학적 정책결정(scientific policy making) 등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
리는 의사결정 모형에 입각한 정책의사결정 유형을 지칭한다. 이런 여러
다른 이름의 정책의사결정 모형의 이름 가운데 이 유형의 정책의사결정
방식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은 연역적(deductive)이라는 말일 듯하다.
이 말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책의사결정에서
가치와 사실의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며, 가치와 관련된 이상적 사회상
에 기반하여 정책목표가 결정되고, 그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수단이 모색
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분석, 즉 합당한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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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정책분석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괄
해야 한다는 것이다(Braybrook & Lindblom, 1970: 9, 37).
이러한 접근방식 하에서 정책은 합리-연역적으로 결정되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정책학교과서를 보면 정책결정을 “정책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활용 가능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리고 이들 대안들이 가져올 예상되는 결과와 대안의 선택에 적용해야 할
기준들은 무엇인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정정길 외 4인, 2003: 327)이라
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하게 이런 관점에서 내린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이러한 접근방식 하에서 정책은 논리적 순서와 단계
(steps)를 밟아 결정되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다. 이 점도 국내교과서들
에서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 사항이다.
① 해결할 정책문제 또는 달성할 정책목표를 명확히 한다.
② 정책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 또는 개발한다.
③ 정책 대안이 가져올
가능성을 추정한다.

결과를

예측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④ 정책 대안의 결과를 비교 ∙ 평가한다.

⑤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합리적인 정책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밟아야 할 단계(의제
설정 -> 정책분석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등)가 있고, 각
단계에는 종합적(comprehensive)이며 연역적(deductive)인 검토, 다시
말하면 총합적인 접근(synoptic approach)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사결정 모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Braybrook & Lindblom, 1970:
37-41). 이처럼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의 순서와 절
차가 중시된다. 심지어 이것이 이 방식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라고 주장
하는 주된 근거이자 시금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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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연역적이고 합리적인 순서와 절차에 따라야만 정책목표
의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수단을 탐색∙선택하는 작업이 합리적
이고 과학적이 될 수 있는가? 또 이것이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ctor)
인 정책결정자가 두말없이 따라야 할,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이상(ideal)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건만,
이런 과정과 절차를 숭상하는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듯, 이 방식은 대부분의 정책의사결정이론에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다.
H.Laswell(1956)의 합리적 정책모형 (rational policy making model),
M.Howlett & M.Ramesh(1995)의 합리 종합 모형(rational comprehensive
model), Dror의 규범적 최적모형(normative optimum model) 등이 그 예
다(ibid: 329-332).
그러나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방식이 요구하는 이런 요건이나 절차들
은 논리적 규범 면에서 보면 타당할지 모르나, 현실적인 각종의 제약조
건들을 고려에 넣고 본다면 타당하지 않다(Braybrook & Lindblom, 1970:
40). 요컨대 안락의자에 앉아서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을 정리해 내릴
수 있는 것이 정책의사결정이 아니다. 차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
자.
첫째,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정책대안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대안이 가져다 줄 영향과 효
과를 빠짐없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자. 예를 들어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목표로 관련된 정책 대안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들이 전통시장 서비스에서 무엇을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비용을 최대한 덜 들이면서 가장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상인들의 서비스마인
드 개선을 위한 상인교육, 원거리 배달 서비스 신설을 위한 재정지원,
주차도우미 인력지원, 마케팅 기법 전수를 위한 전문가 파견, 콜센터 신
설 위한 재정지원, 광고와 정보제공 전산화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홍보
를 위한 마케팅과 특가세일서비스 지원 등 수많은 정책수단들의 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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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그리고 각각에 대한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따지고, 산출해
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행위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책대안들에 자원을 조금씩 배분해서 일
단 모두 실행에 옮겨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이상의 과정을 거쳐 파악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검
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 어떤가? 이런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존재하며, 그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이를테면 행복, 복지, 정의, 공동선과 같은 가치들 중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순위를 매길 수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정책대안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이런 연역적 분석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총합적 접근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합적 접근을 옹호하
는 학자들은 최소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서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객
관적인 기준에 입각해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측면이 강조된 정책을 입안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남궁근, 2008: 413; 정정길 외 4인, 2003: 408, 435).
셋째,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방식에서는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
를 반영한 정책목표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그 이후에 정책수단
이 탐색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은 ‘당위(ought)’와 ‘사실
(is)’을 명시적 ∙ 암묵적으로 구분하는 많은 정책결정이론들에 공통적
이다(Lindblom, 1979: 517). 현재 나타난 사실적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는 정책수단과, 달성해야 할 가치적 문제들과 관련된 정책목표
가 분리되어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 상황을 보자. 총합적 정책접근 하에서는 경제민주화나 동반성
장과 같은 가치적 문제(value), 즉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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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장하고,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수단으로서 대형마트의
지나친 영업규모 확대를 막는 것이 정책목표로 대두된다. 즉, 바람직한
상태나 사회 전체의 이상적인 가치배분 등이 정책논의에 앞서서 등장하
고 그 틀 내에서 정책목표가 설정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다음 문제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및 주변 소상
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규제에 따른 비용과 효과는 어떠
한지 등의 사실적 문제(fact)는 정책수단에 관련된 논의에서 비로소 등
장한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규제를 입안할 것인지, 규제수준
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서 형평성이나 효율성과 같은 가치적 문제들이 다시금 논의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애초부터 모든 논의는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상태, 즉 정책의 이
념과 비전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11 그러나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치와 사실의 분리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사람들은 또한 목표가 수단을 지배(govern)하는 경우가 그 반대 경우보
다 더 흔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후자가 더 일반적이다. 특히
당면목표(proximate

ends)는

선택된

수단에

지배된다(Braybrooke

&

Lindblom, 1963: 93). …중략… 목표의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 존재
하지 않으면, 그런 목표는 아예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 예컨대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을 제로(0)로 만들 수단이 없는 이상, 오염 제로가 정책목
표가 되는 일은 없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종
류와 범위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
예컨대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하면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은 커진다. 이런
상충관계를 반영한 환경수준-경제성장율 쌍(pairs)은 무한하지만, 이 무
수한 쌍들 하나하나에 대한 자신의 선호에 서열을 매기기는 불가능하다.
11

뒤에서 살펴보겠으나, 이는 애초부터 정책수단의 가용성이나 정치적 합의의
달성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책목표를 결정하는 점증주의적 접근방식과는 다르다.
점증주의적 접근방식에서는 아무리 바람직한 가치기준에 입각한 정책목표가
존재한다 해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른 정책들과 상충된다든지,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정책목표로 아예
상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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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가는 몇 개의 쌍으로 선택범위를 좁힌 다음,
그 중에 어떤 것이 좀 낫다, 못하다는 식으로 자신의 선호를 표현한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가치)를 구체화(concretize)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
인 방식이다(최병선, 2013: 8-9).

넷째, 정책대안의 선택기준은 그 정책의 실시 이후의 사회상태
(social state)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의 극대화이다. 어떤 정책이 큰 폭
의 사회상태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정치적으로 반대에 부딪힐 여지가 있
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준
다고 여겨진다면 이를 택해야 한다고 본다. 소폭적인 변화만을 꾀하는
정책대안은 정치적 힘이 강한 특정 집단에 편향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의 안정성과 보수성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편이다. 여기
서 우리는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방식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차이와
다양성에 따른 불가피한 정치적 타협과 조정의 필요성이나 용이성 등을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비판과 반론에 대하여 총합적 정책의사결정의 옹호자들
은 이런 의사결정방식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의사결
정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굽히려 하지 않는다. 과학
적이고 분석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책문제를 명확히 하고, 대안을 광범
위하게 탐색하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사실, 정책일선의 정
책결정자들은 시간과 전문성이 태부족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또한 이들
은 조직 및 집단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다(정정길 외 4인, 2003:
406-410).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실
증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책이 총합적으로 형성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아래의 인
용문(정정길 외 4인, 2003: 327)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30 -

정책학이 현대적 틀 속에서 전개될 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
면 보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였다. 정책의 내용은 주로 정
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
을 흔히 합리적 정책결정(rational policy making) 또는 분석적 정책결정
(analytic policy making)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결정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 정치적 요소의
작용에 의해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요소의 고려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다.
… (중략)… 정책분석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
책 분석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활용 가능한 대안들은 어
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 대안들이 가져올 예상되는 결과와 대안의 선택에
적용해야 할 기준들은 무엇인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ibid,
327-328). …(중략)… 현실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합리적 ∙ 분석적 정책결
정이 어렵다고 하여 이를 비합리적 정책결정이라고 치부한다면 그러한 결
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더 나은 정책처방을 제시하
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합리적 ∙ 분석적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현
실적인 조건이 있을 때 – 이러한 경우가 훨씬 많지만 – 정책결정자는 그러
한 제약조건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
다(ibid, 433-435).

이상과 같이 요약되는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방식이 과연 그것이 지
향하는 바대로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의사결정으로 결
과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인 검증을 필
요로 하는 사안이지만, 여기서는 이런 정책의사결정 유형에서 나타나게
될 정책의 특성 가운데 본 논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음 두 가지
점을 가설의 형태로 설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끝맺고자 한다. 첫째, 총합
적 정책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나오는 정책대안은 현상으로부터 큰 폭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대안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현상으로부터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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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대안은 현상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분석에서
출발한 대안이기보다는 단기간 안에 현상의 타개를 모색해 보려는 정치
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말한다면 이 두
가설은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의 구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기도 하다.

2. 점증적(incremental) 정책의사결정 유형, 구조와 논리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유형이 합리적 정책결정, 합리-연역적 정책결
정, 분석적 정책결정, 과학적 정책결정 모형 등 버젓한 이름을 가진 모
형(model)에 입각한 정책의사결정 형태를 지칭한다면, 점증적 정책의사
결정 유형은 이런 의미의 어떤 모형에도 속하지 않는 형태와 방식의 정
책의사결정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전자가 처방적 모형(prescriptive
model)에 입각하고 있다면, 후자는 그런 모형 자체가 없다. 다만 실제의
의사결정형태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고 규정한, 굳이 표현한
다면, 서술적 혹은 설명적 모형(descriptive or explanatory model)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점증적 정책의사결정 방식
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되는
정책의사결정 방식으로 잘못 묘사되고 평가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점증적 정책의사결정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과
학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들은 정책의사결정이 반드시 점증적이어야만 한
다고 규범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총합적인 접근방식이 타당
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현실적으로 갖추어지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아니 사실은 놀랍게도—사람들은 그런 현
실적인 제약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각종의 전략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간행동의 대부분을 잘 설
명해 주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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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말하는 점증적 정책의사결정 유형이란 이런 의미에서
총합적 의사결정 유형과 대비되는 유형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정
책대안을 탐색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주
문이지만 정책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나 정보의 불완전성 등 근본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결정된 정책의 실패는 불 보듯 빤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점증주의자의 관점이다. 정책결정의 기본적인 이슈와 정책목
표를 먼저 결정하고, 대안을 검토해가는 뿌리 방법(root method)을 취하
기보다는 계속적이며 제한적인 비교(successive limited comparison)를
통해 현존하는 정책수단과 사회상태로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는
가지

방법(branch

method)을

따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Lindblom, 1959: 79-88).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 점증적 접근방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면 현재의 상태 및 현재의 정책과 미래의 상태 및 미래의 정책이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집중하여 대안들을 한계적으로(marginally) 비
교하고 분석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 점은 새로운 정책과 정책결과들끼리,
즉 대안들간의 비교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총합적 접근방식과 크게 대
비된다. 예를 들어 A, B, C라는 정책 대안이 있다면, 총합적 접근방식은
A, B, C 각각의 대안이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들(A’, B’, C’)
을 비교하여 선택한다. 반면 점증적 접근방식은 현재상태와 정책대안 A,
B, C 각각을 비교한다. 각각의 정책 시행 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
태와 현재상태를 각각 비교하여 가장 나은 것으로 여겨지는 대안을 고르
는 것이다.
얼핏 두 접근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다. 만일 A, B, C 세 대안 중 A가 최적대안이라면, 어느 접근방식을 취
하든 최종 선택은 ‘A’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반
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비교대상으로 삼
는지에 따라 고려할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점증적 접근방식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점증적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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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분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대폭 줄여 준다는 사실이
다.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점증적 접근방식은 정책담당자들로 하여금 보다 해결이 시급한
부분, 당장 나타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현실과 무관하게 장차 달성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기존의

정책에서

개선대안들을

파생된

검토하고

문제점과
상호

한계점을

비교하면

염두에

되므로

두고

문제해결이

간단해진다. 서로 연관이 없는 여러 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통일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고,

각각의

정책대안이 현재의 상태와 무엇이 얼마만큼 다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선택하면 그만이다.
(2) 제한된 수의 정책대안만을 고려한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를
꾀하는 방안들만을 정책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총합적
접근방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정책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상
품 다양성 부족’과 ‘주차장 불편’을 꼽았다고 하자. 점증적 접근방식
하에서는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대안을 분석
한다. 상품 다양성 부족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보제공자로서
의 역할을 한다든지, 주차장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주변 주차단속 완화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식이다. 반면 총합적
접근방식 하에서는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상의 대안들은 물론이고, 이상적인 상태(전통시장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많은 정책 대안들을 찾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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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각지의 다양한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 쇼핑몰을 구축
하는 사업이나, 콜센터를 통한 배달주문서비스의 신설, 주차장 불편을
감안하고서라도 전통시장에 오게끔 만드는 특가세일이나 이벤트 개최비
지원정책, 해당 시장의 명물을 만들기 위한 청년창업 및 입점 지원 등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즉,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인 이상향을 추구하며 대폭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수단을 결정하기보다 이용 가능한 정
책수단에 따라 정책목표를 조정하는 것도 점증주의적 접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총합적 접근방식 하에서도 현실적 이유
(활용 가능한 자원이나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로 인해 정책목표는 정책
수단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점증적 접근방식 하에서는 애초에 목표를
선택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목표들만을 정책목표로 삼는다는 데 차이가 있다(Braybrook
& Lindblom, 1970: 94; 최병선, 2013). 즉, 이상적인 최적 목표를 상정
한 후 적절한 수단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단을 생각하면서 동
시에 정책목표를 구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수단들에 정책목표
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정책목표를 결정한다. 따라
서 점증적 의사결정방식에서의 정책목표는 총합적 방식의 경우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 점증적 접근방식 하에서는 목표를
최종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나 잘못된 것, 피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단계적(serial)이고 복원적(reconstructive)인 접근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책목표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따를 때 목표 결정에 관련성이 깊은 가치(value)
의 문제와 수단결정에 관련성이 깊은 사실(fact)의 문제는 함께 다루어
지게 되고, 어떤 정책목표들의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다른 정책수단들과
의 관련성이 없거나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고려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
다(Braybrook & Lindblom, 197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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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한 번의 시도로 큰 변화를 달성하고자 하
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연속
적이고 단계적으로 작은 변화를 추진해나가 결국 큰 변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점증적인 접근방식의 장점이다. 작은 변화들이 잦은
빈도에 따라 나타난다면, 한 번의 과감한 혁신보다 그 변화의 폭이 더
클 수 있다. 즉, ‘변화의 속도 = 변화의 빈도 x 변화의 보폭’이므로,
작은 변화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점증주의적 전략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변화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
(Lindblom, 1979: 520; 김영평∙최병선, 1994: 25). 또한 정책오류가 발
생한 경우에도 기존에 실시하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오류를 수정하
기 쉬우며, 교정적(remedial)이고 시계열적(serial)인 접근방식을 취함
으로써 정책오차의 수정과 문제점 보완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불확
실한 정책상황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Braybrook &
Lindblom, 1970: 114-130).
총합적 접근방식 하에서의 정책선택은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른 정
책을 낳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지만, 점증적 접근방식 하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줄
어들게 된다는 점도 이런 접근방식의 강점으로 꼽힌다(Braybrook &
Lindlom, 1970: 81-113). 예컨대 주변 대형마트에 비해 전통시장이 경쟁
력을 잃고 있는 것이 정책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하자. 전통시장이 상대적
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요인으로 ‘비올 때 천정이 없어서 소비자
들이 잘 찾지 않는다는 점’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
었다면, 점증주의 시각에서는 시설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시장상인들과 고객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반면 총합주의 접근에서는 현재의 문제점으로부터 정책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책목표(전통시장의 생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각각을 비교한다. 만일 대형마트의 영업시
간을 제한하거나, 출점을 막는 것이 가장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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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이라고 분석되었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이 최적선택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상
인들이 누리는 효과가 얼마나 클 지도 불명확한 노릇이며, 시장 상인들
은 만족시킬지언정 지역주민들과 대형마트사업자는 반발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특징과 강점을 갖고 있는 점증적 정책의
사결정 유형에 속하는 정책의사결정의 형태적 특성을 가설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증적 정책의사결정 유형에 속하는 정책대
안은 기존의 문제,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지만 소홀하게 취급해 온 작지
만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듯이 보이는 문제의 해결을 정책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정책을 의사결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접근하는
방식이므로 의도하는 변화의 폭은 총합적 접근방식에 비해 제한적이고,
소폭적이다(ibid, 1970:90). 둘째, 정책수단의 탐색에 있어서도 이렇게
설정된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리라고 생각하는 수단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에 따라 정책목표가 다시 반복적으로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
인다. 이 두 가설은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의 구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아래 [표1]은 이상에서 고찰한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유형과 점증적
정책의사결정 유형의 특징과 차이점을 몇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표 1]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유형과 점증적 정책의사결정 유형의 비교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유형

점증적 정책의사결정 유형

가능한 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고려
하고자 노력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1 인 정책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책대안
이 가져올 사회적 상태를 순위를 매
겨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임한다.

제한된 수의 정책 대안만을 고려한
다. 현재의 상황과 기존의 정책을 고
려하여 지나치게 급격한 변동을 유도
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정책대안은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즉,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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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
감한 것들을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정책의 결과는 반드시 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좋은 정책인지의 여부는 정
2
책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합리적이
고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
재 상태와 급격하게 다른 상태를 이
끌어내려고 하는 정책은 정치적 반대
에 부딪혀 좌초될 수밖에 없다.

정책 분석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관련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
3 하며, 사회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분석은 분절적(disjointed)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때로 중요한 정
책 결과라고 해도 분석에서 의도적 ∙
비의도적으로 제외되고 불완전하게
정책대안이
분석될
수
있다
(incomplete examination).

정책목표와 수단은 서로 분리되며,
정책목표가 먼저 정해진 후, 정책수
단을 탐색한다. 정책의 소망성과 효
4
과성 등을 기준으로 정책목표를 세우
고, 이에 합당한 수단을 탐색하게 된
다.
사실과 가치는 구분이 가능하다. 정
책수단은 사실적 문제들과 관련이 깊
은 반면 정책목표는 가치에 깊이 관
5
련되어 있다. 새로운 사실이 등장한
다고 해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가
치 기준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분야의
이론을 이용한 모형을 작성하고, 이
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분석적
6
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한
다. 즉, 이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목표와 수단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정책목표가 정책수단의 실현
가능성에 의해서 크게 제약된다. 수
단과 목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
며,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목표라고
해도 다른 수단과 상충되는 경우 선
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사실(fact) 와 가치(value)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새로운 사실이 등
장하면서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고,
따라서 일관된 가치기준에 따라 정책
목표를 세우고 수단을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책과 사회변화는 단계적(serial)이
며 복원적(constructive)이다. 따라
서 이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완
전한 예측을 전제로 연속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거
치면서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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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본 연구의 분석틀
1. 연구가설
정책이 점증적으로 변화해갈 때 성공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급진
적인 변화를 꾀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을까? 라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
구질문(research question)을 중심에 두고 지금까지 정책성패의 개념과
논란, 정책성패의 원인 또는 정책성패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자는 정책의사결정의 유형(type)을 점증적 의사
결정 유형과 총합적인 의사결정 유형으로 나누고 이 각각이 정책의 성패
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
에 본 연구의 연구질문을 연구가설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책의사결정이 점증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존하는 정도

가 클수록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가설 2]

정책의사결정이 총합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존하는 정도

가 클수록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혹은 실패가능성이 높
다).

이 연구가설에서 종속변수는 정책의 성패이고, 독립변수는 정책
의사결정의 유형이다. 이미 앞절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
성패와 정책의사결정의 유형의 구체적 개념과 함의 등에 대해서는 충
분히 설명하고 논의하였기에, 여기서는 이들 변수의 측정 및 평가방법
과 관련한 연구의 설계와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정책의 성공 및 실패의 결정요인으로 간
주되어 온 변수들이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겠다.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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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은 ①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 ②
적절한 인과적 이론적 토대, ③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제도, ④ 집행 및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민주성, ⑤ 정책목
표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시간 ∙ 예산 ∙ 인력 등), ⑥ 이해
관계집단이나 주권자들의 지속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등이었다. 12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요인 하나하나 혹은 이들의

조합이 정책성패를 결정하는 독립변수로 취급되어 왔다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 이런 요인들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의사결정 방식이나 유형
의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취급하고 있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취급되어 온 이런 요인
들이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사결정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
들이 점증적인 의사결정 유형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정책결정자들이
관련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권으로부터 주어진 정책목표
의 구체성이나 명확성, 정책수단 선택의 재량적 선택의 폭과 여지, 정
책대상집단의 태도, 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자원의 제약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폭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정책은
성공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정책
결정자들이 총합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관련정책 결정에 접근하였다
고 한다면, 이들이 이러한 요인들을 자신의 의사결정 방식의 선택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보고 반드시 고려하고 감안해야 할 요인들로 보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정책결과에 독립적인 영
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 13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방

12

이에 관하여서는 ‘제 2 장 – 제 1 절 – 1. 정책성패의 개념과 결정요인’ 참조

13

통해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요인들은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극복되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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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다시 말하면 항시 원점에서 출발하여 의욕적으로 정책목표를
재설정하고,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최적의 수단을 찾아나가는 합
리모형을 추종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의사결정의 두 가지 유형을 대비시켜 본다면 양자는
국가정책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이해, 정책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이
해,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 정책결정에 이용 가능한 지식
과 정보의 제약성에 대한 이해, 인간이성의 한계 등에 대한 매우 상반
된 인식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러한 대비가
본 연구의 연구가설이 동어반복(tautology)에 가까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오해나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아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설계와 전략을 채택하였다.
첫째,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패의 판단은 정책의사결정 방식이나
유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외부적인 평가자료에 기초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즉 시장상인과 이해관계자, 일반소비자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전통시장의 경제적 위상과 비중의 변화를 보여
주는 통계자료 등에 기초하여 관련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
다는 것이다.
둘째, 독립변수인 정책의사결정 유형의 구분과 판단에 있어서 결
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정책의사결정 시점 전후의 정책내용의 비교,
다시 말하면 정책변화의 폭과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변화의 폭과 속도와 관련시켜 볼 때 소폭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점증적 유형과 대폭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총합적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관한 의사결정 결정
부분과 정책수단에 관한 의사결정 부분을 나누어 고찰함과 동시에, 양
자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총합적
접근방법에서는 정책목표의 설정으로부터 정책수단의 선택에 이르기까
지의 과정이 연역적이어야 하며, 서로간에는 인과성이 확보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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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논리적 규범과 원칙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면, 점증적 접근
방법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쌍방적(reciprocal) 관계로 보고 상호적응
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보는 차이점을 발견해 내고자 한 것이다.14
또한 정책목표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체로 하향적으로(top-down)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면, 정책수단은 상향적으로(bottom-up) 방식으
로 탐색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더 나아가 정책목표에
대한 의사결정과 정책수단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구분해서 보게 되
면 정책결정 권한의 분권화 혹은 집권화 정도,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
계자 집단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정책 요구와 압력, 전통시장 활성
화에 대한 일반국민과 정치인들의 인식 특성 등이 정책목표와 정책수
단에 관한 정책의사결정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본 연구는 크게 보면 전통시장 지원정책이라는 단일정책 사
례연구에 해당하지만 동 정책의 긴 역사 속에서 정책목표와 수단에 관
한 의사결정 방식이나 형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
며 변천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1987년 이후 2013년까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각각의 의사결정이 어느 유형에 가까
운지를 일일이 분석한 다음 비슷한 패턴을 띠는 시기를 4개군으로 분
류하고 있는 바, 제 1 기(1987년~2001년), 제 2 기(2002년~2005년),
제 3 기(2006년~2009년), 제 4 기(2010년~2014년)의 정책목표 및 정책
수단에 관한 의사결정 유형의 조합은 아래 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목표

점증적

총합적

점증적

제 3 기

제 1 기

총합적

제 2 기

제 4 기

수단

14

목표와 수단의 구분기준 및 타당성에 관하여서는 이하 ‘제 3 절 - 2.
정책의사결정유형 구분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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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다시금 강조하건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
정책의 시기구분은 어디까지나 이 표에서처럼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
와 수단에 관한 의사결정패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
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시기별 비교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기구분 기준, 예컨대 정권의 변화, 혹은 대외여건 등 정책환
경의 변화, 혹은 역사적 자료의 정리방식이나 그 밖의 어떤 시기구분 기
준도 따르지 않았다. 몰론 각 시기의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에 관한 의사
결정 유형이 하나로 통일된 경우는 없었고, 이로 인하여 시기구분에 다
소간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3장 사례분석에서 고찰하게
될 것처럼 각 시기의 정책의사결정은 어떤 특징적인 패턴(pattern)을 보
였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의 유사성을 확보하고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서 종속변수인 정책의 성패에 대한 판
단과 독립변수인 정책의사결정 유형의 구분과 판단은 전적으로 독립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 이 점에 특히 유의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밝혔거니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다면 본 연구
의 이런 연구설계와 전략 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정책의사결정이 점증적
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수록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본 연구의 결론의 유효성은 더욱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게 될 것처럼 정책결정자의 정책의사결정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제도적 조건과 여건의 탐색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학문적 관심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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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사결정유형 구분기준
1)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구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정책의사결정을 정책목표
(policy goal)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정책목표와 수단의 개념은 통상적
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즉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달성
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태’이며(남궁근, 2012: 79), 정책수단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다(전영한,
2007). 여기서 한가지 미리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
것은 본 연구가 정책목표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수단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구분해 보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온 바, 즉
정책목표와 수단이 어느 정도나 상호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해 그
것이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등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본 연구는 총합적 접근방법과 점증적 접근방법이
양자의 선후관계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전혀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
되기까지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양자가 구체적인 정
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데 뜻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이든 조직이든 ‘목표’ 와 ‘수단’을 결정함에 있
어서 언제나 명확한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를 의식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은 아니라고 본다(최병선, 2013: 8).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
책목표가 등장하기도 하고, 정책수단과 목표가 선후를 가리지 않고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것이 목표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수단에 속하는지 명백히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책
목표와 정책수단의 위계관계는 유동적이라고 본다. 상위 정책수단은 하
위 정책수단의 정책목표가 되고, 그 정책목표는 다시 여러 개의 하위 정
책목표로 쪼개져 나가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행위지침 하나만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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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것이 “정책목표다.” 혹은 “정책수단이다.” 라고 명확히 구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상위 정책수단이 하위 정책수단의 목
표가 되고, 하위 정책목표는 상위 목표의 정책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보아서는 안되는 경우들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의 정책의사
결정 상황에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합리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는 달리,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 논문에서와 같이 양자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 유형을 별개로 파악하려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할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구분해 접근하는 데 따른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각 시기의 정책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서 정책목표 수준에서의 의사결정과 정책수단 선택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합리모형에서의 기대와는 달리, 서로 다른 유형
에 속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각 의사결정 지점(decision points)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때 주로 상위 기관이나 정치적 압력에 따라서 정책목표가 설정되는
경우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정책수단의 가용성이나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정책목표가 설정되는 경우와 시기가 있었다. 정책수단에 관한 의
사결정도 마찬가지이다. 상대적으로 정책목표가 선제적으로 주어지고,
주어진 목표에 따라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
면, 정책문제에 따른 구체적 행동방식이 먼저 주어지고 이를 통해서 달
성할 수 있는 목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의사결정 주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위의 기관 혹은 정치권
의 관심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의사
결정시에 고려하는 요소들이 달라지고, 그 결과 정책의사결정 패턴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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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짐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목표의 성격을 가지는 것과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의사결정 유형을 보다 구체
적이고 중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책목표와 수단의 구분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각 의사결정
시점에서 의사결정자가 내린 목표에 관한 의사결정 유형과 수단에 관한
의사결정 유형이 서로 다른 점을 본 연구는 포착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를 관련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람직한 전통시장의 이상향’ 혹은 법령에 근
거해서 시행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지원, 조세지출(감면), 보조금, 행정정보공유,
바우처, 부담금, 규제 등을 ‘수단’으로 보았다. 이것은 정부의 특정
행동이나 지침이‘행동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는 쪽에 가까운지, 혹은
‘연쇄적인 행동’쪽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목적적 성격의 행위와 수단적
성격의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본 Hebert Simon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Simon, 1961: 83). 이런 ‘목표’와 ‘수단’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토대
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분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하에서는
위 그림에서 ‘정책목표’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의사결정은
‘정책목표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정책수단’으로 규정된 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책수단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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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와 수단 구분

자료: 김찬동(2009: 9-10) 변형

2) 의사결정유형 구분기준
(1) 정책목표에 관한 의사결정
이상과 같이 정의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관한 의사결정 각각이
총합적 유형에 속하는지, 점증적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구
체적인 판별기준은 ‘제 2 장 – 제 2 절. 정책 성패 결정요인으로서의
정책의사결정유형’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정책목표에 관
한 의사결정유형의 판별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리하고 있다.

- 47 -

[표 2] 정책목표 의사결정유형 구분기준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점증적 정책의사결정

정책목표의
형태

미래의 이상적인 상황이나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사회
상태가 정책목표로 표방됨

현재 상황 및 현상을 교정하
거나 보완하는 형태, 혹은 이
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
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책목
표로 표방됨

2

정책목표의
등장

정부관료, 정치인 등이 해당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
지고 있다가 사건이 생기거
나 이른바 정치적인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정책목
표가 등장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스러
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반응이 나오면 그제서야 정부
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목표가 등장

3

정책목표의
유연성

정책목표가 경직적이거나 정
량화된 형태로 제시되거나,
상대적으로 장기적임

시장상황이 변화하거나 새로
운 정보가 등장함에 따라 정
책목표가 가변적인 형태로 제
시

4

정책목표의
결정과정

바람직한 사회상, 혹은 정부
비전에 따라 정책목표가 결
정되거나 정책목표가 추가됨

현재의 정책목표수준에서 부
분적으로 가감한 것만을 정책
목표로 채택

5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관계

정책목표가 정해지면 이후에
이에 합당한 정책수단을 탐
색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정
책목표를 선제적으로 결정함

정책수단의 가용성과 수단집
행을 위한 자원의충분 ∙ 부족
여부에 따라 정책목표가 수정
됨

1

자료: Braybrook & Lindblom(1970), LIndblom(1959), Lindblom(1979),
Frederickson & Mitchell(1984), Methe & Perry(1989) 참고로 재구성

(2) 정책수단에 관한 의사결정
마찬가지로 정책수단에 관한 의사결정이 총합적 유형에 속하는지,
점증적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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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제 2 절. 정책 성패 결정요인으로서의 정책의사결정유형’에서 이
미 설명하였으므로, 아래에 정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표 3] 정책수단 의사결정유형 구분기준
총합적 정책의사결정

점증적 정책의사결정

정책수단의
1
탐색주체

주로 정치권이나 중앙정부부
처 등이 정책수단을 적극적으
로 탐색하여 집행방안을 구체
적으로 제시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책 집
행기관, 민간단체등이 정책수
단을 탐색하고 정책을 집행함

정책수단의
활용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던 새로
운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이
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점점 넓어짐

기존에 이미 활용하고 있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정책의
수준을 조금씩, 주기적으로
변화시켜나감

정책수단의
탐색방향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
석되는 정책수단을 채택

현재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수단을
채택

가능한 한 많은 정책수단을
탐색하고자 하며, 기존 정책
과 관련성이 없다거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
책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2-3개의 제한된 정
책수단만을 탐색. 정책시행결
과가 불확실한 것은 고려대상
에서 지양함

각 정책대안들이 가져올 결과
정책 분석
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분석
5
의 종합성
하고자 함

각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임. 현재
상태에서 정책 시행으로 무엇
이 달라질 것인지 만을 분석
함

2

3

고려되는
4 정책수단의
수와 종류

자료: Braybrook & Lindblom(1970), LIndblom(1959), Lindblom(1979),
Frederickson & Mitchell(1984), Methe & Perry(1989) 등 참고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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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성패의 판단요소와 기준
‘제 2 장 –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에서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정책에서 정책의 성공과 실
패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판별할지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다. 따
라서 여기서는 본 연구자가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평가자로 상정한 시장
상인, 소비자,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1) 상인 관점의 평가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연구들은 ‘전통
시장에 종사하는’ 상인들과 ‘전통시장의 현재 소비자들’만을 평가주
체로 상정하였다. 아마도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전통시
장의 상인과 소비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1차 대상자가 전통시장을 생
업의 공간으로 삼고 있는 상인들과 소비자들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전통
시장에 대한 지원은 필연적으로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만일 전통시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면,
아케이드 사업자들은 호황을 맞을 것이다. 반면 아케이드를 자기 점포에
설치하려고 했던 골목상권 상인들은 아케이드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피
해를 볼 수도 있다. 혹은 대형마트 규제 이후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
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나 대기업 형 소매점들은 영업시간과 입지에 규제
를 받게 되면서 피해를 입게 된다. 15 즉, 하나의 정책은 의도한 결과만
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수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는 바, 이는 비단 전통시장 지원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거

15

구체적인 협의 수준과 의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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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Pelikan & Wegner, 2003: 7-8).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패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통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뿐 아니라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생산자
와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정책을 활용하기 이전(2010
년 이전)까지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다른 유통산업의 종사자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전통시
장을 지원한다고 해서 다른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
한 것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규제한 2010년 이후이다. 따라서 2010
년 이전, 즉 ‘제 1 기’부터 ‘제 3 기’까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
각과 관점만을 고려하고, ‘제 4 기’에는 관련된 규제로 인해 직접 영
향을 받는 다른 유통사업자들 (대형마트 및 SSM 사업자 등)의 입장도 분
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표 4] 전통시장 지원정책 유형구분
시기

지원유형

2002~
재정지출

2011~

지원내용

지원근거

▪ 2002년~: 중소기업구
조개선및재래시장활
▪ 시설현대화사업
성화를위한특별법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 200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 시장 경영 혁신 지원 사업
한 특별법
(사업시행주체: 중기청, 지자체,
▪ 2010년~: 재래시장
시장경영진흥원)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소기업및소상공인지
▪ 소상공인진흥계정(중소기업창
업및진흥기금內)에 의한 소상공
원을위한특별조치

16

비근한 예로 정부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료 규제와 퇴거를 어렵게
하면 주택 임대인들은 주택을 리모델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주택이
낡고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대개 이
지역을 정부 재정 보조로 개발하려고 한다. 즉, 정책이 정책의 원인이 되는
현상 (policy is as its own cause)이 나타나는 것이다(Wildavsky, 1979; 최병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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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원사업

2010~

조세감면

법’제10조의 7 및
제 10조의 8

▪ 전통시장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2011.12~)
▪ 시장정비구역에서의 시장정비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2010.3~)
▪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신용카
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0조 및 제 8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1

(2011.12~)

▪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규제

2010~

규제정책

(2012.1.17.~)

▪ 중소기업청 지정 전통상점가
인근 지역의 대규모 점포 개
설 제한 (2010.11.24.~)

▪ 유통산업발전법 제 8
조, 제 12조의 2 및
제 12조의 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변형

상인 관점에서의 정책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몇 가지 기준을 예시
해보면 ① 정책에 대한 효용성과 만족도, ② 매출액이나 고객수의 증감
율17 , ③ 영업의 자율성, ④ 상인 의견의 정책 반영도 및 정부의 대응성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 2 장 – 제 1 절
– 1. 정책 성패의 개념과 결정요인’ 에서 정책의 성패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한 바 있는, 정책조화와 정책오차의 지속적 수정, 적응적

17

매출액과 고객수 증감율은 상인 및 소비자 관점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측정변수이다. 그러나 상인들의 관점에서 정책의 만족도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은 매출액변수이고, 소비자 관점에서는 고객수 변수일 것이다.
상인들 관점에서는 시장에 찾아오는 손님의 수가 늘어나는 것 보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비자 관점에서는 방문 횟수가 늘어난 것 그
자체를 전통시장을 상대적으로 이전 시기보다 선호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매출액이나 고객수가 정책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 (예컨대 경제상황이나
인구이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실제 데이터를
해석하고자 한다. 만일 경제상황이 크게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았고, 다른
눈에 띄는 환경적 영향 요인도 없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예산이 2~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2~3배 더 커졌다면 이는 정책적
실패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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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기준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2) 소비자 관점의 평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전통시장의 현재 소비자에게만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다가 현재는 이용하지 않게
된 소비자라든지, 원래부터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이용
하고 있지 않지만 전통시장 지원정책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만 정책의 성패를 보다 명확하게 판별
할 수 있다. 제 4 기의 지원정책이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전통시장 지원정책 성패를 고객 관점에서 판단할 때
전통시장을 실제로 방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면담을 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조사연구 비용의 한계상 설문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나, 이런 방식은 과거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소비자들의 평가를
배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즉, 통계학적으로 보자면 측정의 누
락변수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소비자
와 비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
지 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성과를 물
은 연구도 거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엄밀하게 측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대안으로 전통시장 지원정책수단 각각
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와 같은 요인들
도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간접적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소비
자 관점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예시해 본다면, ① 정책에 대한 효용
성과 만족도, ② 매출액과 고객수 증감율, ③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
성 보장도, ④ 고객 의견의 정책 반영도 및 정부의 대응성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소비자관점의 평가에 있어서도, 재래상인들의 평가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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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정책조화와 정책오차의 지속적 수정, 적응적 효율성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결과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정책 담당자 관점의 평가
‘제 2 장 – 제 1 절 - 1. 정책성패의 개념과 결정요인 - 1) 정책성
패의 개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성패요인에 다
음의 세 가지 측면, 즉 첫째,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둘
째, 정책 조화와 정책 수정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
부, 셋째,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적응적 효율성을 지닌 제도인
지의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평가요소들은 주로 정책 담당자
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다른 법이나 제도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존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만일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도시계획 관련 법
률이나 기타 건축법, 상업행위에 관한 법률적 제한 등과 충돌한다든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로 귀착된다면 이는 정책적 부조화에 그
치지 않고, 관련정책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컨대 1990년대 후
반 전통시장의 재개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부가 융자지원사업을 추
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건축 규제가 엄격하여 시장 건물의 신축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건축규제에 맞추어 재건축을 하려다 보
면 입주상인들 간에는 재건축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 사
람들이 생기게 되어 상인들간에 합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는 정책담당자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한 정책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
을 것이다.
둘째, 정책오차를 꾸준히 수정해 나가는 가운데 정책의 부작용과 의
도하지 않은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면 그 정책은 성공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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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오차란 정책의 설계
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
다. 18 정책오차가 제로(0)인 정책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정책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나 부작용, 예상치 못한 일 등이 수반
되기 마련이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정책결정자의 인지능력은 제한되
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 분석 기법을 쓴다고 해도, 정책오차를
애초부터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책성패의 판단에
서 중요한 점은 정책오차가 발생했는지 여부라기보다는 정책오차의 규모
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에 더불어 정책오차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정되
어 가는지 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상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정책의
지원 하에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느냐 여부도 정
책성패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정책 실시 이후 매출액이
나 고객수가 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대상자인 상인들
이 자발적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노력
이나 상호협동의 정신을 고양해 가는 것 등이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책성패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근거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까지 존속하게 될 한시적인 법임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정책평가기준으로 삼을만하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궁극적
인 목표 자체가 ‘전통시장을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전
통시장이 정부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지 여부가 정책성패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18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의 모든 결과를 지칭하지는 않으며, 그 중에서
일정한 한도를 넘는 것을 가리킨다(김영평, 198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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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런 관점에서 상인들이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지하는
성향이 강해져 오히려 전통시장의 자생능력이 감퇴하거나, 이미 전통시
장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던 일에 정부가 굳이 개입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틀과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지원책을 베푸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지원정책이 사실상 규제적 속성을 지님으로써 민간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적응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 지역 상황에 맞는 브로슈어나 지역방송등
을 통한 점포홍보를 시도하고 있던 시점에서, 정부가 ‘홈페이지 및 콜
센터 구축’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재정보조
가 이루어지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보아 기
존의 사업을 중단할 유인이 생긴다. 혹은 상인들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것이라고 예
상하여 정부 프로그램의 지원조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왕의 노력을
전환하기에 이른다면 이는 지원정책이기보다는 규제정책에 가까운 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이혁우, 2009).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정
부 정책이 없었더라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을 자생적인 협력과 혁
신노력을 정부가 억압한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정책을 통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고객들을 더 유치하고, 시장
의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찾아나가게 되고, 시장상황
이나 경영방식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더 활발히 창출되고 공유되어
이것이 시장상인들간의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게 된다면 이는 정책담당자
들 관점에서 성공적인 정책이라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
어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마케팅 기법을 전수하고, 소비자들
19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이다. 이미 이윤추구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기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과연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재정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의도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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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알려주어 서비스를 개선하게끔 유도한다면,
이는 시장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성공적인 정책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시행 시점과 정책평가 시점의 시차에 대해 짚고 넘
어가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행 시점과 정책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1년 내외라 가정한다. 중소기업청 ∙ 시장경영진흥원 등의 평가보
고서도 대체로 사업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되는 과정을 거쳐
대체로 1 ~ 2년 내에 정책성과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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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분석: 정책의사결정유형과 정책성패
제 1 절 제 1 기(1987년~2001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1. 정책의사결정유형
1) 정책환경

1987년은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분기점을 이룬 해이다.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주된 협상의제로 삼고 있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농산물시장의 개방확대
와 유통시장의 개방은 UR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처지를 곤혹스럽게 만들
고 있는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1986년 12월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서비스 및 농산물 관련 대책 실무위원회를
설치 ∙ 운영키로 발표하였다. 20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위원장
으로 하고, 15명의 관계부처국장급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이 위원회는
추후 유통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이 해외에 잠식될 것
을 우려하여 유통시장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
고 유통산업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래시장을 비롯한 국내 유통산업 선진화
를 위한 ‘도소매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시장 및 도매센터 등이 자금
및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승철 ∙ 한선
옥, 1999). 이 법은 1991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판매형태의 다양화에 따

20

매일경제, 1986년 1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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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소비자의 보호 및 유통경비 절감을 목표로 집 ∙ 배송 단지를 건립하
고 지원하는 기반을 포함하게 되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최종적
으로 타결되면서 한국 정부는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국제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일본의 백화점들이나 유럽 및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이 국내에 진출
하게 되면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도매업과 백화점 등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21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 소매업기본법’이 1996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도소매업진흥종합계획
을 수립할 때 무자료 거래의 근절, 유통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하였고, 유통 정보화 촉진, 물류 표준화와 물류 자동화를 위한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과 공통상품코드 도입을 권고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통산업 개방압력에 따라 전통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과 소비패턴이 급변하면서 재래시장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유통시장
개방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정책목표
도 그에 따라 매우 의욕적으로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상황을 볼 때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유통 시장
개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재
래시장보다는 대규모 점포나 대규모 도매점, 백화점 등의 성장과 시장의
국제화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와 지
원에 관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남윤형, 2010). 실제
로 이 시기에 추진된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보면, 재래시장의 근대화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는 재래시장 시설의 재건축을 위한 규제의
완화 등이 주류를 이루었을 뿐이다.
21

동아일보, 1990년 10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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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목표의 설정: 총합적 접근
위에서 고찰한 이 시기의 재래시장 지원정책 대두배경의 특성상 재
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목표는 재래시장과 유통산업의 발전 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국적기업과의 경쟁력 확보라는 의식이 압도하였고,
재래시장 지원정책도 같은 맥락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재래시장 재개발과 소규모 점포 현대화 등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세사업
들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급격히 속도를 내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 현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재래시장 지원정책을 보면, 그것이 시기의 재래시장 지
원정책이 유통산업의 효율화를 위한 하나의 하위 정책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낙후된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그리고 시장 상인들
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책목표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을 비롯한 도 ∙ 소매 물류 시스템의 근대화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1990년 12월 6일‘유통산업근대화방안’논의에서 재래시
장의 재배치, 대형 복합 화물 터미널과 공동 집배송 단지의 건설, 유통
관련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현재 크게
낙후되어 있는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추진’한다는 정책목표가 표방된 것
이 이를 방증한다. 22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협
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유통업 개방에 대비, 중소유통
업체의 연쇄화를 유도하고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 등 유통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상공부가 발표한 유통업경쟁력제고대책에 따르면
선진유통기술의 확산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편의점 등 연쇄
화 사업자가 가맹점(프랜차이즈)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기술 도입
시 국내 업체간의 기술공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존 재래시장의 현대
화를 위해 시장과 공동주택을 함께 갖춘 복합건축물로 증-개축할 수 있도

22

조선일보, 1990년 1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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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건축법 등의 제한을 완화하고, 재래식 시장의 신규허가를 규제하는 방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23

위 기사는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이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등은 UR
협상에 따른 유통업 개방책의 일환으로써 재래시장 현대화, 중소 유통산
업자의 유통정보화 추진, 시장 정비사업 촉진과 같은 정책목표 하에 재
래시장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다루어지고 있을 뿐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
충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1997년 후반부터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재래시장
지원정책이 실제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거의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유통산업 전반적인 현대화와
개방압력에 대한 대응 ’의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재래시장 지원정책은
기실 ‘재래시장’은 도외시하고 경쟁력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
만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통
시장 활성화 정책의 목표는 다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업이나 전직할
능력이 취약한 중소 소매상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전통시장에 상품을 공
급하는 농어민, 영세업자의 영업이 위축되는 당시 상황은 민생 불안요인
이며,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
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내 백화점 및 대형 소매점들과의 경합관계 속
에서 재래시장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졌다.
당시 신한국당 이강두 의원은 ‘생활정치 차원에서 영세상인의 육성
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재래시장 재건축 비용의 정책적 지원
등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4 유통시장 개방 이후

23

조선일보, 1991년 1월 23일자

24

경향신문, 1996년 5월 25일자
- 61 -

서민경제와 전통시장에는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한 데 대한 인식이 정치
권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재래시장이 지역
경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무너지면 생산도매-소매의 유통구조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이에 재래
시장 지원 정책의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내수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던 때였다. 이에 따라 재래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서민생계대책 차원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제 1 기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총합
적 정책목표결정 패턴을 보였다. 첫째, 1987년부터 1996년까지는 ‘도소
매업진흥법’에 근거해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는 것 ” 이 재래시장 지원정책의 목적이었지만,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 유통산업발전법 ’ 에 근거해 “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재
래시장 지원정책의 목적이었다. 두 목표 모두 당장의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시장이 외국계 기업에 잠식당할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서 국가적 정책과제나 정부 비전에 따라서 정책목표가 설정되었고, ‘미
래의 의도된, 이상적인 상태’를 표방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이러한 정
책목표의 실제 달성 여부는 정부의 관심사항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정책목표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였다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전통시장이 급격히 침체양상을 보이자‘유통산업의 균형
적 발전적 도모와 소비자 보호,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가
갑자기 대두되었다. 전통시장이 지역 농어민들의 생계허브이자 서민들의
소비 및 수입 창출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무너지면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문제의식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1996
년 이후에 줄곧 표방해 온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이로 인해 포기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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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의 현대화 목표는 여전히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정책목표에 가리워지곤 했다. 유통산업 선진화를 통해 유통시장 개방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전통시장 현대화보다는 다른 유통채널
지원에 힘을 쏟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전통시장이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의 상대가 될 수 없고,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와 대
항마(對抗馬)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내 유통업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25 결과적으로 전통
시장 상인들은‘전통시장을 살린다고 했다가, 죽인다고 했다가 어느 장
단에 춤추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래는 제 1기(1987년~2001년)의 주요한 정책목표들을 점증적 성격
에 해당하는 사안과 총합적 성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
이다.
[표 5] 제 1 기(1987년~2001년)의 정책목표결정
유 형

시기

내

26

86.12

용

[도소매업진흥업법제정] 도소매업의 효율적 진흥과 건전한 상
거래 질서 확립

점
증

총
합

∨

25

실제로 이 시기 이후,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 유통마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2012~3년 이후로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인기를
얻기
전까지는 ‘월마트’와
‘까르푸’ 등의
외국계
유통업체가 한국
유통시장에서는 발을 못 붙이고 있다고 할 만큼 국내 유통업체들이 선전했다.
이는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한국 유통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꽤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형 유통마트를 성장하게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책은 재래시장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대형 유통마트가
많이 생기고, 경쟁력을 얻게 되면 재래시장은 자연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유통시장의 시장점유율 변화가
이러한 추세를 대변한다.
26

이하 모든 법령 및 정책의 ‘시기’는 법령 및 정책이 발효되는 시점이 아닌

제 ∙ 개정 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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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7

[도소매업진흥5개년계획] 제조업자나 소비자 못지 않게 유통
업자들이 조직 ∙ 협동할 수 있게 기반 마련, 재래시장 근대
화, 시장구조의 개편, 시장구조의 정리

89.07

[유통근대화 5개년 계획] 낡고 노후한 재래시장을 단계적으로
재개발 (94년까지 80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계획)

91.01

[상공부] 선진 유통 기술의 확산, 재래시장 시스템 전산화,
재래시장 소비자 보호

92.09

[서울시] 재래시장의 근대화와 재개발 활성, 재래시장표준모
델시장 선정

95.04

[제3차국토개발계획] 재래시장 유통망 근대화

96.07

[통상산업부] 국가차원 재래시장 재개발 자금지원 확대

∨

96.10

[당정협의회] 생활정치 차원에서 영세상인 육성

∨

97.04

[유통산업발전법제정] 국민경제 발전,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
흥, 균형적 발전,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97.05

[재정경제원] 선진국형 저물가구조 구축29

∨

00.01

[대통령 시정연설]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지시

∨

00.12

[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에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
업활동을 촉진, 소상공인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

27

∨

∨

∨

∨
∨

28

3) 정책수단의 선택: 점증적 접근
이 시기 재래시장의 존립기반이 약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낙후한 시
설과 쇼핑환경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 현대화
와 점포 정리가 가장 시급했고,‘건축관련 규제 완화’ 와 ‘시설 현대
27

매일경제, 1995년 4월 13일자

28

조선일보, 1996년 7월 20일자

29

당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은 ‘선진국형 저물가 구조’ 구축을
위해교외에 대단위 쇼핑몰을 개발하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며, 재래시장의 기능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1997년 5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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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한 자금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이 지원정책의 중추를 이
루게 되었다. 이것들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당시 겪고 있던 실제적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현실적으로 타개 가능하고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점증적 관점의 접근을 보여주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규제완화조치에 대해 살펴보면, 재래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
한 가장 큰 장애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과 관련된 규제라는 인식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도시개발계획
등에 시장 재건축이 묶여있고 시설현대화를 하려고 해도 연면적이나 건
폐율 등의 제한으로 사업 착수자체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
한 건축규제 완화는 1986년 12월 제정된 도·소매업 진흥업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의 대부분 시장 상가가 주거지역에 있으나 관계법령 개정으로
주거지역 내에서 시장 증, 개축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시장의 시장
현대화 추진도 불가능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략)… 관련 유통업계
에서는 시장상가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가부지를 주거지역
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법령 개정으로 경과조치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내 기존 시장의 복합건물(시장
기능+주거기능)건축을 허용하여, 시장 유통업체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시
장 현대화와 함께 주택난 해소 및 시장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30
건설부는 영세상인의 주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래시장과 주택의 복
합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
련, 1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재래시장에는 상인 및 종사자들이
점포에 거주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는데도 시장과 주택의 복합건물(상가아파
트)을 지을 수 없어 상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30

매일경제, 1988년 9월 27일자

31

조선일보, 1989년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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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위 기사에서 보듯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규제 완화조치는 상인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것과 더불어 시설 개선, 시장 주변 환경 개선, 교
통난 완화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들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각 시∙ 도는
1988년부터 재래시장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지역에 재래시장의 증
∙ 개축을 허용하였고, 재래시장의 증∙ 개축이 허용되는 지역적 범위 역
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92년에는 기존 재래시장 면적의 2배까지, 95년
에는 4배까지, 98년에는 7배까지 재래시장 건물의 증·개축이 허용되었
다. 32

또한 1989년부터는 재래시장의 차량 통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시장 내 통행편의 제고 및 시민
휴식공간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1992년부터는 유통업
체가 창고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이를‘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의 신
규취득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33

34

1995년부터는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시장 재개발에 한해 건축허가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35
이상의 일련의 재래시장 관련 규제완화 조치들은 현장에서 어떤 어
려움이 있는지를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부터 규제 완화를 실시
하고, 2 ~ 3년 뒤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양상을 띠었다. 특히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민간
의 요구사항을 듣고 현재 상황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정
책수단들을 중심으로 재래시장을 지원해 나간 것이다.
하지만 관련허가 요건을 완화했다고 해서 실제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표면적으로는 여건이 마
32

조선일보, 1988년 11월 3일자

33

조선일보, 1989년 10월 17일자

34

조선일보, 1992년 3월 31일자

35

매일경제, 1995년 3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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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시설 내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간에 재
개발여부나 방식, 보상문제 등을 두고 합의 형성이 어려워 실제로 시설
현대화에 착수한 시장이 매우 적었다.“불이 나거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
으면 재개발 자체를 착수하기 어렵다”고까지 말할 만큼, 재래시장 상인
들은 각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하나
로 모으는 것 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다.

두 번째로 ‘자금지원’정책에 관해 살펴보면 이 시기의 재래시장
지원예산은 국가차원에서 직접 자금 지원의 형태로 편성된 것이 아니었
다.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할 때 정부가 자금 융자를 지원해주되 그 비용
은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담당하는 구조였다.

36

따라서 예

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다 비교적 엄
격하게 따졌다. 1997년 이후에는 전체 지원금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서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가 다소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나, 연간 예
산이 200억원 수준에 그쳐 전체 재래시장 중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재정지
원을 받는 시장은 10%에 불과하였다.
재래시장별 시장 현대화와 함께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통
체계 정비사업도 실시되었다. 대규모 소매점에 비해 재래시장이 경쟁력
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통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라는 인식에 따라 1989년부터 대도시 주변에 공동 집배송 단지를 설치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기 도소매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집∙배송단지 및 도매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시범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설 건립과 재개발 지원을 시작하였다.37
재래시장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조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

36

물론 사설 시장이 아니라 공설시장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비를 부담했다.
37

매일경제, 1989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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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시점은 재래시장의 현대화가 계획에 비해서 부진하다는 비판과 함
께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재래시장 현대화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1996년 이후였다.38 물론 이 때에도 정치권에서는 전통시
장 활성화를 서민지원대책의 하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지원정책을 서
민에 대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전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이에 따라 전통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국공유지의 매입
시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정책수단을 고집했
다.
요약하자면, 이 시기의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정책수단들은 두 가
지 측면에서 점증적인 패턴을 보였다. 첫째, 이미 부각된 문제에 대한
민간의 지원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정치권
이나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기
보다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정부가 제거해주고,
지원해주는 형태를 취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정책수단이 주를 이루었고 각 정책 대안들에 대한 분석도
효과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부분적인 접근양상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모
든 정책수단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가장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
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수단을 채택하기보다는,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정책수단들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시기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두 큰 축인 ‘ 규제완화 ’ 와
‘재정지원’이 말 그대로 ‘점증적으로(incremental)’변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규제 완화와 강화를 왔다갔다한다거나, 재정지원의 규모를 갑자
기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리거나 깎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방
38

매일경제, 1995년 5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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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시장 상인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게 유지되었
다.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관련 건축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재정지원도 조금씩 확대해왔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소관부처 일
선 공무원들은 앞으로 어떤 패턴으로 법령이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어
느 정도 공유된 지식이 있었다. 요컨대 이 시기의 정책수단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 자신의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대
세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39
아래는 제 1기(1987년~2001년)의 정책수단에 관한 주요한 결정들을
점증적 성격에 해당하는 사안과 총합적 성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나누
어 정리한 것이다.
[표 6] 제 1 기(1987년~2001년)의 정책수단결정
유형
시기

내

용

총
합

점
증

88.11

[서울시] 주거지역 재래시장 증∙ 개축 허용, 주거지역
재래시장 합법화

∨

89.05

[건설부] 재래시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

∨

89.10

[서울시] 재래시장 내 차량 통행 금지

∨

90.03

[서울시]
시민생활불편신고제
이동시청운영 강화

90.12.

[정부-유통산업부문정책협의회]
96년까지
서울
등
5대도시에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제조업체의 유통업 진출
허용, 유통업체의 부동산 이용 규제 완화, 일부 재래시장의
지역적 재배치 추진(교통체증 유발, 영세규모, 시설미비
등의 부정적 측면이 큰 일부 재래시장에 한해)

∨

91.01

[상공부-유통산업경쟁력제고방안] 재래시장을 복합건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고
소요자금 지원, 현대화된 시장을 제외한 재래식 시장의

∨

39

운영,

재래시장에

∨

재래시장 공동 상표 개발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의 합동 상표 개발),
재래시장 상인 교육장 신설(민간 기업과 개별 시장 간), 아시아 주요 도시
재래시장과 자매결연, 중국 등 한국 의류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상설 한국 상품 판매장 신설하여 재래시장의 해외 활로 개척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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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억제, 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여
규제 강화(소비자 철회권 부여, 할부거래에 관한 규정
제정)
91.01

[상공부-유통산업경쟁력제고방안]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 등 유통정보화 유도

재래시장의

92.03

[경제기획원] 재래시장의 증∙개축 완화 (기존 시장면적의
2배까지), 시설자금의 대출규정 완화

∨

95.10.

[상공부] 시설 현대화 뿐 아니라 유통 근대화를 추진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

95.10.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시장재개발감면규정신설

∨

96.05

[통상산업부-영세상인육성대책] 재래시장
시장당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

96.05

[통상산업부] 재래시장 재건축 요건 80% 이상의 동의에서
60% 이상의 동의로 낮추는 방안으로 개편 40

∨

96.10

[재래시장활성화대책]
시장개발사업
규제완화
(시장개발사업에 대한 과밀부담금 인하, 시장용지가 아닌
필지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시장용지로 시설결정할 수 있게
함, 시장 재개발자의 경우 공유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허용)41

∨

96.10

[재래시장활성화대책] 재래시장 개발에 따른 세제혜택
(재래시장 재개발 양도소득세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시행 기간중에 50% 감면) 42

∨

97.04.

[통상산업부] 재래시장 주변구역에 화물차
설치 운영43

∨

97.10

[지방세법 개정 통한 세제혜택] 시장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사업시행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개발

지원

∨

∨

전용 주차장

∨

2. 정책성패
1987년부터 2002년까지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처음으로 정책 의제
로 대두된 시점이었다. 또한 유통시장 개방이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에

40

경향신문, 1996년 5월 25일자

41

매일경제, 1996년 10월 25일자

42

매일경제, 1996년 10월 25일자

43

한겨레, 1997년 4월 29일자
- 70 -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통시장 선진화 계획을 세우고 그 하위
수단으로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했던 것이므로 전통시장 지원정책
의 목표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의식에 따라서 수립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기 내에서 구체적인 정책목표도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정과제나 무역
협상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었다. 1996년 이전에는 주로
‘ 유통시장의 경쟁력 확보 ’ 이었다가, 1996년 이후에는 ‘ 영세상인의
보호 및 육성’과 ‘지역균형발전’등의 맥락이 고려되었다. 게다가 유
통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와 영세상인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목표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래시장 지원정책을 둘러싸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즉,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의 정책목표가 전통시장의
현재 상황 혹은 시장 상인들의 문제제기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외
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하향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가 이
상적이고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성격을 띠었다.
반면 전통시장 지원 정책수단은 주로 ‘ 건축관련 규제 완화 ’ 와
‘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융자 지원 ’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자 모두 현장에서의 필요에 의해 정책 수요가 형성되었던 부분이었다.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건물을 재건축하기 어
렵게 만들어놓은 법적 제한을 풀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 것이 우선
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수단에 대한 결
정은 제한된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점증적인 양
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정책목표는 정책수단에 비해서 총합적인 결정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
다. 중앙 집권적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관(官) 중
심의 사고가 이루어지는 한국의 경우, 정책목표가 현장의 필요에 의해
서 등장하기보다는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의제 설정에 의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각 부처가 세부적인 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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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고, 시책을 만들어 각 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형태로 정책
목표가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정책수단은 현장에서의 필요나,
드러나는 문제점에 의해서 수정되고 입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1 기(1987년 ~ 2001년)에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크게 괴리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는
매우 거창하지만, 현장에서의 정책은 시장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의 요구
가 있을 때마다 일부분씩 변경되는 것이 전부다. 게다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사건의 발생이나 정치
적 이슈의 등장에 따라서 정책목표가 새롭게 설정될 때에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재래시장 지원계획이 발표되는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현장
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기 어려웠다. 즉,
원래 목표는 다소 총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수단은 다소 점증
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간에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다른 시기보다도 이 시기의 정책목표결정은 더욱 총합적
이고 정책수단은 더욱 점증적이었기 때문에 정책목표와 현실은 더욱 동
떨어져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기의 정책이 ① 전통시장 활성화
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② 지원정책들간 정책조화
(policy coordination)가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정책오차 수정(error
correcting)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지, ③ 해당 정책이 상호협력과 혁
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적응적 효율성(adaptive efficiency)을 지닌 제도
인지를 기준으로 상인 ∙ 소비자 ∙ 정책결정자 각각의 관점에서 정책성패
를 판단한다.44

44

상인, 소비자, 정책 담당자 각각의 관점에서 세분화된
관하여서는 ‘제 2 장 – 제 3 절 본 연구의 분석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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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에

1) 상인 관점
“말 뿐인 정책”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 이 시기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평가하
자면, 한 마디로 ‘말뿐인 정책’이라 표현할 수 있다. 정책목표는 총합
적으로 결정되었으나, 정책수단은 점증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치권
에서는 ‘재래시장 살리자!’라는 구호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책은 재래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재래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소매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과 법안들만 쏟아져 나왔기 때
문이었다.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 재래시장 지원책이 말뿐인 정책이었음은 실제
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한 시장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막상 재래시장 상인들이 재래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인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합의가 쉽
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 재래시장의 성격상 수많은 지주들
이 존재하고, 시장 내 토지나 건물의 등기도 상인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서 시장 전체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긴 이해조정과정을 거쳐
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 만으로는 재래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작될 수가 없었고, 재래시장 상인들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주는 중재역할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재래시장이 ‘당연히’정부의 정책적 지
원대상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시장 침체의 원인은 시
장 자체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장상인들의 이익단체인 한국
시장협회조차 ‘재래시장 매출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 앞으로 5년 내에
재래시장의 소매업계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염려된다. 이
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잘못(무질서한 상거래, 불친절, 시설 낙후 등)도
있지만, 재래시장이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유통구조를 감안하여 대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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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요청한다.’고 언급하였다. 45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래시장은 당연
히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지만,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재래시장 상
인들은 시장 활성화의 일차적인 역할이 시장 상인들에 달려있음을 인식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이 전통시장 상인들
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책수단 결정 측면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에 괴리가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었다. 즉, 이 시기에는 정책목표는 총
합적으로 수립되고, 정책수단은 점증적으로 탐색된 만큼, 정책목표와 정
책수단 사이에 괴리가 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즉, 정책목표는
‘영세 유통업계의 경쟁력 강화’, ‘ 도∙소매업의 효율적 진흥’, ‘유
통산업의 선진화’,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으로 이상적으로 설정되었
지만, 시장 상인들이 사업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했던 상황인 것이다.

2) 소비자 관점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

이 시기에는 전통시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재래시장 매출액을 통해 한정적이
고 간접적으로만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을 따름이
다. 1996년 중소기업청이 한국 유통연구소에 발주하여 전국 재래시장
1,107개 재래시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재래시장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설 재
래시장은 86.8%, 정기시장(5일장 등)은 77.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

45

매일경제, 1999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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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46 재래시장에서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으로 소매 수요가 옮겨
가는 현상은 특히 1996년~1997년 사이에 눈에 띄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
인다. 1996년 2월 남대문시장, 동수원시장, 영등포시장, 신촌시장 등의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인들은 한달 매출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공통적으로 답했다. 47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경우 소비패
턴이 크게 변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경제력이 향
상되면서 편리한 쇼핑 환경과 다양한 상품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대형점,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이 확대되
고, 인터넷이나 TV 홈쇼핑 등의 새로운 소매업태가 자리잡으면서 재래
시장은 자연히 상대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 또한
80년 이후 교통상권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신도시 개
발 등으로 인해서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재래시장의 배후인구가 감
소했다(시장경영진흥원, 2005).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령화
되고 있다는 점도 재래시장 고객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시장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
라서 자연히 수요가 이동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소비패
턴이 상대적으로 급변하던 시기에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지원효과를 소
비자들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재래시장 지원정책은 애초부터 소비자 중심의 정책
이 아니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재래시장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주거용
도로 신축하기 위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정책이 대다수였기 때문

46

매일경제, 1996년 12월 23일자

47

경향신문, 1996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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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이 시기의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3) 정책 담당자 관점
“미미한 정책시도와 낮은 정책성과, 그러나 높은 적응적 효율성”

이 시기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시설현대화를 위한 ‘ 재개발 자금
융자 지원’ 과 ‘건축관련 규제 완화’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나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방안 모두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시장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내 상인들끼
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인들의 상당수가 점포를 분양 받아 운영
을 하는 입장이라 시장 현대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수많은 지주들과 시장 내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상인들에게 분산되
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위해 상인들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웠
던 것이다. 다음 신문기사를 보자.
재래시장 재개발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동안 재래
시장 재개발과 관련해 ‘법규 정비, 시행 확정, 연내 추진, 표준모델 제시’
등 무수한 발표와 계획이 쏟아져 나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부산과
인천, 충남의 일부 재래시장이 상인들의 동의를 끝내고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지만, 재개발 의사를 밝힌 대부분의 시장은 재개발의 첫 관
문인 상인들의 동의를 모으지도 못한 상태다. ..(중략)… 전국 5백여 개
재래시장 대부분이 분양시장이고, 시장내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를 상인
들이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 또 재건축
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으로 일부 상인은 현재의 입지를 보장 받을 수 없
다는 점과 철거 및 재건축 기간동안 임시시장개설의 어려움도 재개발 사업
에 모든 상인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48

48

매일경제, 1997년 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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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
해서는 시장 내 상인들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점포를 분양받아 운영
하는 상인들의 경우 시설 현대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시설 현대화
의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기 점포도 아니고 점포를 분양
해주거나 분양 받은 사람들이 시장 전체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선뜻
시설 현대화에 착수하자고 나설 리는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2~3
년 동안 소요되는 재건축 기간 동안 영업이 중단될 위험성도 있고, 용적
률과 건폐율 규정 등으로 인해서 재개발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
인들도 나오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는 위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계속할 수 밖에 없던 형편이었다. 즉, 정부
에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지만, 막상 구체적인 사업 집행
단계에서는 사람들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 착수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던 구조였던 것이다.
이는 총합적인 정책목표의 결정과 점증적인 정책수단이라는 두 톱니
바퀴가 어긋났기 때문에 나타난 정책오차이자 정책 부조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시장 현대화라는 목표가 정치권에 의해서 등장하고, 국가적인
관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시장 상인들은 정부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산은
거의 지원되지 않았고, 당장 문제가 되는 재건축 규제만 단계적으로 완
화해 나가면서 정책적 기대와 실제 정책 사이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된다. 게다가 시장 재개발 관련 규제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용도변경 문
제 등 복잡한 법 체계가 얽혀 있어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작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라고 하지만, 시장법이나 유통시장 발전법 이외의 토지
용도지역규제나 도시관리계획 등과 재래시장 재개발이 충돌하고 있었다
는 것이다. 즉, 정책조화(coordination)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자원 부족의 문제도 개재되어 있다. 재래시
장 현대화를 위한 예산의 규모도 적었고, 개별 시장에 시설 현대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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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융자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
지원에 그쳤다. 따라서 시장 재개발을 위한 유인도 충분하지 않았다. 결
과적으로 이 시기의 정책오차는 거창하고 이상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에는 법적, 제도적, 경제적 자원이 복합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러한 정책오차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
이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오차를 수정하
려고 하는 노력은 2002년 재래시장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정책은 시장 상인들의 자생적인 경영 혁신 노력을
훼손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
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주기 보다는 법적 제한을 풀어주는
측면에서 재래시장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이후 재래시장
의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은 고유브랜드 및 통합로고의 개발, 쿠폰 및 이
벤트 등 홍보 판촉 지원, 중소 상인들의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연수사업,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구축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래시장 현대화 촉진방안은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미 시도했던 것들이다. 아래 기사를 보자.
재래시장에도 새로운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띄워 국내외에 상가를 알리거나 공동 상표를 도입해 유명 상표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거나 구매 실적에
따라 점수를 누적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곳도 생겼다. 앞으로는 각 상가 사
무실에 단말기를 설치해 망을 구축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주문을 받아 사이
버 쇼핑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중략)… 동대문 시장의 한 관계자는
“보증금을 받고 카드 발급을 통해 회원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재래상가에서는 고객의 구매
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하는 누적점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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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할인점 및 가전 양판점 등 신업태에서 고정 고객 유치방안의 하나로
운영하는 포인트 업서비스가 재래시장의 판촉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49

재래시장에 불고 있는 현대식 마케팅 전략은 서울을 중심으로 1990
년대 후반에 특히 활발했다.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 시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 의류의 수출판로를 개척하기도 하였고, 위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쿠폰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 뿐 아니라 IMF 시기 일부 재래시장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고자 외국으로 눈을 돌리기도 했다. 오늘날 재
래시장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오히려 90년대
후반에는 재래시장이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 나섰던 것이다.
남대문 시장 인삼-김-김치-토산품 상가는 일본 황금연휴 기간(4월말
∼5월초)을 앞두고 물량확보에 부산하다. 평소보다 3∼4배 늘어나는일본인
관광객들이 김과 김치 등을 무더기로 사갈 것에 대비하고 있다. 남대문시
장 서울상회 대표 임**(36)씨는 "인삼이나 김, 가죽제품매출은 외국인들이
매출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본 관광객특수를 앞두고 김과 김치
를 평소 2배 이상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다. …(중략)… 남대문시장 상인
들은 해외 쇼핑객 유치차원에서 지난 2월 힐튼호텔과 함께 일본인 등 외국
인들이 선호하는 인삼-액세서리-가죽제품-한복-토산품 상가안내 홍보소책
자를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했다. 동대문시장은 대규모 구매력을 갖고 있는
해외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해 직접 초청장을 보내거나 유치단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이번에 동대문 시장을 방문한 중흥가성의상연의회(대만 무
역업체) 소속 상인들은 3백여 숙녀복-잡화상점을 돌며 16일까지 모두 1억
여원어치의 구매계약을 맺었다. 이 상가는 최근 일본 시장조사단을 보낸
데 이어 다음주엔 30여명의 상인으로 구성된 '외국상인 유치단'을 홍콩으
로 보내 우리 제품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50

그러나 2002년 이후 정부가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을 하게
49

매일경제, 1998년 3월 3일자

50

조선일보, 1998년 4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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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시장의 이러한 자생적인 판촉 매체 개발이나 해외시장 개척활동
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시장성이 없
는 마케팅 기법이 걸러지지 않게 되었으며, 마케팅 기법이 시장에 따라
서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고 일원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해외 시장을 개
척하는 것은 많은 초기자원 투자가 필요한 데 반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
업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해
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한다.

제 2 절 제 2 기(2002년~ 2005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1. 정책의사결정유형
1) 정책환경

2002년은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역사에서 특기할만한 해이다. 1987년
이후의 재래시장 지원정책을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본 연구와는 대
조적으로,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문헌은 대부분 2002년
을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인즉슨, 유통시장
전체, 혹은 소매산업 전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역사
상 처음으로 전통시장이 독립적인 정책지원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전통시장 활성화’가 정부의 새로운 역할로 규정되어, 전통
시장 육성을 위한 법률과 조직이 만들어지고, 별도의 지원예산이 편성되
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환경 변화의 배경은 무엇인가? 1996년 유통시
장의 개방 이후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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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물류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등
정부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온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유통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된 이 시기의 정책은
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와 같은 상업시설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격
이 강했던 반면, 서민경제나 이와 관련되는 유통기능을 담당하던 전통시
장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전통시장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
다.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구매스타일의 변화, 인구이동과 같은 요인들
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1998년까지만 해도 전체 106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소매시장의 75%선을 점하였던 재래시장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의
경우 60% 이하로 떨어졌다. 51

반면 1996년 전국에 28개 정도에 불과하

던 할인점은 2004년엔 275개가 되어 882%나 급증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
2005). 아래 그림은 1998년 이후 소매업태별 판매액 추이를 나타내고 있
는데, 전체 소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속에서, 재래시장 매출액은 상
대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 소매업태별 판매액 추이 (1998-2004)

자료: 중소기업청(2006.5),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p.7
51

매일경제, 1988년 3월 3일자. 원자료: 시장경영진흥원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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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세 속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재래시장의 침체현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자,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
기 시작하였다. 사실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 대상
영역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외부효과가 발생하거나, 독점문
제가 존재하는 등의 시장실패가 있어야 한다. 전통시장의 침체현상이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만은 분명
하다. 전통시장은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
로서 명맥을 유지시켜나가야 하며, 서민들의 생활터전이 허물어지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곤란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재래시장의 급격한 침체현상은 1997년 한국정부가 겪은 외환위기와
도 관련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었으나, 외
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소비 및 생활공간인 재래시장이 처해 있
는 각종의 어려움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치적 필
요도 한몫 했다. 1998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서민들의 표를
의식해 정당 차원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입안할 것이라고 앞
다투어 약속하였고, 2000년 새해 벽두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재래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급기야 2000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특별히 “재래시
장 활성화 대책”의 수립을 지시하였고,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논의가 급물살을 타, 드디어 2002년에는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재래시
장”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 등장한 것도 이 법률에서가 처음이며,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개시되었던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 경영 혁신
사업’은 오늘날에도 재래시장 지원정책의 양대지주를 형성하고 있다.
제 2 기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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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 시기의 제도적 변화를 총괄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1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
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종래 ‘시장법’
과 ‘도소매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입안되고 집행되어 왔던 재래시장 관
련정책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전체 유통시장과 소매업의 한
모통이를 차지할 뿐이었던 재래시장이 ‘재래시장특별법’의 제정을 계
기로 정책의 중심축이 된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행정기구
가 설치되고 재래시장지원을 위한 기금 형성이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것은 물론이다. 이 법은 2004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고, 몇 번의 명칭 변경을
거쳐 2013년 12월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
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둘째, 관련 조직체계의 변화를 보면, 사업 초기인 2002년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산업자원부 소관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의 집행 ∙ 정책 결정 ∙ 관련 조직 운영 등을 전담하게 되었다. 중소
기업청 내의 조직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에는 ‘중소기업 정책국’
산하의 ‘소기업과’ 내에 소상공인지원‘팀’의 형태로 재래시장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으나, 2004년에는 “재래시장지원T/F”가
구성되었으며, 2005년에는‘재래시장 소기업과’로 커졌다가, 다시 ‘소
상공인지원단’으로 확대 ∙ 개편되었다.
재래시장 지원정책의 실질적 추진주체는 개별 시 ∙ 도라고 볼 수 있
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 중
소기업청장 또는 집행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구: 시장경영진흥센터)이
교부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중소기업청이 정책 결정과 예산배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면, 시장경영진흥원은 정책 집행과 정책 연구의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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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은 2005년에 ‘시장경영진흥센터’로
출범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 왔다. 또한 시장 활
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문 및
상담, 상인 대상 선진유통기법 교육, 시장경영 개선을 위한 인력지원 및
지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 정책목표의 설정: 점증적 접근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재래시장 지원정책의 제도적 환경이 획
기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관련정책의 목표도 과거의 정책과의 불연
속선상에서 급진적으로, 큰 폭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기대할만하다. 그러
나 놀랍게도 제 2 기의 재래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들은 대체로 점증적인
변화 양상을 보였을 뿐이다. 아래 [표7]은 이 시기의 주요 정책과 사업
을 망라하고 있는데, 그 어느 것에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용어
가 사시하는 바 이 그 이상의 어떤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의 정책이
나 사업이라는 느낌이나 인상을 주는 것이 없다.
왜 이런 기대 밖의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
는 것은 제 1 기의 정책목표였던 유통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의 국내유통산업의 근대화라는 목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근대적인 유통부문에 대해서는 다소간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구조적
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고 단기간에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재래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떡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반성이 정책결정자들간에 일어났고, 이것
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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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 2 기(2002년~2005년)의 정책목표결정
유형
시기

내

용

총
합

점
증

02.01

[재래시장특별법제정]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02.10

[산업자원부] 사설 재래시장까지 시설현대화 시범사업 지원
(이전까지는 공설 재래시장만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02.12

[중소기업청]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와 선진화 필요

∨

03.08

[기획예산처] 재래시장의
유통시스템의 효율화 제고

04.02

[산업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환경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노력 강화”

04.03

[중소기업청-소상공인∙재래시장 혁신대책] 재래시장 환경개선,
특성화 시장을 육성 ∙ 고객 편의성 제고, 재래시장 상인 자율
혁신역량 제고

∨

04.03

[대통령]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 확대 및 경영혁신 촉진”

∨

04.03

[중소기업청-소상공인∙재래시장 혁신대책] 재래시장 경영 혁신
지원

∨

04.12

[중소기업청-2005년부터 달라지는
재래시장의 종합적 ∙ 체계적 육성

05.02

[재래시장육성특별법제정]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05.05

[중소기업청-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 소비자의 구매
스타일 변화에 부응하는 재래시장 만들기

∨

05.05

[중소기업청-중기특위 확대회의 대통령 보고] 대통령 발언:
“영세 자영업자 대책 마련 차원에서 재래시장 지원 접근”

자생적

경쟁기반

주요

형성,

발언:

∨

지역별

∨

“재래시장

중소기업

시책]

∨

∨

∨

2002년에 재래시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
은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된 결과라고도
불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지 않는
한 서민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서민경제를 대
변하고 상징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무관심에 대한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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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민 일반의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처지에 몰렸기에 나오게
된 궁여지책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래시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 관련법의 신설을 지시하면서 김대중대
통령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라’거나, ‘경영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당부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즉 재래시장 현장에서, 재래시장의
상인과 이용자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태도, 정책적 관심도
를 실감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하루아침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하니,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 받을 여지가
큰 허황된 정책아이디어들은 고개를 내밀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장기적
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들도 별로 힘을 얻을 수 없었다.
당장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 이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의 마련과 제공에 정책설계의 초점이 놓인
이상 공리공론에 그치기 쉽거나 지극히 이상적인 정책목표들이 들어설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면에서 제 2 기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정책목표는 1990년대의
제1기의 정책목표나 2010년대의 4기의 정책목표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1990년대 후반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유통시장개방에 대비한 유통산업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빠뜨릴 수는 없으니 그저 언급이나 하고 지나가는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가 힘들었다면, 2010년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와 같은 새로운 정
치적 구호와 연계되면서 고도로 정치성을 띠게 되었던 데 비하여, 제 2
기의 정책목표는 오로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말 그대로의 정책목표
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목표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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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이 시기의 구체적 정책이
나 사업들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이런 점들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03년 5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서민 ∙ 중산층의 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 대책’에서는, ‘재래시장
의 자생적 경쟁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별 유통 시스템의 효율화를 제고하
는 것’을 재래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 중소 유통업의
80%에 해당하는 중소 수퍼, 상점가 등의 경우 정보화와 물류 인프라 등
의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재래시장이 지역 유통망으로서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
히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내걸고 있는 목표를 보면 크게 ‘시설 현대화’
와 ‘경영 현대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우선 ‘시설 현대화’
는 말 그대로 주차장, 아케이드, 주변 도로 등의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
선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재래
시장 지원정책의 하위 목표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반면 ‘경영
현대화’ 52 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등장한 정책목표에 해당
하기는 하나, 이 역시 기존 목표에 대한 매우 혁신적인 검토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경영 혁신사업은 전통시장의 마케팅을 지원하
거나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거나, 상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소
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전통시
장의 경영현대화’라는 목표는 재래시장 침체의 원인이 상인들의 불친절,
카드결제의 어려움, 비위생적인 물건 취급방식 등에 있다는 좀 더 현실
적인 문제진단의 결과일 뿐이다.

52

시장경영혁신, 시장경영현대화 등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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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제 2 기(2002년~2006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정책목
표 의사결정 방식은 주로 점증적인 의사결정 유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위기에 처해 있던 재래시장의 구제라는 매우 분명하고 단기
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재래시장특별법”이 제정된 이상, 이 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지거나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나 사업들이 이렇게 설
정된 테두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재래시장 지원정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 이로 인하여 향후 정책추진의 대강과
방향을 정하고 정책추진주체와 예산에 관련된 사항 등 제도적 기반의 수
립과 정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3) 정책수단의 선택: 총합적 접근
제 2 기에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적 관심이 주로 재래시장특별법의 제
정과 이를 통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에 구축에 집중되었다고 해서, 이 시
기의 정책수단들이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미미하고 사소한 차
원의 것들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관련정책의 목표가 단순하고 명확하
게 설정이 되자 오히려 이 목표를 더 크고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수
단의 강구에 모든 노력이 더해졌다. 물론 새로운 정책추진체제가 미처
자리도 잡지 못한 상황 하에서 제약요인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참고할
기존의 자료가 거의 없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하면
서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겪었는지에 관한 정보도 없고, 전통시장들이 현
재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자료도
태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제정된 2002년부터 이 법에
근거한 사업이 추진될 무렵인 2005년까지의 정책수단을 분석해 보면 총
합적 유형의 것들이 많이 눈에 띤다.
우선 지원에 관련된 개별 사업분야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
고 다양해졌다. 2002년 이전까지는 단순히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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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 주차장 확충이나 주변 도로 정리, 화재 경보시
설 설치, 시장 건물 재건축을 위한 융자 정도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부터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본격적으
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정부재정의 직접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래시장 상인
교육, 인터넷 쇼핑몰 구축, 공동마케팅사업,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
광역단위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공동 브랜드 개발, 청년 상인 육성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이 신설되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점차 다양해지고, 계속 조
직을 분화하거나 이전 ∙ 개편한 것도 정책수단에 대한 총합적 접근을 유
도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전통시장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산업자원
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고,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센터
등이 신설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촉진되었던
것이다. 특히 다른 분야에서의 지원사업(중소기업지원이나 고용지원사업
등)에서는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하는지를 보고, 이를 벤치마킹하려고 노
력하는 한편, 당시 재래시장과 경합관계에 있던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의 성공기법을 재래시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2년 이전까지 재래시장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정책이 몇 가지 없었던 데 반해, 2002년 이후 관련 예산은 매해 2~3배씩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책의 타당성이 엄밀히 검증되지 않
아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그래서 정책수단을
가능한 한 폭넓게 탐색하고 일단 적용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것
이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원이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되기보
다는 다양한 사업에 분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책결정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어떤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취
할 수 있는 자구책의 하나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재래시장 지원에 상당
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
야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무엇이 당장 전통시장에 필요한지, 소비자들과
- 89 -

상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 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정책결정자들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수
단은 크게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나뉜다. 이하
에서는 각각의 세부사업들이 모두 총합적 접근방식 의해 결정되고 추진
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먼저‘시설현대화 사업’이다.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그 내
용에 있어서 2002년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조직과 법의 신설, 이에 따른 예산 확충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서 크게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2년 이전까지는 융자
지원(대출이자감면, 지급보증, 국공유지 매입시 세제 혜택 부여)의 형태
로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002
년부터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시범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국고보
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2년에 240억의 지원예산이 편성된 것을 시
작으로 2003년에는 829억원, 2004년에는 1조 650억원의 국비지원을 실시
하였다. 시설현대화사업 대상 시장의 개수도 2003년, 2004년을 거치며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했다.

[표 8] 전통시장 지원 연도별 예산 (2001~2005)
(단위: 억원)

사업명(회계)
■ 합계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시장경영혁신지원
예산규모증가율 (전년대비)

2001

2002

2003

2004

2005

112

252.00

841

1668.0

1268.5

112

240.00

816.0

1608.0

1068.5

0

12

25

60.0

200.0

125%

233%

98%

-23%

자료: 산업자원부(2002), 중소기업청(2003; 2004a; 2005) 정리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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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 국가가 분담하는 자금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예산에 여력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더 많은 시장이 사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가 더 많은 재원을 부담
하려 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담당 조직인 중소기업청 입장에서는 기획
재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당해에 다 소진하지 못하면 다음 해의 예
산편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2002년에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장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 비율(이하 민간자부담비율)이 30%였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에 정책결정자들은 민간 자부담을 줄여주면 시설현대화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늘리게 되었던 것이다. 아래 표는 민간 자부담 비
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민간 자부담 비율 단계적 인하 현황
구분

국비

지방비

민간자부담

2002

30%

40%

30%

2003

30%

50%

20%

2004

60%

30%

10%

2005이후

60%

30%

10% / 면제

자료: 남윤형(2010), 전통시장 지원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 p.88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민간 자부담 비율 인하라는 의사결정은 X라
는 요인이 Y를 유발한다고 해서 X를 제거하면 Y가 사라질 것이라고 가정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실 X(민간자부담비율)이 Y(시설현대화사업
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 원인분석 그 자체는 타당했
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설현대화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
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즉, 정책결정자들은 합리-연역 모형에 입
각해 민간자부담비율을 낮추었으나, 시설현대화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 지, 또한 민간 자부담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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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가 어떤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민간자부담률
을 낮추는 정책의사결정을 했던 것이다.
잠시 미리 앞당겨 이야기하자면, 시장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시설
현대화사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실집행율로 인한 예산
낭비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53 하지만 정책결정자가
더 충분히 숙고하고, 엄밀하게 원인변수를 분석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사고능력의 한계와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일 뿐 더러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는
행위다.

다음으로 ‘경영현대화사업’의 정책수단결정유형을 살펴보자. 경영
현대화사업의 정책수단이 전반적으로 총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책수단의 포괄성과 종합성이다. 경영현
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아래의 사업들은 재래시장의 경영방식을 하나부
터 열까지 모두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물품 관리부터 판매, 마케팅까지 건드리지 않은 사업이 없다. 2003년부
터 2005년까지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계획에 공고된 세부사업
은 다음과 같다. 위생청결 시범점포를 선정하여 냉장 및 냉동기기, 인테
리어비를 지원하고, 신용거래 확산 시범시장에는 신용카드 단말기와 POS
기기를 보급한다. 시장축제와 세일, 경품행사 등의 이벤트 개최비를 70%
까지 지원하고, 시장 내 상품전시회나 패션쇼의 경우에도 시장당 5,000
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전체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농수산물 포장용
기 및 위생용기의 개량과 의류, 모자, 한복, 쥬얼리, 액세서리, 주방기
기등의 상품개발비를 역시 70%까지 지원한다.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기

53

이 가설에 대해 이하 2. 정책성패 – 3) 정책 담당자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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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자카달로그 제작실 설치, 재래시장의 빈 점포에 지역 특산품 판
매장, 디지털상인육성방, 고객사랑방, 콜센터, 여성상담실, 고객지원센
터, 청년상인을 위한 혁신형 시범점포를 만드는 비용은 90%~100%를 지원
한다. 재래시장 내에 콜 시스템과 물류 창고를 갖추어 전화를 이용한 상
품의 주문 ∙ 접수 및 배송, 소비자 구입 물품의 보관, 소비자 불만 신고
∙ 접수 처리 등 one Stop 고객 서비스형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
도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비용의 90%이상을 부담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청만 하면 비용의 70~100%를 지원받을 수 있
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사업들의 신청률이 크게 저조하여,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연속으로 경영현대화사업의 예산집
행율은 각각 20%, 47.27%, 69.35%, 62.5%에 불과했다는 점이다(KDI 공공
투자관리센터 ∙ 시장경제연구원, 2007; 2007년 국정감사, 권선택의원 질
의내용 참고). 즉,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하고 참신해 보이는 이러한 사
업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을 정말 잘
아는 상인들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인 경영혁신방안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합리-연역적 접근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이 직접
뛰어들어 재래시장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한 ‘에브리마켓’ 사업
은 전국 재래시장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망 구축사업이다. 중
소기업청은 “각 시 도의 재래시장 비즈니스 사업이 소규모로 각기 추진
되는 경우, 지명도가 하락하고 소비자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국 재
래시장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면, 상
품의 판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중소기업청, 2004.3).
즉,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유통업자들이나 인터넷 쇼핑몰이 성장하는
추세를 보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물건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재래시장도 활로를 찾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따
- 93 -

라서 정부가 나서서 기초공사를 해줄 경우 전통시장이 반전의 계기를 만
들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54 정책결정자들은 현재 전통시
장 상인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거나 필요로 하는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토대로 정책수단을 모색한 것이 아니다. 이상향
에 해당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터넷 쇼핑
몰을 염두에 두고, 그 이상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모색하
는 연역적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수단이 바로 홈페이지 구축이었던 것이
다.

55

셋째, 전통시장 지원정책 분야만을 염두에 두고 정책수단을 모색하
지 않고 전통시장과는 그다지 연관성이 높지 않은 당시의 중심적인 사회
문제나 대통령이 제시한 특정 이념이나 이상향을 고려하여 정책수단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그 예로 ‘청년상인육성정책’을 들 수 있다. 재
래시장 내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혁신형 시범점포를 창업하는 경우 창업
비용의 70%를 중소기업청이 부담하는 한편, 또한 빈 점포에 젊은 상인들
이 입주하여 전통시장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쇼핑몰 상품 추천등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중소기업청, 2005). 이러한 정책수
단이 나온 데는 물론 재래시장의 침체의 구조적인 원인이 재래시장 상인
들의 고령화라는 인식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당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청년실업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주요한 이유였
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평가’에서 재

54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나 다른
산업분야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는 모델이나 도구(tool)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총합적 접근방식하의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이다. 합리연역적인(Rational-deductive) 방식으로 정책목표를 먼저 상정해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탐색하는 경우, 단순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정책수단들을 탐색하고 적용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양산될 수 있다..
55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009년 에브리마켓의 전통시장 상품 입점률은
전체 상품의 2%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상인들의 반응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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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의 고용창출실적을 평가했다는 사실이 그 근거다.
물론 이 시기, 이 분야 이외에도 정책결정자들이 주요 국가 과제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수단을 입안하는 일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할 지를 모르고, 예산 집
행율은 낮은 데 비해 예산은 여유가 있었던 이 시기의 정책결정자들 입
장에서는 대통령이 설정한 정책의제를 충실히 받아서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
이상 제 2 기(2002년~2005년)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의
의사결정이 모두 총합적 패턴을 보였음을 살펴보았다. 아래는 제 2 기의
주요한 정책수단결정을 점증적 ∙ 총합적 유형 각각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10] 제 2 기(2002년~2005년)의 정책수단결정
유형
시기

내

용

총
합
∨

점
증

02.01

[산업자원부] 시범재래시장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02.03

[산업자원부-대한상공회의소] 중소상인 교육∙연수 사업 실시

∨

02.05

[산업자원부] 재래시장 판매가격 표시제 시행 (산업자원부 고
시 개정)

∨

03.01

[중소기업청 공고문 2003-45호]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에서 국
고 보조율 인상 (30%->50%), 시장 자부담률 인하 (30%->20%)

∨

04.02

[중소기업청 공고문]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사업 실시

∨

04.05

[중소기업청-소상공인재래시장혁신보고대회] 재래시장통합콜
센터구축, 시장 및 지역별 고유 브랜드 및 로고 개발, 재래시
장 박람회 개최 지원, 창업활성화 위한 창업교육 강화, 매년
500개 업체의 업종전환을 목표로 재시작프로그램(Re-Start
Program)운영

∨

04.05

[중소기업청-소상공인재래시장혁신보고대회]
조합 결성

04.08

[중소기업청] 환경개선사업(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자금분
담비율변화 (국비 50->60%, 상인 자부담 20->10%)

∨

04.10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상거래현대화지원사업 (재래시장 온라
인쇼핑몰 개설 운영 지원)

∨

05.02

[중소기업청-재래시장활성화 종합대책] 전자상거래망구축,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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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별상인

∨

온창고∙물류창고 등 건설지원 ∙실업계 고교생 대상 점포경영
체험학습 실시
05.03

[시장경영진흥센터] 시장경영진흥센터 설립으로 재래시장 정
책 연구 강화

05.05

[중소기업청-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상인조직(전
국시장상인연합회) 육성, 청년 상인 육성, 재래시장 온라인
통합쇼핑몰 구축, 혁신형 시범점포 창업지원, 시장 축제 및
경품행사 등 이벤트 개최 지원

05.05

05.10

∨

∨

[중소기업청-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진입도로 및 주차장 등 설치 시 국 ∙ 공유지
사용 허용, 시설 현대화 위해 통신전주 이설시 이전비용 감
면,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비 감면, 무등록 재래시장
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시설 현대화 지원대상으로 편입
[중소기업청] 광역단위의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

∨

2. 정책성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통시장이
독립적 정책지원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정부의
새로운 역할로 규정되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법률과 조직이 만들어
지고, 별도의 지원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고, 단기간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재래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목표가 등장하기 어려
웠다. 따라서 신설된 법의 목적과 조직의 존립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그 자체만을 정책목표로 상정하는 패
턴을 보였다.
반면 이 시기의 정책수단은 조직이 신설되고 예산이 급증하는 가운
데 총합적인 접근양상을 띠었다. 관련정책의 목표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이 되자 오히려 이 목표를 더 크고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존에 활용했던 정책수단이 몇 가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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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정책 경험도 거의 없던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대신, 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수단을 가능한 한 폭넓게,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모두 시도해보려는
패턴이 나타났다. 그 결과 재래시장 상인교육, 인터넷 쇼핑몰 구축, 공
동마케팅사업,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 광역단위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공동 브랜드 개발, 청년 상인 육성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이 신설되
고 추진되는 한편, 각각의 사업에서 국비보조를 점차 늘리고 민간이 부
담해야 하는 시장 자부담 비율을 줄여나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기의 정책이 ① 전통시장 활성화
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② 지원정책들간 정책조화
(policy

coordination)가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정책오차수정(error

correcting)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지, ③ 해당 정책이 상호협력과 혁
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적응적 효율성(adaptive efficiency)을 지닌 제도
인지를 기준으로 상인 ∙ 소비자 ∙ 정책결정자 각각의 관점에서 정책성패
를 판단한다.56

1) 상인 관점
“현장을 모르는 정책”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의 연도별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
해왔다. 이는 전통시장 전체로 보아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별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기의 전통시장 연도별 매출액 추이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56

상인, 소비자, 정책 담당자 각각의 관점에서 세분화된 평가기준에
관하여서는 ‘제 2 장 – 제 3 절 – 3. 정책성패의 판단요소와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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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통시장 연도별 매출액 추이 (2002~2006)
구분(추정연도)

2002

2003

2004

금액 (억원)

41.5

36.0

35.2

32.7

29.8

시장수 (개)

1700

1695

1702

1,660

1,610

-9%

-2%

-9%

-10%

증감율

2005

20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시장경영진흥센터(2007.3), 2006년도 기준 재래시장 실태조사보고
토대로 정리

전통시장의 침체는 소비패턴의 변화, 재래시장의 대체 소매점의 증
가,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 낙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그렇다면 당시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어떤 요인이 가장
전통시장의 침체 원인이라 지적하였을까?

[그림 3] 상인들이 생각하는 재래시장 매출 감소의 이유

자료: 시장경영진흥센터(2005), 유통 및 소비환경 변화전망 및
재래시장의 생존전략, p. 176
주: 27개 시장 상인 대상 2005년 기준 조사, 중복응답가능

시장 상인들이 생각하는 재래시장 매출 감소의 이유는 경기 침체,
대형 유통업체, 소비구조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정책적으로 해결한다
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경기침체와 소비구조의 변화
는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전통시장의 자구노력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회복
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증가는 사실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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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의 변화’의 다른 말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의 상품 선호가 다양화
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선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형 유통업체들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주차장과 같은 시설의 확충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하드
웨어적인 지원이다. 이것이 바로‘시설현대화사업’이며,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가장 시급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점증적인 접근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상인들이 경기 침체 및 소비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끔 소비자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이다. 이것이 ‘시장경영혁신사업’이다. 재래시
장 상인교육, 인터넷 쇼핑몰 구축, 공동마케팅사업, 공동시설운영자금지
원,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 광역단위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공동
브랜드 개발, 청년 상인 육성 등이 시장경영혁신사업 내의 세부사업들이
다.
먼저‘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689개 시장
에 국비 3,719억원이 지원되었다. 지원 내용은 아케이드(비가림막 건설)
251건, 주차장 127건, 진입로 공사 50건, 편의시설 설치 261건이었다.
아래 표에서는 지원액수와 지원대상시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시설현대화지원 실적
단위: 억원 / 개
연도

2002

2003

2004

2005

계 (누적)

금액 (억원)

227

816

1,608

1,068

3,719

지원시장(개)

75

182

263

169

689

자료: 중소기업청(2006.5),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p.7

시장경영진흥센터(2007)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이 선호하는 정책
적 지원방안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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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점포시설 개선, 무료 주차권 발행 등이다. 소비자들이 주차의 어
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상인들도 알고 있고, 이를 개선
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상인들의 필요에서부터 출발한
사업이자, 당장 시급한 문제를 사업 신청 시장들을 중심으로 당장의 시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점증적 접근에 해당한다.

[표 13]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원방안

자료: 시장경영진흥센터(2009), 지역상권 구조변화와 전통시장 정책대응방안, p.138

2002년부터 2005년간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 개선을 한 시장과 하지 않은 시장 간
에는 영업실적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시설 종합 개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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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부분 개선 시장 10개, 시설 개선을 안 한 시장 1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종합개선시장’의 경우 매출이 증가한 점포
의 비율이 여타 시장보다 7배 높았고, 고객이 증가한 점포의 비율도 10
배였다. 사업 전후의 매출 감소율도 현저히 낮았다.

[표 14]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과 (2002년 대비 2005년)

자료: 중소기업청(2006.5),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p.9

그러나 위 결과는 해석에 있어서 다소 주의를 요한다. 시설 개선 사
업일 실시하려면 시장 상인들이 동의를 해야 하며, 비용의 10~30%를 부
담하여야 했다.57 상인들이 부담금 출자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시장 상황
이 그다지 나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의지가 있다는 의미이
다. 따라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한 시장의 경우 애초부터
매출 증가세인 점포의 비율과 고객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 점포의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을 개연성이 있다. 즉, 이미 선발 요인에
의한 편향(selection bias)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시설 현대
화 미실시 시장과 종합 개선 시장간의 차이가 모두 시설현대화사업의 순
수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시장 경영 혁신 지원 사업의 경우 시장 상인들의 긍정적인 평
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사업들에 대한 신청 미달사태
로 편성된 예산을 채 활용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

57

2003년, 2004년 2회에 걸쳐 시장 자부담이 20%와 10%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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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들 전반의 신청률이 크게 저조하여, 2002년 ∙ 2003년 ∙ 2004년 ∙
연속으로 경영현대화사업의 예산 집행율은 각각 20%, 47.27%, 69.35%에
불과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시장경제연구원, 2007:57-58).
신청만 하면 사업비의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
고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상인들 관점에서 보
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매출액이 늘어나리라고 보지 않았
던 것이다. 이 시기에 진행된 공동 저온창고, 물류창고, 작업장 등 공동
시설의 설치 지원, 마케팅 활동 및 경영기법 혁신을 위한 컨설턴트 연계,
재래시장 상품 및 포장용기 개발 보급, 전통시장 콜센터 설치, 시장 축
제 및 다양한 이벤트 개최지원, 고유브랜드와 로고개발사업, 전통시장전
용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개설, 업종 전환을 위한 창업교육, 공동물
류관리와 판매지원, 홍보시설의 설치지원, 청년상인 육성, 재래시장 빈
점포 활용 사업 등이 그다지 상인들에게 매력적인 매출 증대 방안이 아
니었던 것이다.
당장 자기 점포를 운영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기존의 상거래 패턴이나 관습과는 동떨어진 사업들, 이를테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통합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선진화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업들은 점포단위가 아닌 시장단위의 사업이
었기 때문에 다른 시장 상인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런 구심점
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는 일종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설문조사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시장 공동 사업(홍
보를 위한 시장 이벤트, 공동물류관리와 판매, 공동마케팅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 설문 조사에서, 많은 시장 상인들이 참여하지 않겠
다고 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표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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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5] 시장 공동사업 참여의향

자료: 시장경영진흥센터(2005), 유통 및 소비환경 변화전망 및 재래시장의 생존전
략, p.176
주: 2005년 7월 기준, 27개 시장 대상 조사

그렇다면 과연 소비자와 상인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지만, 획
기적인 정책시도에 해당하는 이상의 경영현대화사업의 성과는 어떠했는
가? 이처럼 사업 신청률 자체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했던
시장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영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고, 시장 공
동 사업을 추진할 구심점이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
한 매출액 증대가 나타났으리라고 예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시장경제연구원, 2007)에 따르면 매출액 증가
율과 고객수 증감을 종속변수로 할 때 경영현대화사업은 양자 모두에 대
해 정책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8

결국 여기서 언급한 많은 경영현대화사업들은 거의 모두 정책 실패

5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시장경제연구원(2007)은 DID(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사업이 매출액과 고객수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설현대화사업은 매출액 증가율과
고객수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할 때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현대화사업은 양자 모두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시장경제연구원, 2007: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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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결되었다. 고유 브랜드(PB), 로고(CI) 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는 거
의 호응이 없었고,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은 국정감사에서
몇 년간 질책을 받아야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 에브리마켓
(www.everymarket.co.kr)’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했지만, 사업 시
행 2년 후 온라인 쇼핑몰 내 재래시장 상인들의 입점율은 1.6%에 그쳤고
나머지 98.4%는 재래시장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이 차지했다. 59 결국 중
소기업청이 이 사업에 쏟아부은 돈 110억의 대부분은 재래시장과 관련이
없는 입점업체들의 홍보지원비로 쓰였던 것이다.

60

2004년, 2005년 당시 시장경영진흥센터와 중소기업청 등에서 나온
보고서 및 연구자료에서는 재래시장의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 중 하나로
‘인터넷 쇼핑의 급속한 성장’을 꼽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과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시장경영진흥센터, 2005; 산업자원
부∙중소기업청, 2003.5). 인터넷 쇼핑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소비 트렌
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인터넷을 통한 판로 확대가 필
요하다는, 지극히 합리-연역적(rational-deductive)인 사고방식에 입각
한 정책구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
서는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이 거의 채소나 과일 류의 식료품이
고, 널리 알려진 브랜드 제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품을 직접 보고 고
르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은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
을 것이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9

파이낸셜 뉴스, 2009년 10월 21일자

60

이 사례에 관해서는 ‘제 4 장 – 제 2 절 - 1. 정책학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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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관점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 정책기조”

소비자 관점에서도 역시 시설현대화사업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경
영 혁신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를 그다지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2007년 시장경영진흥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설 종합 개선 시장
은 미개선 시장에 비해 고객 증가 점포비율이 8.4배, 고객만족도는 5.2
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 2008a).
[표 16] 시장별 고객 만족도 및 고객수 비교
단위: % / 배
구분

종합개선(A)

부분개선(B)

미실시(C)

A/C

매출증가점포비율

48.2

26.7

4.8

10.0

고객증가점포비율

46.3

27.7

5.5

8.4

고객만족도

73.0

53.1

14.1

5.2

자료: 중소기업청(2008a)

위의 조사 결과 역시도 해석에 있어서 다소의 주의를 요한다.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동의와 사업비용 일부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상인들이 이에 동의했다는 것은 사업 경영의 의지가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시설
현대화를 한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 간에는 상인들의 경영 의지나 시
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물건의 다양성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에 있어서
이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여기서도 선
발요인에 의한 편향(selection Bias)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경영 혁신 사업의 경우, 일부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가 있으나
고객들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
장 이용빈도를 종속변수로 보았을 때 상인교육횟수와 광고 횟수,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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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이용 가능성 등과 같은 요인은 전통시장 이용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61 이는 설명변수별 탄력치를 기준으로 보
아도 마찬가지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상인 교육의 횟수를 1회 증가시켰
을 때 고객들의 전통시장 이용 확률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는 의미이다.62

[표 17] 전통시장 이용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27명 전통시장 고객 대상 설문조사)

심리적 요인

물리적
특성

이용확률에 대한
탄력치

계수값

유의
수준

구매금액만족도

0.012

0.001

10%증가시

.007

상품가격만족도

0.027

0.776

10%증가시

.001

품질만족도

0.151

0.112

10%증가시

.002

상품다양성만족도

-0.032

0.663

10%증가시

.002

종합만족도

0.588

<.0001

10%증가시

.014
.001

구분

소요시간

-0.033

<.0001

10분증가시

전통시장점포수

0.020

0.693

10개소증가

.047

전통시장 주차대수
(30대미만)

-0.226

0.698

30대이상

.039

대형할인점과전통시장
거리(2km미만)

-0.009

0.936

2km이상

-.004

대형할인점면적

0.000

0.048

100평 증가

-.002

61

신용카드 이용 가능성의 경우, 이 조사가 수행되었던 시점이 2009년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최근에 조사된 결과들에서는 신용카드 이용
가능성이 고객들의 만족도와 시장 이용 빈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이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고객이 어떤 요인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이로 인해 도시 공간
구조가 급변한 김해시, 구미시, 강릉시, 고양시에서 소비자 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소비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
(구매금액 만족도, 상품 가격 만족도, 품질 만족도, 상품 다양성 만족도,
소요시간, 점포수, 주차대수, 할인점과 전통시장과의 거리, 상인 교육 횟수,
광고 횟수, 아케이드 설치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시장 방문횟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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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인
(전통시장
정책변수)

사회경제적
요인

상인교육 횟수

-0.403

0.251

1회증가

-.021

광고 횟수

-0.631

0.149

1회증가

-.023

아케이드 미설치

-0.029

0.828

설치

-.002

전반적 노후도

-0.156

0.011

10%개선

-.019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0.398

0.054

사용가능

-.018

승용차 보유대수
(2대이상)

-0.077

0.236

없음

.004

0.008

0.854

100만원증
가

-.001

월평균소득

자료: 시장경영진흥센터(2009), 지역상권구조변화와 전통시장 정책대응방안
토대로 정리

위 결과에서 의미 있는 추정계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심리적 요인의 경우 구매 금액의 만족도와 종합 만족도
가 커질수록 전통시장 이용이 높아진다. 둘째, 물리적 요인의 경우 전통
시장으로부터의 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전통시장 이용 빈도가 떨어진다.
대형 할인점 면적 및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의 거리가 전통시장 이용빈
도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도적 요인의 경
우 모든 요인이 전통시장 이용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상인교육의 경우에는 경영현대화사업들 중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에 해당한다.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홍보물
배포, 인터넷 ∙ TV 광고, 배송센터 구축, 고유 브랜드 개발, 상품권 및
쿠폰 발행 등과 같은 경영현대화사업들은 고객들의 만족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즉,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고객들이 전통시장에
더 많이 방문하거나 구매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주목할 점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소비
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거의 같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정책
선호 비율도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
비자가 선호하는 정책적 지원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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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는 정부가 어떤 정책수단을 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해야 할 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파악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상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각각의 예측
되는 결과를 예측한 다음 이들 가운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
는 것 몇 가지를 골라서 실제로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즉, 정보에 있어서 우위가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상인들이다. 위 [표 13]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은 정부가 장기간의 연구용역과 복잡한 회귀분
석을 통해 정책의 예상효과를 분석하는 대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시도해보고 나타나는 오류를 단계적으로 시정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정책 담당자 관점
“다양한 정책실험과 큰 규모의 정책오차”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관련된
법이 제정되는 한편 조직과 인력도 크게 확충된 만큼, 정책담당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혹은 침체의 가시적 완화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전통시장은 오히려 더욱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소기업청
은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상인의
노령화, 입점상인의 보상 등과 같은 복잡한 절차에 의한 전통시장 재건
축 및 재개발의 지연,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로 인한 대형마트 이용
급증, 뉴타운 건설 등으로 인한 재래시장 상권 위축 등을 지적했다(중소
기업청, 2005.5). 아래 표에서는 연도별 예산규모의 증가추세와 이에 대
비되는 매출액 감소추세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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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전통시장 지원 연도별 예산규모 (2001~2005)
사업명(회계)
■ 예산규모 (억원)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시장경영혁신지원

2001

2002

2003

2004

2005

112

252.00

833.8

1668.0

1268.5

112

240.00

816.0

1608.0

1068.5

0

12

60.0

60.0

200.0

125%

231%

98%

-23%

- 예산규모증가율 (전년대비)

자료: 시장경영진흥센터(2007.3), 2006년도 기준 재래시장 실태조사보고,
중소기업청(2008.12), 2008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토대로 정리

[표 19] 전통시장 연도별 일평균 매출액 (2002~2006)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만원)
- 매출액 감소율(전년대비)

2002

2003

2004

2005

2006

7,688

6,919

6,352

5,801

4,236

-

-11%

-9%

-8.7%

-24.6%

자료: 중소기업청(2005.2), 05년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중소기업청(2005.5),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시장경영진흥센터(2007). 2006년도 기준 재래시장 실태조사보고
토대로 정리
주: 2002년과 2003년의 데이터는 2004년 이후로 추산된 재래시장 일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추정

물론 이런 원인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요
인임은 분명하나,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이
성과를 거둘 리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가 이
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당시 예산이 실제로 사업에 투입된 비율(예산의
실집행율)은 2004년, 2005년을 거치면서 크게 낮아졌다. 즉, 예산은 많
이 편성이 되었고, 사업신청도 많이 들어왔으며, 실제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거의 남김 없이 받아갔으나(집
행율), 실제로 착공되고, 사업이 진행되어 예산이 이에 투입된 비율(실
집행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의 실집행율은 현재까지
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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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집행율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1)

집행율

실집행액2)

실집행율

2002

24,000

22,800

95

(자료없음)

(자료없음)

2003

81,600

81,600

100.0

71,600

87.8

2004

160,818

160,818

100.0

71,464

44.4

2005

106,849

106,849

100.0

33,070

31.0

2006

122,837

122,837

100.0

50,202

40.9

2007

161,606

161,606

100.0

80,103

49.6

2008

201,846

196,800

97.5

75,490

37.4

2009

174,900

174,900

100.0

107,214

61.3

2010

159,700

159,700

100.0

101,090

63.3

2011

180,000

180,000

100.0

114,480

63.6

2012

173,800

173,800

100.0

111,405

6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중소기업청 예산집행공고 (2002년~2012년),
김정훈 국회의원 2008년 중소기업청 추경예산 질의서,
디트뉴스 2013년 10월 27일자 기사 “박완주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집행율 저조”토대로 정리
주: 1) 집행액 : 중기청에서 시∙도로 교부한 금액
2) 실제집행액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액
3) 2002∙ 2003년의 실집행액은 실집행율 토대로 추정한 결과임

왜 갑자기 2004년부터 예산이 실제로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이 급
격히 낮아졌는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통시장 육성사업 평가보고서에
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이 낮은 실집행율을 보이는 원인이 주로 ‘협의지
연’과 ‘부지 미확보’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결과에 따
르면,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10%(2004년
이후)를 시장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담금이 걷히지 않거나,
시장 상인회에서 시설 현대화의 세부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가 11건이었다. 또한
주차장이나 공동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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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들과 사업 진행 주체간의 합의가 어려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하는 경우가 12건에 해당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표 21]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실집행율 부진원인 결과분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전통시장육성사업평가, p.44
주: 시설물: 공동배송센터, 공동마트, 전시관, 교육관, 광장조성
문화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대상지역
일반시설: 간판, 방송시설, CCTV 등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으며, 왜 부지 미확보나 협
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애초 사업신청시,
시설현대화사업의 민간 자부담(전체 사업비의 10%)을 부담할 대상자들의
3/5 이상이 동의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지확보가 문제가 되는 경
우에는 사업대상부지소유자들의 3/5 이상이 동의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게끔 규정되어 있다(남윤형, 2011). 협의 지연과 부지 미확보 등의 문
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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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 추진절차

자료: 중소기업청(2005.5)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p.16

그런데 이런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왜 막상 사업을 시행하는 단
계에 가서는 착공조차 어려운 경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며, 왜 하필 2004
년부터 갑자기 실집행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분석에
서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되면서, 실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남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산에 대한 눈에 보이는 수요,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신
청건수는 언제나 사업 승인 건수보다 많은 추세를 띠었기 때문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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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낮은 실집행율은 시설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사
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이 늘어나고 민간 자부담이 줄어든 것과 것과 연
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자부담을 줄여주어야 시설현대화사업을
이행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002년 30%였던 민간 자부
담률은 2003년 20%, 2004년에 다시 10%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주차장, 진입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상인 자부담을 아예
면제해주었다([표 9] 민간 자부담비율 단계적 인하현항 참고)63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지역의 시장에서 시설현대
화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시설현대화사업
을 추진하는 주체는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유리하다. 64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상 인∙ 허가과정, 사
업자 입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보상문제 등으로 인해 다년간의 예산
집행을 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이월
시킬 수 있다. 게다가 당시 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율이 낮을 경우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 군 ∙ 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
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어떻게든 동의를 얻어내서 사업 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시장 자부담률이 줄어들자,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의 요건인 ‘ 사업시행동의서 ’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민간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자들의 3/5 이상이 동의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를

63

분석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시차는 1년으로 가정한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64

게다가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특별
회계
예산으로
책정된
시설현대화사업예산을 당해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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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내기 쉬워졌다.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
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부담 동의 확인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
들게 되었다. 게다가 제출했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님
을 시장 상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상인회에서 ‘일단
서명 하라’라고 하면 사업계획서의 요건으로 되어있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사업 신청 요건
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업 진행을 하다가 만일 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
우에는 다른 용도 예산으로 전용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시설현대화 사업
의 신청건수는 증가했으나 막상 중소기업청이 승인을 하고 예산이 교부
된 후, 사업을 진행 시점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부지를 매각하지 않는 등 협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애초부터 예상 가능했던 것이다. 재래시장은
하나의 의사결정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
져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도, 막상 시장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사업추진
을 위한 융자도 지원해주었지만 상인들간의 협의가 쉽지 않아 시설현대
화에 착수한 시장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래시장 내의 토지 및 건
물들의 주인이 각기 다르고, 여기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도 상당수가 점
포를 임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민간 부
담금의 경우 임차상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 또는 점포주가 부
담을 하게 되는데, 직접 영업을 하는 점포주의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지만 임차상인에 임대를 준 건물주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향후
임대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이
득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한다고 당장 부
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에 반발할 수 있다(남윤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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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민간자부담률의 인하
는 전형적으로 총합적인 정책수단 결정 유형에 해당한다. 이는‘국가의
예산 보조가 늘어나고, 민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면 사업이 당연히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에서 입안된 정책이다. 시설현대화사업
의 가장 일차적인 장애물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라는 점은 무시한 채 내
린 의사결정이다. 종전에도 시장 재개발로 얻는 이익과 비용 부담을 어
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둘러싸고 언제나 첨예한 갈등이 존재해 왔다
는 사실은 제쳐두고, 사업 진행 건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책수단을
탐색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결정이 나타난 것이다.
만일 점증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취했다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
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닥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부지 매입이나, 시공 시기 동안의 영업손실, 재건축 이
후의 권리금 및 임대료 인상과 관련된 이익조정문제 등과 같은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
이다. 단순히 공사비용에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촉
진될 것이라는 가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위
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건 속에서 민간 자부담을 줄이고 국가
보조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정부 예산을 축내거나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
산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 상인들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의체나
이익갈등 조정을 위한 지침 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
동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의 자부담률을 인하하고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정책은 불용예산의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용이라는 정책
오차를 낳았다. 이러한 정책오차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몇 가지 예산에 대한 제도적 조치로 상당부분 수정된 것으로 보인
다. 예산 실집행율은 2004년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70% 이하를 밑돌
- 115 -

고 있다.65 결과적으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편성해봤자, 실제 사업 현장
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은 너무나 뻔한
이치다.
한편 이 시기의 경영현대화사업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국정조사에서도 매년 경영현대화사업 불용문제가 제기되었다. 경영현대
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02년)12억-> (03년)25억 -> (04년)60억 -> (05
년)200억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나, 2002년과 2003년, 2004년에 지원수요
가 부족하여 집행율이 각각 20%, 47.27%, 69.35% 에 머물렀다. 이는 재
래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사업이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2004년에 추진된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
‘공동브랜드개발사업’ ‘청년상인 육성사업’, ‘통합콜센터 구축 사
업’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방책을 연구하고 관련 조직을 운영
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막상 사업에 착수하자 별다른 정책수요가
없었다.
경영혁신사업에 대한 저조한 참여율의 문제와 함께, 국회에서는
보조 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재래상인들이 자
부담분을 충당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납하는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경영혁신사업의 경우 민간이 30%을 부담하고, 국가가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나,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담분을
대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지역의 재래시장을 조
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상인들의 참여의
사를 타진하지도 않고 민간부담분을 대납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중소기업청, 2008.7).
중소기업청은 사업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대형 유통점의 확산과 신 업태의 증가, 소비 패턴의 변화와 같
65

예산 실집행율이 2009년부터 그나마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 3 절 – 1.
제 3기의 정책결정패턴 분석 – 3) 정책수단결정패턴”에서 논한다.
- 116 -

은 불리한 영업환경이 급속하게 전개됨에 따라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들어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속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물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경
영현대화사업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고객의 급격한 이탈 방지 효과가
있었으며, 2002년 이후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폭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98년부터 연평균 8%의 재래시장 매출 감소가 나타났으나, 2002년 재래시
장에 대한 지원을 개시한 이후 재래시장 매출액 감소폭은 연평균 5%로
축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정책의 성과가 있었다고 방어하기에 급급한 모
습을 보였다(중소기업청, 2008.7).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정책 담당자들
은 권한과 예산이 매년 확대되면서도 정책의 성과가 불분명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제 3 절 제 3 기(2006년~2009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1. 정책의사결정유형
1) 정책환경

정부업무평가강화 및 지방분권확대
이 시기의 정책의사결정 유형이 이전 시기와 다르게 나타나게 된 두
가지 큰 계기는 정부업무평가의 강화 흐름 및 지방분권의 확대였다. 이
하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계기가 각각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결정에 대한 점증적 접
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부터는 그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
로 정책목표와 수단이 조정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전통시장 지원정책
에 대한 성과평가결과가 다음 기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 117 -

때문이었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2004년에 처음으로 이루
어졌으나 부분적이고 일회적인 평가에 그쳤을 뿐, 어떤 정책이 성공적이
었고 실패했는가에 관한 심층적인 평가와 그 평가 결과의 환류가 이루어
지지는 못했다. 66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체적 성과 및 재래시장의
매출액, 소비자 수 등의 상황적 지표를 비교적 면밀하게 분석하기 시작
한 것은 2005년 3월 시장경영진흥센터(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
립 이후이다.67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1.14 시행)’ 제 43조에 따라
설립된 시장경영진흥센터는 중소기업청이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종합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의
자문 및 용역, 상인 대상 선진 유통 기법 교육, 시장 경영 개선을 위한
인력지원 및 지도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전반을 아울러 업무를 수행
하였다. 실제적인 정책 집행 기능 외에도 시장경영진흥센터가 담당한 중
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 연구 및 정책평가,
정책 개발 등이었다.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생기게 된 셈이었
기 때문에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시장경영진흥센터(2010년 이후 시
장경영진흥원)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왔으며,
전통시장의 경영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66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2004년 6월), 재래시장환경사업기본실태 및
참여시장 성과평가(2004년 11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성과평가(2004년
12월)등이 이루어졌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시장경제연구원, 2007). 그러나
중소기업청(2005.5)에 따르면, 이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구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간 제정된 법률과 조직 신설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을 자리잡게 하기 위한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수단의 모색이
이루어진 것에 가깝다. 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청(2005.5: 4-5) 참조.
67

2005년 3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2010년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전환되었고,
2014년 1월에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2006년 5월에 설립)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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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와 ‘전통시장 활성화수준 평가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구
가 이루어져 시기별 시장 상황과 정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
게 되었다.
또한 2007년과 2012년에는 각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심층평가(기
획예산처

발주로 한국개발연구원과

시장경제연구원 공동수행) ’ 와

‘전통시장 육성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수행)’가 이루어져 보다 객
관적인 외부평가도 실시되었다. 이처럼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활성화는 성공적이었던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
는 토대가 되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평가결과를
정책 논의에 반영시키게 됨으로써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문제요인을 분
석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논의가 진행됨으로써 정
책학습(policy learning)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정부 부처 전반에 업무의 성과 평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 경
향과도 관련이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부문의 비효율을 개혁하기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06년 정부업
무평가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및 정부 조직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속속
도입되었다. 물론 업무평가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이 있었고, 평가의 공
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왔으나, 많은 정부사업이 ‘평가
무풍지대’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관심
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사업은 제 2 기(2002년~2005년)동안 예산이 비약
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사업 성과가 부진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방
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업분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
런 점에서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성과평가가 더욱 긴요했던 것이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국회 결산특위에서 재래시장의 실질적 경영 개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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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05년과 2006년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청
은 그간 시행되었던 사업들 중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업과 그
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게 되었다. 이는 상인과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정책 대상자들이 어떤 측면에 만족을 느끼
고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해 정보와 지식이 쌓여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 동안의 정책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
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다음 번 정책결정과정에서 복원적(reconstructive)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통시장 고객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책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각 시장이 처한 상황이 다 똑 같은 것이 아니
라, 각 시장 별로 어떤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지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은 각 시장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원
정책을 지역별∙ 시장별로 다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다. 2006년 5월 중소기
업청이 내놓은 ‘재래시장활성화 종합계획- 시장 특성별 육성계획’에서
는 시책 명에서 드러나듯이 시장특성별 육성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7 ∙ 2008 ∙ 2009년에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전통시장 활성
화 지원계획’등에서는 지역별 ∙ 시장별 다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문
제의식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8

68

2005년 5월에 나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도 재래시장의
시장별 특성과 상권 전망에 입각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을 따름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청의 실제 사업 및 용역에서 시장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구체화된 것은 2006년이다.
- 120 -

한편 지역 상황 별로 재래시장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달라야 한
다는 인식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추진정책과도 맞닿아있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취임 직후인 2003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원회를 출범시키고,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서는 이전까지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
의 관여가 지나치게 많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약했으며, 정부
간 협력체제와 조정기능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지방 분권의 추진 전략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 조치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7).
2006년 4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신설된 제 7 조 (지
역추진계획의 수립)은 이러한 정부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
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역 시장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래시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소기업청의 종합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래시장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
의 1차적 협의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 및 의원들과의 보다 밀접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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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국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
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정책
형성 및 집행이 보다 용이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69

요컨대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업무평가의 강화 및 지방분권의
확대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게 되는 요
인이 되었으며, 현재 정책 대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시장의 경영 현황은 어떠한지 등의 구체적인 여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책목표 결정과
수단 결정이 모두 점증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하에서는 제 3 기(2006년~2009년)의 정책목표결정패턴과 정책수단결정패
턴이 총합적인지 혹은 점증적인지를 구체적 정책사례들을 토대로 살펴보
고자 한다.

2) 정책목표의 설정: 점증적 접근

사실 소매업 전반의 성장과 전통시장의 상대적 침체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변화 및 경제수준 향상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
가 노력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한 순간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
다. 소비자들의 소비패턴과 경제구조가 급격히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많
은 연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소매시장에서 재래시장의 점
유율은 1980년대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하락해온 반면, 대형마트, 백화
점, 편의점 등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2006년 5월 중소기업
청이 발표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시장 특성 별 육성전략’에서
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에 비해 정부
가 제시하는 정책목표가 상대적으로 순차적(serial)이 되었고, 현실적이

69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이하 ‘3) 정책수단: 점증적 접근’ 에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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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보다 지엽적이고 구체적이 되었다.
첫 번째로 정책목표결정이 순차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는 단
계를 밟아나가는 방식으로 정책목표를 구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전
시기(2005년 중반)까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정책목표는 ‘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나 ‘상인들의 매출액 증대’와 같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최종 비전에 가까운 정책목표가 제시되었다.
‘제 3 기’와의 비교를 위해 본격적으로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
가 정부시책의 형태로 표방된 2000년이후의 정책목표를 시간순서대로 간
략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 2월 대통령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지시 이후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2002년 1월에 개최된 ‘2002년 유통 물류시책방안’조찬간담회
에서는 ‘유통 ∙ 물류산업의 근대화’를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로 내
걸었고, 2003년 5월 중소기업청의 ‘서민∙중산층의 창업 및 경제활동 활
성화 대책’에서는 ‘서민 ∙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같은 해 8월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서는 ‘재래
시장의 자생적 경쟁기반 조성’을 정책목표로 명시하였으며, 2004년 중
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재래시장 혁신대책’에서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
대화와 경영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즉,
이 시기까지의 정책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설
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는 이상적 상태가 정책
목표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70

반면 2006년의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에서는 재래시장 지원
정책의 정책목표로 ① 중소상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기반 제공 ② 시장 고

70

제 1 기(1987년~2001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 2 기 및 제 3 기
보다 한층 더 총합적 의사결정패턴에 해당한다. ‘제 2 기’도 점증적인
정책목표결정유형에 해당하나, 상대적으로 ‘제 3 기 ‘의 정책목표가 보다
단계적으로 제시된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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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틈새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아래 그림).
[그림 5]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 (2006)

자료: 중소기업청(2006.5),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p.12

이는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분명 이
전시기의 정책목표들보다 훨씬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정책목표에 해당한다. 물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이전 시기들의
정부시책에서 제시된 정책목표인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상인
들의 매출액 증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중소상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제공’ 과 ‘시장 고유의
틈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다 단계적(serial)이고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정책목표를 구체화하
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미 이상 언급한 정책목표들에서 드러난 바이지만, 이
시기의 정책목표는 상대적으로 수단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채 상정되고
있으며, 훨씬 현실적이 되었다. 이전 시기에 비해서 정책수단 중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정책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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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는 무엇인지를 고려하고 의사결정에 임했다는
것이다.
기존 정부 시책에서 제시되었던 ‘상인 매출액 증대’나 ‘유통 물
류산업의 근대화’ 등의 정책목표는 사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인력지원으
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 상인에게 안정적 영업
기반을 제공’하거나 ‘시장 고유의 틈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정
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해당한다. 즉, 우선적으
로 중소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시장의 변화라는 환경적 악조건 속에서 재래시장 고유의 틈새 경쟁
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장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
된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책의 결과나 성과를 제한적으로 한정하
고, 완전한 문제의 해결(solving the problem)이 아니라 문제를 적절히
잘 관리하여 완화해 나가는 것(alleviating the problem)을 추구하는 방
향에 가깝다. 소비패턴의 변화와 새로운 유통산업의 변천이라는 환경적
한계를 인식하고, 재래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를 비교적 현실적으로 조정
하고 있는 것이다.
제 3 기(2006년~2009년)의 정책목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은 2008년
12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 시장 유형별 ∙
특성별 육성전략’ 에 보다 분명히 드러나 있다. 여기서는 전통시장 활
성화 사업의 목표를 ① ‘ 활성화 양호 시장 비중 71 을 08년 기준 11.9%
에서 11년 기준 18%로 높이는 것으로, ② 시장 내 빈 점포율을 08년 현
재 11.4%에서 8%로 낮추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71

활성화 양호시장이란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 결과 전체 5등급 (A~E) 중
A, B등급을 의미 (중소기업청, 2008.12: 3).
- 125 -

[표 22] 2008년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목표

자료: 중소기업청(2008.12).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이는 2006년 이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가 ‘ 고객 수 ’ 및
‘ 매출액’ 등의 형태로 제시되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현실적인 목표에
해당한다.‘ 활성화 양호시장 비율 ’ 은 단순히 시장의 매출액이나 고객
수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회 조직률이나 고객 편의
시설의 정비여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산출되는 변수다.
게다가‘시장 내 빈 점포율’은 2004년부터 꾸준히 하락세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장 내 빈 점포율을 더욱 줄여나가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은
것은 달성하기 쉬운 목표에 해당한다.

72

[표 23] 빈 점포율 추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빈점포율(%)

17.7

16.5

14.0

13.2

12.6

11.4

자료: 중소기업청(2009.1), 09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p.2

72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표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
활성화지표’의 구체적인 항목을 들여다보면 시장 활성화의 ‘결과’라기 보다는
시장 활성화 사업의 ‘투입지표’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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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이 시기의 정책목표는 이전 시기에 비해 구체적이고 지
엽적이다. 여기서 지엽적이라는 의미는, 각 시장이 처한 특성에 따라서
시급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이다.73 이전까지의 중소
기업청 및 시책에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가 각 시장에 따라서 다르
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의 모든 전
통시장에 “경영혁신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라는 목표를 적
용했던 것이다.
2005년 5월 중소기업청이 내놓은‘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에서는 획일적인 정책목표결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시장 별 특성과 상권
전망에 입각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의 구체안이 2006년 5월 재래시장 활성화 종
합계획에 드러난다.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수립하게끔 했다. 2006년 5월에 발
표된 ‘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에서는 시장을 상권의 크기, 시장 특성
등에 따라서 대형시장∙ 지역중심시장 ∙ 중소시장 ∙ 근린시장 ∙ 5일장 ∙
전문시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장 활성화 목표가 달라야 함을 추상적
으로나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까지는 각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정책목표
가 실제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형태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정도의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을 따름이다. 하
73

일반적으로 지엽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엽적이라는 것은 부분적인(fragmented), 즉 문제의 한 귀퉁이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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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2008년부터는 실제 정책 결정 상황에서 각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지원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8년 12월에 발표
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 시장유형별 ∙ 특성별 육성전략-‘ 을
통해 1,500여개의 시장의 ‘시장 활성화 수준’과 ‘발전 가능성’을 측
정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다른 목표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전통시장의 유형 및 특징

자료: 중소기업청(2008.12).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제 1 유형인 ‘특화전문형’의 경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유통기능은 취약하나 지역 특산물 및 관
광자원이 있는 시장은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 2 유형인 ‘지역상권형’의 경우 대도시 또는 중소도
시에 위치하면서 상권이 도시 내 또는 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장
들이다.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시장들
은 대형마트등과의 경합관계에 있어서 상품 구색, 매장 청결과 같은 쇼
핑환경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 3
유형인 ‘ 근린생활형 ’의 경우 발전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유통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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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는 시장들로서 대도시에 있는 소형 골목시장들이 이에 해당
한다. 지역 주민 등 근거리 고객들을 주된 대상으로 시장 내 문화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시설 설치(자전거 보
관소, 가로등, 출입로 정비 등)를 통해 생활형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하
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제 4 유형인 ‘구조전환형’의 경우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유통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장 용도를 전환하는 것
을 제안하였다(중소기업청, 2008.12).
이처럼 각 시장의 한계와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각 시장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분석에 의한 것이
다. 예컨대 근린 생활형 시장도 문화관광형 시장처럼 관광자원을 발굴하
고 홍보한다면 아마도 시장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74
그러나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인 자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 분절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활용
가능한 수단에 입각하여 정책목표를 제한적으로 탐색하는 점증주의적 접
근은 이러한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이한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이미 시장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가치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각 시장의 특성에 따
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미 각 시장 상인들이 시장의
생존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청의 시장지
원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게 될 개연성은 적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도시
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상품구매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는 전통시장에게 ‘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모할 것’ 을 주문하는 것은

74

이는 정책수단에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논의의 흐름상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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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들 및 소비자들에게 전혀 와 닿지 않을 것이나, 안동에 있는
전통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
하는 것은 상인들 및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즉, 정책수단
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정책목표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정책목표의 달
성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75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의 구체화 양상은 평가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책평가는 본질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
지를

가늠하는 것이므로,

정책평가의 기준은 곧 정책목표로

환류

(feedback)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의 2007년 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
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① 매출증가시장비율과 ②
상인만족도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① 매출 증가 점포비율, ② 고객
만족도, ③ 고객 증가 점포비율이 평가지표에 추가된다. 고객만족도와
고객 증가 점포비율을 성과평가지표로 삼았다는 것은 전통시장 지원정책
의 일차적 대상자인 상인들의 만족도와 상인들의 수입 증대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수와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을 정책목
표로 설정하는 시각의 전환이 발생한 것이다.
전통시장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 관점은 전통시장의 잠재적 경쟁력
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전통시장이 문제에 봉착한 것은 기본적으
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
하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정책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 정책목표의사결정이 ① 순차적(serial)으로 이루어졌고, ② 정
책목표에 대한 접근이 이전 시기에 비해 수단지향적이며, ③ 정책목표의
75

‘제 4 장 – 제 1 절 제한된 정보와 자원의 문제’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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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보다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패턴을 보였음을 살펴보았다. 아래는
제 3 기(2006년~2009년)의 정책목표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점증적
성격에 해당하는 사안과 총합적 성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나누어 정리
한 것이다.
[표 24] 제 3 기(2006년~2010년)의 정책목표결정
유형
시기

내

용

총
합

점
증

05.12

[소상공인법] ‘소상공인’ 인정 기준의 하향 조정

∨

06.01

[대통령 담화] “재래시장 특성화와 성공모델 창출 필요"

∨

06.02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지역시장 육성계획 수립 지침

∨

06.05

[중소기업청-재래시장활성화종합계획]
재래시장
고유의
틈새 경쟁력 확보∙재래시장 특성별 대책 마련∙중소
상인에게 안정적 영업기반 제공

∨

06.08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와 협의 의무

∨

06.1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 뿐 아니라 상점가도 활성화 지원

∨

07.01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취약점 별 전통시장 지원체계 확보

∨

08.01

[2008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재래시장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수립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시행
3년차를 맞아 4대 중점과제를 착실히 추진

∨

08.01

[2008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사전컨설팅,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사업 실효성 확보 등 사업의
내실화에 주력

∨

08.07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
재래시장의 시장으로서의 기능 활성화에 집중 필요

∨

08.12

[중소기업청] 활성화 양호시장 비중 및 시장 내 빈점 포율
인하, 특성화된 지원전략 수립, 전통시장 특성에 따른
유형별 맞춤지원(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09.01

[2009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재래시장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수립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시행
4년차를 맞아 4대 중점과제를 착실히 추진

∨

09.10

[기획재정부장관]
필요”

“중소소매업

개정]

유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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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개정]

혁신

∨

3) 정책수단의 선택: 점증적 접근

제 2 기의 정책수단분석과 정책성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정책결정자들은 매우 많은 신규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그다지 좋
지 않았다. 예산은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매출액 감소세는 둔
화되기는커녕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다. 게
다가 2002년과 2003년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 모두 편성
된 예산이 집행조차 안 될 만큼 정책에 대한 수요도 미진했다. 76

정부

가 나서서 신청만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미온
적이었다는 것이다.
몇 년간 정책 실패가 누적된 상황에서 담당조직은 어떤 전략을 짜게
될까? 생각해볼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다 활용해 보아서 새롭게 시도
해 볼만 한 사업은 찾기 어렵고, 기존의 정책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관한
정보도 몇 년간 쌓여왔던 터였으므로, 그 실패 이유를 따지고 분석해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지 않을까? 사실 이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패턴이다. 체득해서 알게
된 실패원인을 다음 번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수단의 양 축인 시설현대화사업과 경
영현대화사업 각각의 세부 사업들에 관한 의사결정이 왜 점증적인 유형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점증적 접근이 가능하고 용이했던 이유는 무엇이

76

정책에 대한 수요가 미진했음을 예산 집행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예산의 실집행율이 40~50% 선에 머물러 사실상
예산편성만 되고 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후자의 경우에는
2003년과 2004년 각각 지원수요가 부족하여 2003년과 2004년 각각 예산의
집행율이 2002년과 2003년에 지원수요가 부족하여 집행율이 20%와 47.27%로
저조하였다. 사실상 신청을 하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수요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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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에 관해 논한다.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위 ‘1. 정책환경’에서
언급한 성과평가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의 측면이다. 두 가지
환경변화가 어떻게 점증적 접근에 따른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끔 유
도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부터 살펴보자. 2002년에 240억을 지원하는 것
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829억원, 2004년에는 1조 650억원의 국비 지원
을 실시하였다. 시설현대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의 민간 자
부담비율을 줄이고, 국고보조비율을 늘려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고자 하
는 노력이 이루어졌다.77 일단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집행하면 재래시장
의 환경이 개선되고 경영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
나 현실은 달랐다. 2004년 이후 매출액 감소율이 오히려 더 커진 것은
물론이고,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은 2002년 대비 2005년 4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집행율은 100% 전후에 달했으나 실집행율은
2004년부터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해 2008년에는 37.4%에 그쳤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와서 집행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현상이 누적되었다는 것이다. 예산이 실제 사업에 집행조차
되지 못했으니, 정책성과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었다.
당연히 이에 관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았고, 중소기업청은 이
처럼 실집행율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장 상인들과의 합
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는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은 다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더
라도 상인들과의 협의 지연을 이유로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이
월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 ∙ 군 ∙ 구

77

이러한 예산액 증가와 민간 자부담률 인하 현황은 제 2 기의 정책수단 및
정책성패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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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일단 신청하고
보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의 입장에서도 당해 기획예
산처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당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에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금을 교부할 유인이 있었다. 요컨대 시설
현대화사업의 실집행율이 낮은 것은 예산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 중앙
정부의 유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 ∙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하나씩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기획예산처
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이른바 ‘나눠먹기’식으로 배
정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재래시장의
시장 특성, 경쟁력 수준, 사업 실행 가능성 등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이
개선사업을 승인할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하게 하였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설개선 사업비 15억이상은 전문가 컨설팅을, 30억원 이상은
연구용역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중소기업청, 2006.5).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입장에서도‘시장의 경쟁력과 사업 실현 가능
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을 거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남기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불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였다. 따라서 시설개
선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까다롭게 승인할 유인
이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더욱 낮은 예산 실집
행율을 기록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에서 자금교부 단계까지는 실태조사와 시설현
대화 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나, 사업집행단계의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이 시설현대화 사업의 낮은 실집행율의 원인이라는
새로운 진단을 내렸다. 이에 사업 집행 부진시 ‘시설현대화 자문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축소 ∙ 변경 ∙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분기별 시설현대화 추진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하여, 사업 추진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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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업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기업청,
2008.12). 아울러 예산을 받아간 시장 중 당해 연도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다음해에

지원을

배제하는

제재조치를

두었다(중소기업청,

2009.1). 그 결과, 2009년부터는 예산 실집행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하
였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매우 저조한 예산 실집행율 실적에 비하
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78
이처럼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복원적

(reconstructive)으로 제도가 변화되어나갔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장 상
인들, 중소기업청 각각이 정책을 두고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정보를 습득
하고, 이에 해결방안을 강구한 결과 위의 조치들이 취해졌던 것이다. 이
는 전형적인 문제발견과 학습, 재적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영현대화사업의 경우를 살펴보자. 제 2 절 에서 검토했
던 바와 같이 중소기업청은 매우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발굴하고 시도했
다. 이 시기에 새로이 시작된 경영현대화사업은 마케팅 활동 및 경영기
법 혁신을 위한 컨설턴트 연계, 재래시장 상품 및 포장용기 개발 보급,
전통시장 콜센터 설치, 시장 축제 및 다양한 이벤트 개최지원, 고유브랜
드와 로고개발사업 지원, 전통시장전용 온라인 쇼핑몰 개설, 청년상인
육성, 재래시장 빈 점포 활용 사업 등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경영현대
화사업 예산의 집행율은 2002년 20.5%, 2003년 47.2%, 2004년 69.3%였으
며 그 이유는 ‘수요 부족’이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시장경제연
구원, 2007). 요컨대 매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막상 상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한다. 첫째, 가장 기본
적이고 상식적인 접근방법으로, 효과가 없거나 계속 신청이 미달하는 정

78

예산 실집행율 실적은 [표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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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은 폐지하고, 시장 상인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2002년부터 시행해온 공동브랜드 및 공동 로고 개발 사업, 통
합 콜센터 구축사업, 신제품 개발 사업,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 등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중단된다. 사업 신청 실적이 저조
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실적이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갔다. 2005년까지의
경영현대화사업 중 그나마 상인들의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 상인 대상 마
케팅, 경영기법, 상품관리, 고객관리 등의 교육과정이었다. 이에 시장경
영진흥원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각 시
장 또는 상점가에 교육장을 설치하고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위탁 교육기
관을 지정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마케팅이나 벤치마킹 기법 등을 가르치
게 되었다(중소기업청, 2007).
[표 25] 상인교육여부와 상인교육효과

자료: 시장경영진흥센터(2005), 유통 및 소비환경 변화전망 및 재래시장의 생존전략
주: 27개 시장 대상 설문조사결과

상인대학의 교육 과목 및 가이드라인은 시장경영진흥원이 지정하였
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해당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당장
그 시장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들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
되었다. 2008년에는 전국 60개 시장에 상인대학이 설치되었고, 연 45시
간에서 60시간을 들으면 졸업장을 수여하고 졸업비율이 높은 시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상인들의 반응이 좋고, 참여비율이 높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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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70개 시장으로 확대하였고, 2010년부터는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신
설하였으며, 2011년에는 지원대상을 100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본필수(의
식혁신, 고객만족, 경영기법, 마케팅 기초, 상인정신)과목, 심화필수(마
케팅심화, 포장 및 진열기법, 조직관리, 선진시장견학)과목, 선택과목
(건강관리, 리더십, 세무법률상식)으로 상인들의 선택항도 확대한다.
2012년에는 상인대학 다음 과정인 ‘상인대학원’과정을 신설하여 기업
가과정, 지도자과정, 리더십 등 상인지도자 육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
로그램을 만들었다(중소기업청, 2007; ibid, 2008a; ibid, 2009a).
두 번째 방법은, 시장 내의 구심점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제 2 절의
성패판단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상인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 밖
에 없었던 것은 상인들이 모여서 시장 전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구심점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잘
되는 것보다 당장 내 가게가 더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청만
하면 시장 내에 이벤트 하나라도 더 개최할 수 있고, 마케팅 기법 등도
전수받을 수 있지만, 자기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시장 마케팅을 위한
홍보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한다
든지 하는 일을 할 충분한 유인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모두가 협조하여
정부예산을 통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 시장에 도움
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었던 것이다.

79

79

이는 비단 경영현대화사업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도 다소간의 불편을 참고, (상대적으로)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면 시장
내에 편의시설도 생기고, 환경도 쾌적해져 손님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이고, 시장 공동의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점포가 아니라
시장단위로 이루어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그다지 호응이 높지 않았다. 협의
지연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이 착공이나 추진이 어려워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던 경우가 2006년 기준으로 60%를 상회했을 만큼, 중소기업청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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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의 입장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경영 현대화
사업의 수요가 없고, 막상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일선 집행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청
은 이러한 협력의 문제(problem of cooperation)을 해결하는 기제, 즉
상인회를 육성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존
의 친목조직을 상인회로 등록하여 운영하면 운영비를 지급하고, 시장 구
성원들끼리 휴식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동사업장을 만들어주었다.
또한 시설 현대화나 경영현대화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상인회의 등록여부
및 운영기간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2005년 65.3%에 불과했던 상인회
조직화율

80

이 2012년에는 88.5%에 달했고, 법적 단체인 상인회의 비율81

도 2005년 28%에서 2012년 68.9%로 상승한다. 고무적인 것은 2012년 상
인들의 상인회 가입률이 78.1%에 달한다는 점이다 (시장경영진흥원,
2012a; 시장경영진흥센터, 2006). 단순히 상인회가 명목상 운영되는 것
이 아니라, 전체 상인들 5명 중 4명은 상인회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장 내의 구심점을 강화하기 위한 상인회 육성정책과 위에서
설명한 상인대학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인회가 육성되면 경영현대화사업의 일환인 상인대학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인대학이 활성화되면 상인회 가입률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
었다. 충청남도 보령시장의 상인회장(2013년)은 “2년 연속 상인대학 개
설 이후 상인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상인대학 이전에는 상인회장 맡
을 사람이 없어서 강제로 시키고 했는데, 요즘에는 선거전도 치열하다.”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가 절실했던 셈이다.
80

상인 조직이 있는 재래시장 / 전체 재래시장 비율

81

법적 단체인 상인회: 시군구청 등록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업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 ∙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상인을 구성원으로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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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하기도 했다. 82 이런 측면에서 두 사업은 정책 조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이 시기부터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전통시장상(像)’을 상
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 시장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바탕으로 지원전략을 구상하게 되었다.
2기까지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요소들을 전
통시장에 적용하려는 패턴, 즉 다른 소매업체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사업으로 만들어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는 해당 시장이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일차적
인 과제로 등장한다. 중소기업청(2006.5)의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쟁력 취약요인에 따른 각기 다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2005년 이전의
정부시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이다.83

82 제 4회 전통시장 활성화 컨퍼런스, 2013. 10. 19., 인천송도컨벤시아, 주최:
중소기업청 ∙ 주관: 시장경영진흥원
83 2005년 5월 발표한 ‘영세소매업지원대책’에서는 전통시장 특성별 지원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나, 각 시장별 취약점과 강점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리적 위치와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개별점포, 중소규모·대규모점포,
대형시장, 지방상권 중소시장, 기능상실 쇠퇴시장으로 구분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현재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특성 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은 2006년 5월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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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경쟁력 취약요인에 따른 재래시장 지원

자료: 중소기업청(2006.5),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p.17

위와 같이 경쟁력 취약요인에 따라 시장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
형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게 되면, 각 시장마다 어떤 정책수단을 택하는
지가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정책목표가 결정되게 된다. 즉, 당장의
문제로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마지막으로 목표는 자
연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객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고 입지가 좋지만, 전통시장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상인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 상인조직의 형성 ’ 을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수립하고, 추가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은 보류하는 것이다.
이미 각 시장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수
립주체가 전국단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의 전
통시장이 1,600개에 달하는데, 이 모든 시장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
정을 모두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각 시장에 대한 지원방식을 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에 실
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는지를 구체적으
로 알 때 시장 별로 다른 지원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노무
- 140 -

현 정부의 지방분권기조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분절적(fragmented)으로
결정되는 데 정치적인 자원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부터는
전통시장 지원정책 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수립하는 계획) 수
립 시 지방의회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
의 수렴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주
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급격한 정책 변화나 지원의 개폐가
어려워졌다. 이는 정치적 실현성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수단 결정이 점증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여건
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래는 이상에서 다룬 제 3 기(2006년~2009년)의 정책수단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점증적 성격에 해당하는 사안과 총합적 성격에 해당
하는 사안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27] 제 3 기(2006년~2010년)의 정책수단결정
유형
시기

내

용

총
합

06.0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사업관련
인허가
일괄처리제도
시장정비사업절차와 도시계획변경절차 통합처리

06.05

[중소기업청-재래시장활성화종합계획] 시설현대화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이 사전 검토하고 선별하여 부실투자 방지, 사업비
15억원 이상은 전문가 컨설팅을, 30억원 이상은 연구용역을
거치도록 의무화

∨

06.05

[중소기업청-재래시장활성화종합계획]
지역상권활성화촉진,
상인 자조조직 육성, 시장 및 인접상권 연계개발

∨

06.05

[중소기업청] 전국시장이 참여하는 상거래 공동체 육성,
재래시장 상품
박람회
및
우수시장
전시회
개최,
전국재래시장
공동구매네트워크
구축,
공동브랜드개발,
점포재배치 ∙ 판매동선재구성 공동사업 지원, 동일업종
상가거리 유도

06.07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제 7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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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입,

점
증
∨

∨

∨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래시장 계획 협의 의무:
지역적 사업추진 근거 마련

06.12

[각 시 ∙ 군 ∙ 구청] 재래시장 상품 및 지역특산품 생산자와
판매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업의 기본자료로 활용
(강원도청, ‘2007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경기도
‘2007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등)

08.01

[중소기업청] 공동마케팅 지원,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상품정보 무가지 발행

08.01

[중소기업청] 퇴직인력 활용 상인회 육성, 시장 활성화 연구
확대,
시장활성화구역
시설개선,
지원사업(상인대학,
시설현대화사업 심의 등) 품질제고

∨

08.03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재래시장의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하향조정 권유, 대형마트
입점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입지 협의 유도

∨

08.03

[중소기업청] 시장 특성에 따른 특성화 지원전략 지자체별로
수립, 대학-시장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경영, 마케팅
컨설팅 지원), 시설 현대화 실효성 제고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단계별 신청
유도, 자부담 동의서 제출 의무화, 미착수시 다음연도
지원배제), 상인대학 활성화, 상인지도자과정 신설, 시장간
경쟁체제 도입

∨

08.03

[중소기업청] 빈점포 청년 프론티어 창업지원, 상권관리기구
설치, 소상공인 창업센터 건립

08.12

[중소기업청] 지역대학 ∙ 대기업 등과 자매결연 추진,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점검 강화, 상권 활성화 지원 전문기관
육성

08.12

[중소기업청] 유통기능 강한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
대형시장을 국내외 전문 도매시장으로 육성, 지방 전통시장
소액대출

09.04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영업규제 완화, 비용부담 경감

∨

∨

∨

∨

∨
∨

2. 정책성패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 3 기(2006년~2009년)에는 정책 목표
와 정책 수단이 모두 점증적으로 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동안 예산
과 조직이 확충되고, 새로운 정책들을 야심차게 출범시켰지만 대부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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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었다. 2005년경부터 활성화된 전통시장 지원정
책에 대한 정책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이전까지의 시장 지원
사업의 한계를 확인하고, 근본적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했던 것이다.
첫 번째로 나타난 한계점은, 시장마다 각기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었다. 강점과 약점이 다르고, 각 지역마다 경제상황도 달랐다. 따라
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시장마다 모두 다를 수 밖에 없
었다. 이에 시장 특성 별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전국 1550여개여 개 시
장 실사를 통해 시장들을 각각의 특성 별로 분류하는 한편, 이를 지역
단위의 전통시장 지원계획에서 반영하게끔 함으로써 각 시장과 지역자치
단체마다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할 것을 유도하였다. 즉, 분절
적(fragmented)이고 수단지향적인(means-oriented) 목표결정이 이루어지
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나타난 한계점은, 이전까지 상인들이 공동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고, 시장 내에 공동사업의 추진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었다.

시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설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시

장 내에서 집행할 효율적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행해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상인들의 협조(cooperation)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집행 체계화를 위한
시장 단위의 일선 조직이 긴요했던 것이다. 이에 신규 사업을 확충하고,
더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미 시장 내에 존재하는 친
목회를 활용하여 시장 상인들의 조직화를 돕거나 점포 경영 및 정부 정
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갔던 것이다.
즉, 당장 직면한 일차적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수단결
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증적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변화한 이 시기의
정책이 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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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들간 정책조화(policy coordination)가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정
책오차수정(error correcting)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지, ③ 해당 정책
이 협력과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적응적 효율성(adaptive efficiency)
을 지닌 제도인지를 기준으로 상인 ∙ 소비자 ∙ 정책결정자 각각의 관점
에서 정책성패를 판단한다.

1) 상인 관점
“이전 시기에 비해 경영현대화사업의 만족도 크게 증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있어서 정책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
인은 아마도 시장 매출액일 것이다. 전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2002년부
터 2013년까지 거의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매출액의 감소율이
2007년부터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9년 후반까지는 매출감소세가 이
전 시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84 또한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를 한
시장들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비슷하
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효
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8] 전통시장 전체 매출 및 시장 수 추이 (1999~2010)
(단위: 조원, 개)

99

01

03

05

06

07

08

09

10

매출액

46.2

40.1

36.0

32.7

29.8

26.7

25.9

24.7

24.0

시장수

1469

1438

1695

1660

1610

1610

1550

1550

1517

-10%

-9%

-9%

-10%

-3%

-5%

-3%

-10%

매출증감률

자료: 중소기업청(2009.7), 200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2012),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토대로 재구성

84

‘제 2 장 – 제 3 절. 분석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 시차, 즉 정책이
집행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년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이 시기의 정책성과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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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전통시장 지원사업 실시여부에 따른 매출액 증감율
단위: 원(2007-2008) / 만원(2009~2010)
구분

2007

2008

실시시장
시설현대화만
실시

경영현대화만
실시

시설+경영모두
실시

매출액

2010

338,752

348,995

253,721

218,909

212,400

227,700

증감

-

-34,812

-6,509

15,300

증감율

-

△13.7%

△3.0

7.2%

매출액

156,903

180,543

344,600

354,156

증감

-

23,640

164,057

9,556

증감율

-

15.1%

90.7%

2.8%

매출액

-

-

362,618

372,043

증감

-

-

-

9,425

증감율

-

-

-

2.6%

146,982

326,750

247,533

매출액
미실시시장

2009

184,200

증감

-37,222

-79,217

증감율

△20.2%

△24.2%

자료: 2007, 2008년 자료는 중소기업청(2009.7: 197), 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
2009, 2010년 자료는 시장경영진흥원(2010),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평
가 보고서
주: 1) 2007, 2008년 자료는 단위 불분명(시장 내 각 점포별인 것으로 추측됨)
2009, 2010년 자료는 시장별 일평균 매출액
2) 조사기관과 조사단위, 조사방법 등이 달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일
관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같은 내용을 조사한 자료이므로 편의상 함
께 기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정책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책 요인 이외에 전통시장의 자생력 향상, 소비자들의 선호 변화
등과 같은 영향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이 시
기에 전통시장 지원 관련 일반회계예산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및 2009년에는 중진기금 내 소상공인진흥계정이 크게 증액되어
융자가 활성화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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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영현대화사업이 매출액 증대에
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전 시기에 비해 상인들에게 호응도가 크
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전 시기에
는 시장 상인들이 공동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던 데 반
해(표15), 이하의 조사결과에서는 보면 상인대학 ∙ 공동마케팅 등의 공
동활동은 80% 전후의 상인들이 만족함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은 설문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70%를 상회하였다(ibid: 55). 또한 경영현대화 예산의 집
행율도 크게 올라 2006년부터는 90%를 넘었다. 즉, 경영현대화 사업 전
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

[표 30]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만족도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0c), 전통시장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p.45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우선 참여
경험 여부가 다음 시기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이 알려지고, 주변 지역 다른 시장들의
참여 경험이 주변지역에 전파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
자금이 크게 확충되면서 사업 역량이 커지고, 시장경영진흥원이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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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면서 집행이 효율화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상의 제반 요인들이 갖추어질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요
인은 시장 내 상인조직의 형성이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상인회 육성 및 지원정책의 결과, 상인조직이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실질
적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상인들 간의 구심점
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상인들간의 구심점이 생겨나자 공동사업의 진행
을 위한 추진력이 생겼고, 사업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졌다. 상인회의 운
영 업력 및 상인회 가입율이 경영현대화사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시장경제연구원(2007)의 실증연
구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정책의사결정유형이 이 시기 상인들의 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킨 본질
적인 요인이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위의 성
과만족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상인대
학’의 경우 전형적인 점증적 접근유형에 해당하고, 가장 만족도가 낮은
‘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 전형적인 총합적 접근유형에 해당한다는 점
이다. 상인대학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마케팅 교육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에 힘입어 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역 대
학들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교육의 종류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서 매년 조금씩 보완되고 발전해 온
사업이다. 즉, 이미 시행하고 있던 정책을 보완하고, 문제를 고치는 단
계적 ∙ 복원적 접근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
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방향으
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응적 효율성을 띠고 있다.
요컨대, 이 시기의 경영현대화사업의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었던 본질적 이유는 바로 정책결정자들의 정책문제 접근방식에 있었다.
성과가 미진했던 사업을 폐지하고, 더 효과나 성과가 높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적용해보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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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시장상인들 간의 협력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
한 것 그 자체가 상인들의 참여 경험을 높이고 집행을 효율화했기 때문
이다.

85

2) 소비자 관점
“소비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서의 전통시장”

위 ‘1) 상인 관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전통시장 매출액은
여전히 감소세였다. 다만 지원을 받은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들 사이
에서는 유의미한 매출액 차이가 나타났다. 그런데 고객수를 기준으로 보
자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전통시장 고객수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현재
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매출 감소가 지속되는 데 비하면 이는 상당히 이
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지난 5년간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 매출액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그 하락세도 10년 이후 13년까지는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물건을 사지 않는 전통시장 고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시장이 구매공간의 성격보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2007년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10년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차이가 전통시장에 대
한 인식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2007년에는 “①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 ②상품의 품
질이 좋기 때문에 → ③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 ④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⑤다양한 판촉활동이 있기 때문에 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0
85

물론 이 시기의 경우, 사업경험이 쌓이고 예산이 완만하게 늘어나 정책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 더 예산 증가율이 높았던 제 2 기와 더 경험이 많이
쌓인 제 4 기 보다 높은 정책성과를 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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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①가격이 저렴해서 → ②볼거리가 많아서→ ③따뜻함(정)이 느껴
져서 → ④집에서 가까워서→ ⑤ 제품이 신선해서” 의 순서로 나타났
다. 86 이 결과는 전통시장을 선택하는 이유로써 “볼거리” “따뜻함과
정” 등의 가치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87
이러한 일이 발생한 주요한 이유는 정부의 각 지자체의 특화형 전통
시장 지원정책이다. 2008년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시장들이
자기만의 특색을 갖추어 나가면서 크게 성장한 사례케이스들이 생겨나면
서,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이 ‘볼거리’와 ‘정’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
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반 가까이가 상품의
다양성 문제를 꼽았다.
[표 31] 전통시장 재방문 의향이 없는 이유 (2010)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0c),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p. 180

86

원자료는 2007년 조사의 경우 시장경영진흥원 • 체인스토어협회 공동조사

“대형마트 영업일수 ∙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소비자 구매행태변화 조사”,
2010년의 경우 “2010년 전통시장 이용실태조사” 결과
87

이러한 추세는 2012년 까지도 지속되고 있다(시장경영진흥원,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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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불만요인으로 꼽힌 상품의 다양성 부족은 정부 정책으로 보
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만일 시장경영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이 정
보 제공 차원에서 이를 상인교육 시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일 것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고객들이 실제로 말하기 전에는
몰랐던 불만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보 제공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상인대학’이었고, 이는 상인들의 전통시장 지
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와 닿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88 89 이를 통해 상인들의 서비스 정신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상품 다양성 측면도 보완이 이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2012
년에는 동일한 조사에서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함을 꼽은 비율이 17%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시장경영진흥원, 2012c).

3) 정책 담당자 관점
“정책대상자들의 적응적 효율성 증대와 작은 정책오차”

2006년 5월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은 2009년
초반까지 추진된 지원정책의 기본적인 틀에 해당한다. 정책목표 의사결
정유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후의 시책들(중소기업청,

2008.3;

88

2012년의 조사결과이기는 하나, 상인대학 자체가 제 3 기(2006년
~2010년)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었고, 이에 따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89

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의 고객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고객들은 전년대비 개선점으로 “①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개선(봉투를
찍어서 주고, 설명도 잘 해주고, 반품이 손쉬워졌음), ② 상인의 의식
개선(서비스, 경영 마인드 생긴 것으로 보임), ③ 상인의 친절성 강화(고객
응대시 웃음, 시설현대화 사업의 효과로 상인들이 몸이 편안해지다 보니,
표정도 밝아진 것 같음, 인사를 잘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동일한 2008년의
사업성과평가보고서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나아진 결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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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2009.1)이 이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책담당자들
이 스스로 진단한 과제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의도한 성과
를 거두고 있는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
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성패를 판단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사결정자들이 꼽은 주요한 4 가지 과제와 문제점은 아래
와 같다. 그리고 1~3까지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정책이 ‘상인회 육성사
업’이며, 4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정책수단이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제
도’이다.
[표 32] 정책과제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과 제

현황 및 문제점
w

1

경영혁신 및 공동
사업 활성화

2

시장 관리 및 점
포 경영 선진화

3

재래시장의
현대화

4

지역상권
촉진

시설

활성화

w

상인 스스로 시장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력취약
거래비용과
매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공동사업수준이 극히 낮고 시장간 네트워크
부재

w
w

책임 있는 관리주체가 없어 상권관리기능 취약
경험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점포관리로 낮은
노동생산성

w
w

시설노후화 및 고객편의시설 부족
시장정비사업기법 낙후 및 절차 복잡

w

기존 등록시장에 대한 활성화 사업만으로는
상권형성에 한계
시장과 상점가는 소매유통공간으로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재래시장만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w

자료: 중소기업청(2006.5),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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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인회 육성사업: 과제 1 ~ 과제 3 의 해결방안

여기에서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담당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상인회 육성사업이었다. 앞 의사결정 유
형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인회 육성사업은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차적인 장애물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점증적 정책수단유형에 해
당한다. 또한 시장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원(시장 상인과 친목회
등)의 가용성을 고려한 접근이었으며, 시장 상인 개개인들이 문제 해결
의 당사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각 시장이 가진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는 시도가 꾸준히 일어나는 구조였다.
위 1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경영혁신 및 공동사업’,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에 있어서 가장 근본
적인 제약으로 작용했던 것이 시장 상인들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개별 점포 대상이 아닌 시장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시장 상인들이 시장 사업을
‘내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게 되면 상인들은 지원사업에 시큰둥한 반
응을 보이고 겉돌 수밖에 없었다.
상인들이 시장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여기지 않으면, 내 점포 영
업에 손해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사업에 반대하게 되기 마련이다. 친
절교육이나 점포정리교육을 하더라도 자영업자인 시장 상인들은 ‘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게를 운영하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게 된다. 시
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점포 앞 청소를 깨끗이 하자고 하거나, 길가에 물
건을 적치해놓지 말자는 권고를 하더라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든, 그렇지 않든 자기 점포의 소
비자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관리자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협력하여 시
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지만, 협력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 때로는 금전적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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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장 상인들이 공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잘 돼야, 우리 가게도 잘 된다’라는 인식과,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으나, 2002년 경영현대화사업 이전에는 시
장 차원의 공동사업을 추진했던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시장 상인들로 구성
된 조직이 거의 없었다.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목 도모회 수준이었
고, 시장 단위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만큼 집행력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
지 못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2006년부터 상인회 조직률을 높이는 것
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2005년부터 상인회 등록제를 도입하고, 상인회의
등록률을 사업 지원 대상 선발여부에서 고려하였다. 그 결과 상인회 조
직률은 2006년 65.4%에서 2010년 87.9%로 크게 증가한다. 재래시장 경영
활성화 사업의 구심체가 되는 등록상인회의 비율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
였다.
[표 33] 상인회 조직률 비교
단위: %
법적 단체

임의 단체

조직없음

등록상인회

조합

민법상법인

친목회

2006

27.0

3.1

7.8

27.5

34.6

2010

53.6

2.3

1.0

25.5

12.1

자료:

시장경영진흥센터(2007), 2006년 기준 재래시장 실태조사보고
시장경영진흥원(2010a), 2010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주: 조합은 상점가 진흥조합 ∙ 사업조합 ∙ 협동조합 등

제 3 기 동안의 상인회 조직률의 증가는 시장경영진흥원과 중소기업
청의 정보비용과 정책 집행비용을 크게 낮추었다. 우선 정책 수립과 평
가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상인회의 성격상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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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식의 지속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고, 각 시장에서 어떤 사업이 필
요하고, 어떤 불만사항이 있는지를 각 상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단위로 의견을 취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새로운
정보의 신속한 활용과 단기적으로 적절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를 활용해 다음 해의 지원계획을 더 효과적
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책을 집행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비용도 크게 줄어들었다.
상인대학과 같은 시장 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벤트 ∙ 축제 ∙ 세일 행
사의 지원, 시장 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장마다 행정인력을 파견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조
직체가 생기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자 상인들간의 인적 ∙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져 시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익갈등이 이전보다 빠르게
해소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사안이 대화를 통해 협력이
더 잘 일어나는 선순환이 나타나게 되었다. 90 아래 한 시장 상인회장의
우수전통시장 박람회 발표를 참고하자.

91

우리 시장의 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던 가게 앞 물건적치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회에서‘고객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객선
밖으로는 물건을 내놓지 말자고 상인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상인회와 상인들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내
가게 앞에 내가 물건 내놓는데, 갑자기 와서 웬 참견이냐면서요. 그런데
‘ 고객선은 생명선 ’ 캠페인을 1년동안 계속 하고, 시장 미관이 점점 더
깨끗해지는 걸 본 상인들이 이제는 고객선을 안 지키는 게 이상한 일처럼
되었어요. 손님들도 시장이 깨끗해지고 쇼핑하기 편리해졌다고 좋아합니다.
90

이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시장경제연구원(2007)의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장 상인회의 업력이 시설현대화사업의 매출액 증가율, 즉
시설 현대화 사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91

요컨대 죄수의 딜레마상황에서 개별 상인들이 ‘협력’을 통해 얻는 보수가 더
커지고 ‘비협력’을 통해 얻는 보수가 작아짐으로써 (협력.협력)이라는
우월균형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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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시장 전체 매출액이 20%나 뛰었습니다.92

요약하자면 제 2 기(2002년~2005년)의 정책담당자들은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이 부진했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모두 폐지하고
다른 종류의 정책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각각의 사업들이 계획대
로 추진되지 못했었는지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가 시장 내
구심점 부재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관리인을 파견하거
나 시장마다 일괄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상인들 개개인이
혁신과 협력의 유인을 자발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게 유도하였다.
이처럼 문제의 한 측면, 단편적인(piecemeal)93 접근방식을 통해 제
3 기(2006년 ~ 2009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영혁신사업 신청율의 대폭 증가, 상인들
과 고객들의 만족도 증대, 이전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고객수의 증가추세
와 같은 현상은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한 경영현대화사업의 성공적
결과에 해당한다. 또한 상인회 조직은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제로서 시장
이 보유한 무형의 자원이 되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내에서 발생
하는 많은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적응적으로도 효율적인 정책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제도: 과제 (4) 의 해결방안
[표 32]의‘과제 4’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시장과 상점가는 소매
유통공간으로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지만 재래시장만 지원 대상으로

92

제 4 회 전통시장 활성화 컨퍼런스 (2013.10.19, 인천 송도 컨벤시아, 주최:
중소기업청 ∙ 주관: 시장경영진흥원) 발표내용
93

여기서 단편적이라는 의미는 문제의 한 측면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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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어서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이 문제되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과 주변 상점가가 사실상 다를 것이 없는데 특정 구역까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인근 상점이 침체되면 덩달아 재래시장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래시장 지원정책의 효과를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2006년

4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시장 활성화 구역’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직접 상인 또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재래시장 인접 상점가를 포함한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재래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중소기업청, 2006.5).
2008년부터는 재래시장 주변 상점가뿐 아니라 구도심의 침체상권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 지원정책 체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중소기업청, 2008.1). 이를 확대하여
2009년부터는 시장 활성화 구역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지역상권활성화를 유도했다. 기존의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지역적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구(舊)도심과 전통시장, 상점가,
인근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는 상점가 와 전통시장뿐 아니라 시장
인근 주거지까지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을 지정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중소기업청, 2011.1a).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주변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나간 좋은
예에

해당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제도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단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정책오차 없이 정책성과를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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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제 4 기(2010년~2013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1. 정책의사결정유형
1) 정책환경

2010년대 들어 전통시장 지원정책과 관련된 사업의 수는 눈에 띄게
다종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재정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만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시기부터는 규제정책이나 조세정책을 활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나 입지규제 등이 그 예다. 또한 전통
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도 이전시기보다 한층 과감하게 제시되고, 서민 복
지나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하나의 수
단으로서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의도한
목표에 가까이 가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의 한계를 진단하기보다는 다시 새로운 정책수단을 가지고 와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는 2007년 말 대선을 거치며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
폭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지원유세
를 하거나 재래시장 음식을 먹으며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등의 행보를 보
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재래시장에 관심이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나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좌판을 놓고 장사를 했다”며 “어려
운 재래시장의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다 조직적으로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며 정책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94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2008년 9월, 시장경영진흥원장에 정석연
청계천 상인협회장을 임명한다. 정석연 시장경영진흥원장은 이명박 대통
령의 대선캠프에 있던 인물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
94

한나라당 공식 블로그 http://blog.daum.net/lovehannara/8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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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 청계천 상인협회장’ 이었다. 그는 ‘ 청계천
가스통’이라고 불릴 만큼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에 극렬히
저항했으나, 청계천 복원사업을 거치며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대 후원자
로 거듭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에는 대통령의 바로 옆 자리
에 있었을 만큼 소위 ‘측근’이 되었다. 이런 인물을 기관장으로 임명
할 정도이니,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남달랐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12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발언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토론 중 소상공인 및 전통 재래시장 지원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중기청은 금융위원회 사업을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
련된 금융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중략)
… 이와 관련, 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 대한 토론중에 의
견을 제시하며 특별히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특히 ‘소상
공인의 심정으로 얘기한다’ 면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각
별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당부했다” 고 말했다.

95

대통령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2009년 하반기부
터 구체적인 법안과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예산도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 경합관계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효되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치러지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전통시
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더욱 증폭된다. 선거 이전에 서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이전에도 흔히 있
었던 일이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경

95

연합뉴스, 2008년 1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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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주화정책의 일선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96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통적인 제 1 공
약이 ‘경제민주화’였을만큼 선거 국면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만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
연합회 회원들을 먼저 만났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방문 후 중소기업중앙
회를 찾는 전례를 깬 것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논란의 중심에는 전통시장이 있었다. 18대 대선
당시 양대 후보 모두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기업간, 상인간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이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라고 역설하였다.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일동안 양당 후보가 방문한 전통시장이
각각 27개, 11개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선거국면의 핵심적인 이슈가 전통
시장 지원이었음을 방증한다.

A 후보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골목상권 지킴이 간담회 자리에서 “전
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재벌∙대기업으로
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
면서 그는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며 “전통시장, 골목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고 활기
차게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
고 강조했다.97
충북지역 최대규모 전통시장인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은 B 후
보는 상인들의 애환을 들었다. 다시마, 미역 등을 파는 가게에 들러 부각
96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제 2항 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시각을 말한다.
97

영남일보, 2012년 9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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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기도 한 박 후보는 시장의 한 전통죽집에서 '상인과의 오찬간담회'도
마련했다. "대형마트때문에 전통시장이 힘들어하는데, 대형마트 입점 등에
관한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자영업하는 분들이 원하는 카드수수료 인하도 꼭
챙기겠다"고 말했다.

98

2010년을 전후로 하여 동반성장, 경제민주화의 이름 하에 각종 규제
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외식 대기업 새 브랜드 출시 금지규제, 동네
빵집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형마트 영업시
간 규제 등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규제는 그것의 주된 논거인 시장 실패 현상을 근거로 한 것이 아
니라 시장 경쟁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는 다르다(최병선, 2012). 즉, 시장 경쟁 원
리를 제약하더라도 대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정치의 힘으
로 억제하고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전통시
장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안으로 전
통시장과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형마트나 대형 소매점에
대한 입점 및 영업시간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흐름이 대두되었던 것이
다.

2) 정책목표의 설정: 총합적 접근
위에서 살펴보았듯, 경제민주화나 경제적 이득의 평등한 분배와 같
은 이념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전통시장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대되
는 현상이 정책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대선후보, 대통령,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전통시
98

뉴시스, 2012년 1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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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살릴 것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목표를 이전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은 공공 조직의 생리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3
기와 4기의 정부시책들의 이름을 비교해봄으로써, 4기의 정책목표나 정
책기조가 이전시기와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전통시장지원 관련 시책 비교
제 3 기(2006~2009)

제 4 기(2010~2013)

06.5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시장 특성별 육성전략 -

09.10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
안

08.1

2008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계획

10.1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대책 2010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
과제-

08.12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시장유형별 특성별 육성전략

10.5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

09.1

'09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계획

10.9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

11.1

소비자가 다시 찾는 전통시장
만들기 대책 - 2013년까지 경
쟁력 있는 시장 500곳 육성 -

12.2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생력 제
고방안 (서민생활대책점검회
의)

13.10

소상공인,
제고 대책

전통시장

자생력

주: 2009년 10월의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의 경우, 사실상 2010년 이후의
정책목표 및 수단 의사결정의 지침으로 작용하였으며, 내용상으로도 이후의 정
책들과 비슷한 맥락을 띠므로 4기로 분류하였다. 어떤 점에서 내용상 유사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하에서 논한다.

위 시책명에서 드러나듯이, 3기까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쟁
력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시장들의 특성에 따른 지원이 핵심이었
다. 반면 4기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서민경제 안정화
를 꾀하고,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를 정부개입논리의 축이 이동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매우 근
- 161 -

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정부가 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입
해야 하는가? 과연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크게 ① 시장실패, ② 소득 재분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
저 전통시장분야에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시각은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의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마트나 할인마
트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매시장이
불완전 경쟁(incomplete competition)하에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둘째로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시각은 일자리 유
지 및 지역경제의 급속한 쇠퇴 방지, 균형발전, 서민경제안정 등의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제 1 기(1987년~2001년)부터 제 4 기(2010년~2013년)의 모든 시점에
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4기부터는 후자, 즉 소득재분
배나 사회정의 등의 사회정책적 관점이 이전 시기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전까지는 주로 전통시장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부 개입 논리이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정책목표였다면, 2010년을 전후로 해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이 서
민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
요하다”(중소기업청, 2012.2)는 것이 정부의 개입 논리이자 정책목표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는 2009년을 전후로 등장한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등의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 위 정책환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표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가 등장했다. 즉, 정책목표가 정
책수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적 문제(fact)로부터 구체화되었다기
보다는 상위의 가치적 문제(value)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다양한 목표의 수단적 성격으로 다루어
지게 되었다는 점도 이전 시기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이전시기까지
는 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그 자체가 정책목표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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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부
수적인 정책효과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① 물가안정, ②
지역공동체 복원, ③ 일자리 창출 이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통해 달성하
고자 하는 명시적인 목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매우 큰 차이점이다.
첫 번째로 물가안정이라는 목표가 새롭게 등장한 과정을 살펴보자.
2011년 7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17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전
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경쟁을 이끌어내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고 이야기한다(기획재정부,
2011. 7). 대통령과 각부부처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중
소기업청에서는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물가안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2012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는‘착한 가격 업소’
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설 ∙ 추석 제수용품비를 아낄 수 있다며 캠페인
을 벌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두 번째로 지역 공동체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살펴보
자. 물론 이전까지도 전통시장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이 목표로 제시되었으나, 이 시기의 목표는 그와는 다소 차원이 다르다.
이전까지는 전통시장이 지역 상인들의 생업의 공간이고,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물품조달의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생존을 보장
해주고, 지역 경제의 유통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반면 2010년 이후에는 각 지역마
다 있는 전통시장을 그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
역경제 활성화가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여기에서 판매하는 특산물이 좋은 관광지 트레이
드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청은 관련 사업의 지원체계를 개편하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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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패턴의 변화가 현실에 옮겨진다. 2010년‘특성화 시장(전통문
화 체험장, 테마관광거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육성지원’

사업을 문화관광부의 ‘문전성시프로젝트’와 통합하여 ‘문화관광형시
장(경제활동공간에서 문화 관광이 추가된 융, 복합 공간으로의 개편지원) 육성사업’
으로 출범시킨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 주체였
으나, 사업 개편 이후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설된 ‘문화관광형시장산업단’
이 정책집행을 주관한다(중소기업청, 2008.12; 중소기업청, 2009.10).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육성’이라는 정
책목표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실제는 다소 다르다. 개편 이전과 달리
이후에는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의 특화된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
니라, 지역마다 문화관광자원을 만들어나간다는 차원에서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문화관광형시장을 “주변 문화 ∙ 관광 자원과 연
계가 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육성한다”(중소기업청, 2011.1a)는 기본
방침은 유지되었으나, 실제로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의 특성이 뚜렷하
지 않더라도 사업대상시장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시장 활성
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단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
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육성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사업이 추진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의 가용성 및 현재 각 시장의 상황과는 분리되
어 정책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99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살펴보자. 일자리창
출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기까지는 단순히 재래시장 활성화의 효과로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식의 예측에 머물렀던 데 반해, 4기에는 재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형성
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제 2 기의 정책수단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경 이전까지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청년 창업자 지원이

99

이에 관해서는 ‘제 4 장 – 제 1 절 – 3. 제한된 자원’에서 보다 상세히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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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면, 2010
년 이후에는 정책 대안의 분석과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아예 부처간 공
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합동으로 전통시장의 사회적
기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
로 전통시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당
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두고‘이종교합 정책의 성공적인 예로써전통
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일거양득(一擧兩
得)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시장 상인들은 이런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구체적인 자료는 없
지만 아마도 기존의 상인들은 젊고 활기찬 경쟁자가 신규 사업을 내서,
그것도 정부의 보조를 받아 들어오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가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존 상인들을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이외의 영역에 있는 다
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상 제 4 기에 새롭게 등장한 정책목표들은 전통시장 내부
에 문제가 있다는 의식에서 등장한 목표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시장이
물가안정과 상충관계에 있다거나 지역 공동체 복원에 장애가 된다거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거나 하는 종류의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았
다. 다만 이들은 정치인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사회적 문제들이었고, 그 문제들이 주요한 정책의제로 떠오르고 있던 시
점에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따름이다. 즉, 정
책환경의 특성 상 전통시장 지원정책 전체가 더 큰 가치를 달성하기 위
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여겨지던 상황 속에서 목표-수단의 가설적 인과구
조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아래는 이상에서 살펴본 의사결정들을 포함하여, 제 4 기(2010년
~2013년)의 정책목표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들을 점증적 성격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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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안과 총합적 성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35] 제 4 기(2010년~2013년)의 정책목표결정
유형
시기

내

용

총

점

합

증

09.07

[중소기업청] 중소소매업 유통 및 물류체계의 혁신적 개선

∨

10.01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녹색시장 육성

∨

10.01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복원 도모

∨

10.02

[기획재정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안정

∨

10.10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11.01

[중소기업청] 경쟁력 있는 시장을 2013년 까지 500개 육성

∨

11.01

[중소기업청] 지역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11.07

[기획재정부장관]

“전통시장활성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

∨
∨

11.07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전통시장의 사회적 기업화 추진

∨

11.1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확충

∨

12.02

[유통법개정]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상권간 균형발전

∨

12.03

12.12

13.05

[유통법개정]

제한을

통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

∨

[소상공인법개정] 제2조1항 ①‘전통시장’개념의 확대

∨

② 상권활성화구역 확대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의 협동기업화

추진
[중소기업청]

13.10

대형마트의 입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확산,

중소상공인들의 물류 및 유통체계 개선, 소공인 특화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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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책수단의 선택: 총합적 접근
이 시기의 정책수단은 1기부터 3기까지와는 달리 규제 및 조세감면
정책이 함께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존 사업들의 연장선상에
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재정정책과 규제 및 조세감면정책을 따로 살펴
보기로 한다. 아래 표에서 음영표시 된 부분은 제 4 기에 신설된 제도다.

[표 36] 2010년 이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수단
시기

지원유형

지원내용
▪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2002~

▪ 시장 경영 혁신 지원 사업 (사업시행
주체: 중기청, 지자체, 시장경영진흥원)

지원근거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

2010~

▪ 중소기업및진흥기금內 소상공인진흥
계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사업(2010년
3000억, 2011년 4000억, 2012년 5100억
규모)
▪ 2013년부터는 소상공인계정신설하여
종전 광특회계에 의하던 사업 이관
(2013년 1조 1460억 규모)

‘소기업및소상
공인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제
10조의 7 및 8

2010~

조세감면

▪ 전통시장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11.12.31.~)
▪ 시장정비구역에서의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10.3.31.~)
▪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확대 (11.12.31.~)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 60조 및
제 83조 및 조
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1

규제정책

▪ 중소기업청 지정 전통상점가 인근 지
역의 대규모 점포 개설 제한
(10.11.24.~)
▪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일 규제 (12.1.17.~)

유통산업발전법
제 8조, 제 12
조의 2 및 제
12조의 3

재정정책

20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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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정책

위 4기의 ‘정책환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정치권, 대통령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는
곧 해당 정책집행기관의 권한 강화와 예산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
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그 동안 얼마나 증액되었는
지는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표 37] 전통시장 육성 관련 사업 예산 현황 (2002~2013)
단위: 억원

▪ 합계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02

03

05

07

09

10

11

12

13

252
240
12

841

1268

1905

2036

1966

2211

2218

2263

816
25

1068
200

1618
287

1749
287

1597
369

1800
411

1730
488

1590
673.6

자료: 중소기업청 세입세출예산 및 예산운용개요(2007~2013), 국회예산정책처
(20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시장경제연구원(2007) 토대로 구성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2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전통
시장 육성 관련 재정사업의 규모는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운영되는 사업
만을 포괄한 것이다.100 2010년부터 ‘중소기업진흥기금’내에‘소상공인
진흥계정’이 신설되면서 이 제도의 재원을 통한 사업이 이루어져 왔고,
2013년에는 ‘소상공인계정’이 따로 신설되면서 기금 규모가 크게 증가
한다. 아래는 일반회계뿐 아니라 기금에 의한 사업을 모두 포함한 소상
공인 및 전통시장 사업의 전체 예산규모다.

100

단, 2013년부터 소상공인계정이 신설되면서 예산체계의 개편이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2013년에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모두 일반회계에 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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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소상공인∙전통시장 사업 전체 예산 현황 (2009~2013)
단위: 억원

▪ 합계
일반예산
기금

2009

2010

2011

2012

2013

2523

5624

7127

8736

13057

2523

2624

2877

3571

1591

-

3000

4250

5165

11466

자료: 중소기업청 세입세출예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개요(2009~2013) 토대로
구성
주: 위 자료의 금액은 전통시장육성관련 사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지원사업의 예
산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모두의 측면에서 양자는
잘 구분되지 않는 패턴을 보인다.

이처럼 예산이 증가하면 정책결정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유인
이 생기고, 이전에 수행하던 사업도 더 전달체계를 체계화하고 행정 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정책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하에서는 신규재정사업들과 기존재정
사업들의 확대 ∙ 재편 패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중소기업청은 이 시기에 획기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신규로 출
범시켰다. 그 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샵 사업 및 나들가게

정책 (영세한 소매점포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시설 현대화, 정보화 시스템 구축, 공동
구매, 상품 진열∙배치 등 마케팅 기법 지원),
업노하우, 성공사례 등 정보제공),

Yes-TV (소상공인 전용방송을 통한 창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통한 업종전환 지원∙

취업지원 ∙ 실업급여 지급 ∙ 사회보험료지원 (2010년에는 중소기업진흥기금
내에 설치, 2013년부터는 소상공인 진흥계정),

택배 등 물류 시스템 지원(건물 ∙

차량 등 택배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대상시장으로 선정 시 택배시
스템운영비도 지원),

ICT 활용한 정보제공 및 경영혁신 촉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마케팅 지원, IT 솔루션 개발 ∙ 보급),

업종별 특성

화 지원 (수제화 브랜드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전통공예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
생산제품의 판로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시장박람회 개최),

1기관 1시장 자매결

연 협약 추진 및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도 (공공기관과 전통시장의 “1기관
1시장 자매결연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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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실시 권유)

101

, 공공기관 조달계약 제한(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업체와 제한적 경쟁입찰을
실시하게끔 규정),
개발)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 (CI 개발, 통일 간판, 매대 표준 디자인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전통시장이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정책의제가 설정되었다.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통한 업종전환 지원∙ 취업
지원 ∙ 실업급여 지급, Yes-TV 사업 등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기준으로 이를 해결하는 정책방안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점증적
접근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의 사업들 중 거의 대부분은 대형마트나 할
인점의 경영방식을 전통시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에 해당한다. 즉,
전통시장을 혁신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기존에 전통시장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마케팅 기법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스마트샵, 나들가게,
택배 등 물류시스템 지원,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사업, ICT 활용한 정보
제공 및 경영혁신, 업종별 특성화 지원, 공공기관 조달계약 제한, 1시장
1기관 자매결연 협약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책결정자들은 이런 정
책수단을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지, 자원이 갖추
어져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탐색하기보다는 대형마트와 할인점에 있는데,
전통시장에는 없는 것을 찾아서 메우고자 하는 사고패턴을 보인다.

또

한 매출액 증진을 목표로 공공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탐
색해 적용하고자 하는 종합적 ∙ 포괄적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도 총
합적이다. 이러한 분석 및 사고패턴은 아래 중소기업청의 중소소매업 유
통체계 혁신방안의 구상도에 잘 드러나 있다.

101

KT의 경우 전통시장에 Wi-fi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전통시장
쇼핑 어플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전통시장 내 LED를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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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구상도

자료: 중소기업청(2009.10),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 토대로 정리

둘째, 기존 재정사업들의 확대 ∙ 개편 양상이다. 이미 이전까지 시
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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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기준으로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사업의 수혜를 받은 시장은
전체 전통시장의 70%에 달했으며(시장경영진흥원, 2010a), 상당수의 전
통시장에 기본적인 화장실, 주차장, 아케이드 등이 생겼고,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책수요도 줄어들었다(중소기업청, 2009.1).
그러나 기존 사업들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통시장
매출액의 감소세가 2000년대 중반부터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영세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못했
다. 또한 정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생존 가능
성이 없는 시장에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업들이 운영되다 보니 일부 시장이 다
수의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은 기존 추진 실
적이 부족하여 지원대상선정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복지원의 문
제도 제기되었다.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지원대상시장을 선정할 때
미래 경쟁력 요소를 평가하여 일정 등급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경영현대화사업의 성과를 판단하여 다음 번
사업대상시장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기존에 지원 받지 못한
시장들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른바 지원의 ‘빈익빈 부
익부’현상을 완화하고자 했다(중소기업청, 2011.1.b). 이상의 시도들은
모두 효율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게 하고, 정부지원의 형평성을 향
상시키고자 하는 시도로써 점증적 유형의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반면 기존 사업들을 확대 ∙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진행방식
을 크게 바꾸거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목적으로 강제성
을 부분적으로 띤 조치들을 도입하는 총합적 정책접근이 나타나기도 했
다. 그 예로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정책을 들 수 있다.
원래 전통시장상품권은 개별 시장단위 및 각 시· 도별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전국 단위로 통일하여 2010년부터 ‘온누리상품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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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으나 수요가 높지 않았다. 이에 공공기
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사원 복지비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게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였으며, 상품권의 현금거래를
차단하여 정부의 상품권 발행 규모만큼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늘어나게끔
유도했다. 즉, 민간에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시장 상인
들이나 고객들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상거래 관
습이나 사람들의 소비패턴을 바꾸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활용하던 공동마케팅의 경우, 정부의 녹색성장 기
조에 부응하여 ‘녹색마케팅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했고(2011), 전통시장
리포터단 ∙ 대학생 전통시장 마케터 등을 지원하였으며(2010), 상인 조
직화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사회적 기업화(2010) ∙ 상인회의 협동조합
화(2013) 등이 추진되었다. 이상의 사업들의 공통점은 해당 시기의 ‘정
책트렌드’에 맞게 정책수단을 새로이 모색하고 개편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기존의 정책이나 정부 사업이 의도하지 않았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기존의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이 적극적
으로 모색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모색된
정책들의 대부분은 당시 시행하고 있던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거나,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당시 정치적으로 이
슈가 되던 아이디어나, 다른 유통업체들의 강점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서 입안되었다.

(2) 규제정책과 조세정책

2010년을 전후하여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규제정책과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조세감면정책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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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조세감면이나 규제정책은 재정사업과는 달리 입법화되는 즉시 그 자

체로 효력을 발휘한다. 재정사업처럼 따로 신청을 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수
혜자가 되며, 정책의 효과도 상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모두
미친다. 조세정책의 경우 자동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상인
들이 조세감면혜택을 보게 되고 대형마트 ∙ 편의점 등 다른 소매업 사업
자 및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다. 규제정책도 마찬
가지로 대형마트 및 SSM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규
제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조세감면이나 규제정책
은 문제가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의
신설과 개혁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서 기본적으로 비점증적인(non-incremental) 접근방식에 가깝다.
또한 조세감면이나 규제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혜자
집단이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적
지지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종의 법적 차별 – 규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이나 규제가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03

따라서 의제 설정 자체가 하향적이고, 합리-연역적인 접근방식에 의거한
정책수단의 탐색과 비교가 이루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정책의 세부사항을 살펴보자면, 우선 조세감면제
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에서의 제품 생
102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전통시장의 카드 수수료도 인하되었는데, 이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조세 감면의 효과가 있었다.
103

물론 사안의 성격상 일반 국민들이나 대형마트 사업자, 카드사 등 규제와
조세감면으로 인한 비용부담자들이 반대의견을 표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규제 및 조세감면으로 인한 비용이 매우 작게
분산되므로 이익의 조직화가 쉽지 않고, 대형사업자와 카드사 등은 여론의
비난을 받거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두려워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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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공, 수주, 판매, 보완, 운송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
득세를 경감하는 제도와 동 법 83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서의 시장정
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56조). 또한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는 전통시장 고객에 대한 신
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다. 이들 제도로 발생하는 변화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며, 정책결과의 불확실성이 낮다는 점에서 점증적 정책의
사결정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정책 결과와는 별개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제 설정 자체가 하향적이고 법제도의 변화를
통한 국민 전체의 행위패턴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합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규제정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 의무휴업일 지정 ∙ 입지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규제
정책은 처음에는 사업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업조정
제도가 충분한 전통시장 보호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부터 제기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와 같은 새로운 가치들
이 등장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의 상생문제가 정책 의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에 2010년 2월 유통시장 발전법을 개정하여, SSM 및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달 1~2일 이내의 공휴일
로 휴무일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경
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업시간과 입지규제는 각각
몇 차례에 걸쳐 강화된다. 유통법 개정(2011.6.10)으로 전통시장에서 반
경 1km이내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3년 1월에는 SSM 및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월 2회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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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안자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대기업(SSM 및 대형
마트)과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상인)이 균형적으로 성장하
고, 소매시장의 편중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물론 대
형마트 등의 다른 소매사업자가 없었다면 전통시장이 지금과 같이 침체
되지 않았을 것이기에,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이 전통시장 침체의 원인
일 수는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전통시장
침체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일종의 가설이다.104 그리고 이하에
서 살펴보겠으나, 이 가설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시장 활성화 및 대형마트의 성장세 억제라는 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
에 휩싸이면서까지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규제책을 도입한 것은 이
시기의 정책수단 결정이 매우 총합적인 양상을 띠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또한 구체적인 문제 발생 사례를 토대로 이를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한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통해
모든 국민들의 의사결정과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점증적인 정책변화에 해당한다.
아래는 제 4 기(2010년~2013년)의 정책수단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들을 점증적 성격에 해당하는 사안과 총합적 성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40] 제 4 기(2010년~2013년)의 정책수단결정
유형
시기

내

용

10.01

[금융위원회]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를 대형마트와 백화점
수준으로 인하

10.01

[전통시장법개정] 제19조:‘상권활성화제도’의 전면적 확대

104

총
합
∨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A-> B라 하여 ~A-> ~B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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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증

∨

10.01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발행규모 500억원)

∨

10.01

[유통산업법개정] 제12조의2 (신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시행

∨

10.01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상인교육연수
지원규모
확대
(종전35억원->40억원)/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규모 확대 (종전
15억원->40억원)

10.01

[중소기업청-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 문화관광부의 ‘문전성시’ 시업 통합추진

10.03

[중소기업청] 사업재기 특례보증(1천억원규모) 실시

∨

10.11

[유통산업법개정]
제8조제2항
및3항/제13조의3(신설):
전통시장주변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수 있게 함

∨

10.12

[행정안전부연금복지과]
상품권으로 지급

∨

11.01

[중소기업청]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가점부여

∨

11.06

[유통산업법개정]
제13조의3:
기존에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 범위를 1키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

∨

11.06

[전통시장법개정]제40조:다른법률의허가등의의제확대105

11.06

[전통시장법개정]제56조: 국세및지방세감면에 대한 특례적용
대상확대 (취득세∙재산세감면 → 취득세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등록세)

∨

11.06

[유통산업법개정]
전통상업보존구역확대(500->1,000미터),
일몰연장 (3년->5년)

∨

12.04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대표가격 공시제’ 시행, 전통시장
안내도우미제 도입, 전통시장 스마트폰 어플 도입, 전통시장
내 Wi-fi zone 구축 지원

∨

12.12

[전통시장법개정]제20조3항: 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 가능 조항 도입

공무원

105

복지비

일부를

시장

전통시장

∨

∨

∨

∨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등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즉, 전통시장지원의 용이화를 위해
부처간 권한을 부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현재 사업 진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인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증적
정책수단결정패턴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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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유통산업법개정] 제7조의5, 제8조의1 (신설):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역협력
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13.01

[유통산업법 개정] 제 12조의2제2항(개정):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오전 0시~오전 8시 에서 오전
0시~오전10시로 연장 / 제 12조의 제 1항 :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가 되는 점포의 범위 축소 / 대형마트의무휴업일의
범위를 매월 2일로 상향조정

13.01

[유통산업법 개정] 제 12조의2제3항 (개정):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게 함

∨

13.01

[유통산업법] 대규모 점포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

∨

13.0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신설106,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

13.02

[전통시장법개정]제74조(과태료) 전통시장상품권매매에 관한
과태료300%인상 (500만원이하->2000만원이하)

∨

13.05

[소상공인법개정] 제8조의4 신설 공공기관은
우선적 조달계약체결 ∙ 제한경쟁입찰실시

∨

13.10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창조형소상공인’에 500억원
정책자금 지원(융자사업), 소상공인 폐업 후 생계보전책,
골목수퍼 로컬푸드 운영시스템 구축, 나들가게와 온라인 주문
배송 시스템 도입, ICT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설

13.10

[중소기업청] 우수사례 확산, 전통시장 정부 비축물 공급
확대, 소공인 협동조합에 공동생산 마케팅 브랜드 개발 지원,
수 ∙ 위탁거래 실태조사 실시

소상공인과

∨

∨

∨

∨

2. 정책성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 4 기(2010년 ~ 2013년)에는 유사 이
래 전통시장이 가장 정치적∙ 정책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은 시기였다.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전후하여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등의 새로운 가
106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소상공인 협업사업 추진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사업” 이다(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협업화사업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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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정치권에서 대두되면서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경제력 집중 완화 ∙
경제민주화 ∙ 상생발전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적 성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의 횡포 억제 및 평등한 부의 분배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신설되고 강화되
는 가운데 대형마트나 SSM등을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지원하고자 하
는 새로운 정책수단도 모색되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의 입지
를 규제하거나 영업시간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조치가 시행되었고, 공
공기관의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대기업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게끔 유도하기도 했다.
즉, 정책목표 및 수단이 모두 큰 폭의 변화를 추구하며 종합적이고 포괄
적인 정책접근을 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높고 이상적이며 근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도하는 한편 예산과 인력도 크게 증대되었다면, 정책 성과가
높게 나타나리라고 기대할 법 하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액 감소율은 이전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커
졌으며, 전통시장의 ‘ 시장 ’ 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였고, 소비자들의
불편도 심화되었다. 또한 정책 의존성이 증대되어 적응적 효율성이 저하
되었으며,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대형마트 피고용인, 대형마트와 거래하
는 중소도매업자, 농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등 정책오차도 크
게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이 시기의 정책이 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효과
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②

지원정책들간

정책조화(policy

coordination)가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정책오차수정(error correcting)
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지, ③ 해당 정책이 협력과 혁신의 유인을 제공
하는 적응적 효율성(adaptive efficiency)을 지닌 제도인지를 기준으로
상인 ∙ 소비자 ∙ 정책결정자 각각의 관점에서 정책성패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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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인 관점
“빛 좋은 개살구”

역사상 유례없이 전통시장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매년 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막상 정책 대상자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소
리만 요란할 뿐, 실제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
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연매출은 이전과 다름없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
고 있고, 시장 매출액보다도 점포당 매출액의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며,
종사자당 일 평균 매출액의 감소세는 더더욱 뚜렷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표 41] 전통시장 매출액 변화 (2006년~2010년)
증감률

구분

2006

2008

2010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5,787.3

5,358.0

4,980.3

-7.0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

48.3

46.4

41.6

-10.3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

30.9

28.1

25.4

-9.6

(08대비10)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0a),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25

[표 42] 전통시장 매출액 변화 (2008 년~2012 년)
구분

2008

2010

2012

증감률
(08대비10)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5,358.0

4,980.3

4.502.4

-9.6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

46.4

41.6

33.5

-19.5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

28.1

25.4

19.3

-24.0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2a),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83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006년 이후 감소세가 조금 둔화되는가
싶더니, 2010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세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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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소매시장의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꾸준히
일어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시금 매출액 감소세가 심화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80년대부터 대략 30~40여년간 할
인마트나 백화점 수가 늘어나고, 전통시장 수는 줄어들어온 상황에서 이
미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추세로 돌아섰다면 이
추세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외부적인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통시장에 대한 재정지원과 규제정책, 조세지원
을 통해 그야말로 다각도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의 악
화세가 더 심해진다는 것은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시장당 매출액 감소율보다 점포당 매출액 감소율이 더 크고,
종사자당 매출액 감소율이 더 크다는 사실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경영여
건이 매우 크게 악화되었다는 의미다. 즉, 시장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자기 점포 상황은 더 나쁘다는 것이다. 제 3 기(2006년~2009년)과 비교
해 볼 때 이러한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08년 대비 2010년 점포당, 종사
자당 매출액 감소율은 각각 10% 전후였으나, 2년밖에 지나지 않은 2010
년 대비 2012년 점포당 ∙ 종사자당 매출액 감소율은 각각 19%와 24%에
달한다. 아무리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
도 정작 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입 감소세가 지난 2년간 2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90년대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세를 쭉 살
펴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책에 불
만을 가지는 것은 매우 당연할 것이다.

이처럼 전통시장 매출액, 특히 점포당 매출액과 종사자당 매출액은 감
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나, 놀랍게도 2007년 이후 전통시장의 고객수는 늘
어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시장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통시장의 소비공간으로서의 성
격이 다소 퇴색되고, 지역 주민들이 문화행사나 각종 이벤트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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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거나, 관광객들이 들르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의미다.
[표 43] 전통시장 고객수 변화 (2006년~2010년)
증감률

구분

2006

2008

2010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

2,587.2

2,485.7

2,684.1

8.0

점포당 일평균 고객수

21.6

21.5

22.4

4.2

종사자당 일평균 고객수

13.8

13.0

13.7

5.4

(08대비10)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0a),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26

[표 44] 전통시장 고객수 변화 (2008년~2012년)
증감률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

2,485.7

2,684.1

2,824.4

5.2

점포당 일평균 고객수

21.5

22.4

21.0

-6.2

종사자당 일평균 고객수

13.0

13.7

12.1

-11.7

(10대비12)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2a),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84

전통시장이 관광이나 문화공간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나쁜 것
은 아니다. 사람들이 유입되면 활기가 생기고, 그 속에서 전통시장이 새
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행위가 점차 사라지고, 사람들만 많이 와서 구경하고 가는 장소가
되면서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전
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전혀 달가운 일이 아니
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자기 점포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사람들이 와서 물건만 구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가속
화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빛 좋은 개
살구’와 같다고 느끼게 된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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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시설 수준을 높여 사람들이 많이 찾게 만들고, 볼거리를 늘
려서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정책 대상자인 상인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나, 조세감면 정책 등도 상인들에게는 그다지 피
부로 와닿는 효과가 느껴지지 않았다. 107 서울 응암동 대림시장 박만규
상인회 총무는 “걸어서 15분 거리인 이마트가 매월 두 차례씩 일요 휴
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찾는 손님이 특별히 늘어나진 않았다”
고 말했다.108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공식적 결과발표는 없었으나, 대형마
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엇갈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 소매점 매출 감소분(월 2441억원) + 협력업체 납품 감소분
(월 1942억)에 비해 재래시장 및 소형 마켓 매출은 월 474억~525억원 증
가하는 데 그친다고 조사되었다.109 한편 한편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액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서울과 수
도권 지역 소비자 패널 687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월 (2011년 5~6월)
대비 2012년 5~6월의 월 평균 구입액은 5만 4726원에서 6만 3700원으로
상승하였고, 대형마트에서의 월 평균 구입액은 10만 834원에서 8만 2600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10 111

107

매일경제, 2013년 4월 14일자

108

한국경제, 2013년 4월 21일자

109

정진욱 ∙ 최윤정(2013),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

110

서울신문, 2013년 5월 13일자. 원자료: 주하연(2013), 주하연 대형마트
규제에 의한 소비자 구매행동 변화,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회’
111

이상의 두 상충되는 연구결과는, 전자의 경우 대기업 및 전통시장 등
유통산업 내에서의 ‘공급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후자의 경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상집단 표본이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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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와 같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할 만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반해 규제로 인한 비용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소비자들의 평가’ 및 ‘정책담당자의 시각 및 평
가’에서 구체적으로 논한다.

2) 소비자 관점
“이제까지 지속해 온 재정사업에는 만족하나 규제로 인한 비용 커”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요구(needs)는 10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다르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로, 기본적으로 편리해야 하고, 둘째로,
상품이 다양하고 질에 비에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점이다. 쇼핑 환경
의 편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의 편리성과 상인들의
서비스 부분이다.
편리성에 관한 부분은 2002년 이래로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전통시
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아케이드, 주차장, 냉난방시설, 화장실 등이
현대식으로 개선되거나 신규로 설치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시장
고객들의 이탈을 상당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경영현
대화사업, 특히 상인대학 등을 통해 상인들의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
되었다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품의 다양성 측
면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시장경영진흥원 2010c; ibid,
2011; ibid, 2012c).
전통시장 지속 이용 의향 및 타인 추천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전통시장 지속 이용이 있으며, 타인에 추천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응답
자가 총 고객의 90%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2008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

외에 ‘소형 슈퍼마켓’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의 다른 소매업종을 통한 구입액
등에 대한 변수가 통제되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가 다소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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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 성과평가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온 것이다.112 반면 이용 의향이 없
다고 답한 소비자 8.4%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장 이용 및 추천 의향
이 없는 이유에 대해, 2010년 이전까지의 설문조사에서는 상품이 다양하
지 않음을 가장 압도적인 비율로 꼽았으나,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각각
의 답변 항목이 거의 평준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45] 전통시장 재방문의향이 없는 이유 (2012)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2c),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p.119

이는 딱히 어떤 한 가지에 불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010년의
조사결과(표32) 및 2011년의 조사결과에 비해 상품의 다양성에 대한 불
만족 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기타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
러나 주차장, 시설 및 상인들의 친절도 등은 다른 여러 지표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차
장이 이전보다 더 불편해지거나, 상인들이 더 불친절해져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품 다양성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
을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금까지 쭉

112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시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이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조금씩 더 나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족도’ 그 자체가 지난 해 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만족도가 ‘투입변수’의 단순한 종속적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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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져 온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의 성과가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재정정책 이외의 측면, 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
해 대형마트와 대형 소매점의 영업시간 및 입지를 규제한 정책은 소비자
들의 불편을 크게 가중시켰다. 20대 이상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한 설
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가까운 전통
시장을 찾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9.6%에 불과했다. 대신 ‘휴업 전날
인 토요일에 대형마트에 간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다.113 또한
대형마트 규제 이후 증가하던 소매업 전체의 매출액 증가세가 연 2조
700억원이 줄었고, 규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액을 추산하면 매달
32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정진욱 ∙ 최윤정, ‘대형소
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즉, 대형마트 규제로 연 소비가 줄
어드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아직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규
제로 인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추산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어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이에 대한 대형
마트의 헌법소원, 그리고 다시 수정된 재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에 혼란을 겪으며 불편을 겪어왔다. 따라서 규제정
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리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3) 정책담당자 관점
“적응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제도와 오차 수정 실패의 지속

(1) 재정정책
정책담당자들은 사실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전통시장
에 대한 재정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왔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전

113

한국경제, 2013년 4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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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장활성화사업과 별개로 계속 진행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대책을 시행했
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인데다(아래
표), 점포당 매출액과 종사자당 매출액의 감소세는 눈에 띄게 더 심화되
고 있기 때문이다.

[표 46] 전통시장 연도별 매출액 감소추이(2003~2012)
단위: 조원, 개
구분

03

05

06

07

08

09

10

11

12

매출액

36.0

32.7

29.8

26.7

25.9

24.7

24.0

21.0

20.1

시장수

1695

1660

1610

1610

1550

1550

1517

1513

1502

매출액
증감률

-9%

-9%

-10%

-3%

-5%

-3%

-10%

-11%

-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
시장경영진흥센터(2007.3), 2006년도 기준 재래시장 실태조사보고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전통시장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부의 개입 자체가 잘못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둘째, 정부의 개
입이 불충분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대개 규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후자로 보는 경향성이 있다. 이미 자신들이 개입한 영역에서 손
을 떼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 인간과 조직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꾸기를 원했던 개입 이전의 상태보다 개입 이후의 상태가 더 불만스럽
게 보인다면, 정부 개입의 폭과 깊이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된다.
A.Wildavsky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이 정책의 원인이 되는 현상
(policy as its own cause)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중소기업청의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전통시장 활성
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등에서는 전통시장 지원정책과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의 매출액 감소율이 둔화되었고, 전통시장 고
객수 증가라는 성과를 이끌어내었으며,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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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 간에는 고객만족도 및 상인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분석하고 있다(시장경영진흥원, 2010c; ibid, 2011; ibid,
2012c)
그러나 이상의 이러한 성과들은 전통시장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반짝 효과에 가깝고, 오히려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훼손시키고 시장
의 건전한 구조조정을 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부터 2006년까
지의 전통시장 매출액 자료를 보자.

[표 47] 전통시장 매출액 변화 (2004~2006)
2005

2006

2004
증감률

증감률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6,352.0

5,801.4

-8.7

4,236.4

-24.6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

51.2

47.0

-8.2

35.8

-21.9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

30.3

27.9

-7.9

23.6

-14.0

자료: 시장경영진흥센터(2007), 2006년도 기준 재래시장 실태조사보고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보다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이
눈에 띄게 적다. 이는 시장 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 전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시장보다는 전
통시장 상인들 개인들이 느끼는 침체의 정도가 약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당 일평균 매출
액과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의 감소율이 비슷해지고(2010년 대비 2012
년), 2010년 대비 2012년에는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은 -9.6%인데
비해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의 감소율은 -24%이다. 즉, 그 어느 때보다
유 ∙ 무형의 재정지원과, 규제정책을 통한 지원, 조세감면 등을 통해 전
통시장에 가장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의
실제적인 주머니사정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아이러
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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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보다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
감소율이 2배 이상 큰 현재 상황은 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으로 시장 전체의 매출액을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라지면, 오히려 지원이 없던 것 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장기간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의해 상인들은 점점 더 정책
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고, 자구노력이 쇠퇴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이다.114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정책 의존성이 증대
되고 있음을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경영현대화사업 만족도와 향후 자비 사업추진의지 (2010)
5점 평균 3.62점
64.6%

50.8%

15.4%
20.0%
13.8%

13.8%
1.5%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향후 자비 사업 추진 의지>

<경영 현대화 사업 만족도>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0c),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114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개입 범위가 넓어질수록 ‘정부가 책임질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 이 넓어진다는 데 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유통시장의
상생을 유도하는 일이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영역에 손을 대면 댈수록, 그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모두 정책 문제인
것처럼 인지되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확대되고 시장의 자율적인 영역은 점차 더 잠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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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영현대화사업 만족도와 향후 자비 사업추진의지 (2012)

<향후 자비 사업 추진 의지>

<경영 현대화 사업 만족도>

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2c),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경영현대화사업은 대개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상인들의 자부담
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비용 중 상인이 10%만을 부담한다.

115

따라서 시

장 상인들은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가 조직되
어 있는 모든 시장들이 지원을 신청한다. 2010년에 경영현대화사업에 대
한 상인들의 만족 비율은 58.5%였고, 추후 자비로 경영현대화사업을 추
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64.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2
년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만족도는 75.4%로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경영현대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질문에는 52.3%만
이 그렇다고 답했다. 즉,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
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거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이끌
어내려는 노력을 할 유인이 감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없

115

경영현대화사업은 2012년 기준으로 ①공동마케팅(공동 쿠폰 발행, 세일
경품행사 등), ②이벤트 및 시장투어 ③특가판매(공동구매 판매행사 홍보판촉비
지원) ④ 우수시장상품전시회 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⑥ 전통시장
브랜드 상품 개발 ⑦ 시장정보지 ⑧ 상인 교육 • 연수 ⑨ 시장 자문 점포 지도
⑩ 퇴직 점포 활용 상인 조직 육성 ⑪ 주차도우미지원 ⑫녹색 시장 육성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①공동마케팅 (10%), ③ 특가판매 (10%) ④
우수시장상품전시회 (30%), ⑩ 퇴직 점포 활용 상인 조직 육성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인자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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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시장 상인들이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의 자구
노력을 훼손하지 않게끔 세밀한 고려를 기울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은 정부의 개입이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 방향이 잘
못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이는 정부 지원이 전통시장의 자구노력을
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응적으로 비효율적인(adaptive inefficient)
제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잘못된 정부의 지원방향이 지속적인 정책오차
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 수정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데 있
다. 이는 정책이 일단 형성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되려
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규제정책과 조세정책

그렇다면 규제정책 및 조세정책의 성패는 어떠하였는가? 사실 규제
정책과 조세정책의 경우, 눈에 보이는 예산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입법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수단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력이 필요해지고,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편, 조세 감면은 사실상의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것이어
서 결코 부담이 적다고는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의도하는 성과, 즉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냈는지는 상당
히 불투명한 양상을 보였다. 아래 기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
와 전통시장의 매출액 증감률 격차는 규제 이후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
이다. 게다가 ‘1) 상인 관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점포별
매출액 감소율은 규제 이전 시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인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의 매출액보다 자기 점포의 매출액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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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도하는 성과와는 매우 거리가 먼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인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오히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전통시장 다섯 곳을 합
쳐야 대형마트 한 곳에 겨우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
원(새누리당·경남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통시장의 매출은 20조1000억원으로 2011년 21조원에 비해 9000억원
(4.3%) 감소했다. 이에 반해 전체 대형마트의 매출은 2011년 3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4조4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23.7%) 늘었다. 이로써 대형마트의 매출
은 전통시장 매출의 2배를 넘어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영업시간 제
한, 의무휴업 시행 등을 지난해 초부터 도입했지만 소비자들의 행동에는 큰 영
향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116

게다가 규제로 인한 대형마트와 관련된 거래처, 도매업자, 농어민,
피고용인등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
형마트들이 월 2회 쉬면서 2013년의 농산물 발주량은 2011년보다 15~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로 대형마
트 3사가 일자리를 7000여개 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아래 기사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영세 상인들이 나서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철
폐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로 인
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행정비용도 증
대되었다.

116

한국경제, 2013년 10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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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악법 철폐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
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이하 생투위)
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
업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
다. "유통법 개정으로 재래시장은 활성화
하지 못하고 납품 농어민과 중소기업만
죽어가고 있다"며 "납품 농어민, 중소기
업, 영세임대 상인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
무휴무에 따라 농어민은 소극적 발주와 판매 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약 1조
7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중소납품 협력업체 또한 판매 기회가 줄어들어 약 3
조1000억원의 피해를, 영세임대 소상인은 약 6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
다. 결국 이들의 연간 피해 규모만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온 셈이다.117

요컨대 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책의 경우, 의도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이 크
게 나타나고, 정책비용이 온 국민에게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규모
의 정책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오차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커졌다.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이나 입지와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
고, 정책 대상자인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복하며 소송을 제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진퇴양난이다. 이제 와서 유통법을 다시 원래대로
고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전통시장의 반발에
직면하거나, 혹은 친서민이라는 정책기조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
난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대형마트 규제를 지속하면 대형마트와 대형마
트 협력업체 등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

117

매일경제, 2013년 5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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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패를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이 한번 제도화
되면 실패한 정책이든 그렇지 않은 정책이든 간에 제도화되어 생존하려
는 속성을 가지게 되고, 이해관계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정책 결정에
따르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김영평, 1991). 이처럼 총합적인 정책
접근은 정책오차를 키울 뿐 아니라, 그 정책오차를 수정하기도 어렵게
한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전형적인 ‘ 고객정치 ’ 의 상황이어서 정책을
변경할 때 현재 이득을 보고 있는 고객집단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
용하는 정책분야에 해당한다는 점도 정책오차를 수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118

이 정책에서 고객집단은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들이

며, 정책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다. 따라서 전통시장 현
대화 사업의 대상이 된 전통시장이 전국 재래시장의 80%에 육박하는 상
황에서, 정책을 변경하거나 축소 ∙ 폐지하는 것에 상인집단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근거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까지만 존재

118

James Q. Wilson은 감지된 편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의 네 가지 정치적
상황을 구분한다.
감지된 편익

감지된
비용

넓게 분산

좁게 집중

넓게 분산

대중적 정치

고객 정치

좁게 집중

기업가적 정치

이익집단 정치

감지된 비용은 넓게 분산되어 있고, 감지된 편익은 좁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고객정치 상황이라 한다.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혜집단은 잘 조직되어있고 정치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다. 반면
상대편은 규제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어 잘 조직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세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정책과정 전반에서 고객집단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최병선,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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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시법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인 지원으로 끝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제 5 절 소 결
각 기의 정책목표결정패턴과 정책수단 결정패턴을 중심으로 각 시기
의 정책결정 패턴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 기(1987년 ~ 2001년)에는 유통시장 개방이라는 외부적 환
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유통시장 선진화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거대한 내용의 정책목표가 수립되었다.
반면 정책수단은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규제 완화와 시설 현
대화를 위한 자금지원 ’에 집중하였다. 정책 문제에 대한 의제 설정이
처음 이루어진 시점이었고, 관련된 조직과 예산이 많지 않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기존의 법적 제한을 풀어주는 선을 크게 넘지 못했
다.
제 2 기(2002년~2005년)에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관한 특별법과 전
담기구가 생기면서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본격화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법과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거법의 취지 ∙ 조직의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책
목표가 결정되었다. 반면 조직이 처음 생겨 정책에 대한 노하우는 부족
했지만, 예산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기존에 활용하지 않던 새로
운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해보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제 3 기(2006년~2009년)에는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부응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결정 및 집행 권한이 강화되었고, 정부
업무평가법의 제정과 함께 정책 평가가 강화되면서 정책목표 결정과 정
책수단 결정이 모두 점증적 패턴을 보인 시기였다. 현장에서의 상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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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를 반영하여 정책목표와 수단이 동시에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성
과가 없는 정책은 점차적으로 축소한 반면 반응이 좋은 정책은 점차 확
대해 나갔다.
제 4 기(2010년 ~ 2014년)에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전후하여 경
제민주화, 동반성장 등의 새로운 가치가 정치권에서 급부상하면서 그 어
느 때보다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경제민
주화를 위한 하위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총합적 정책목표 결정 패턴을 보
였다. 또한 대기업의 횡포 억제 및 평등한 부의 분배에 대한 요구가 대
두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신설되고 강화되는 가운데 전통
시장 지원정책의 정책수단도 총합적인 성격으로 선회하였다.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의 입지를 규제하거나 영업시간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조
치가 시행되었고, 기존의 재정정책 또한 예산과 사업수가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큰 폭의 정책 변화를 보였다.
[표 48] 시기별 정책결정패턴 분류
목표

점증적

총합적

점증적

제 3 기

제 1 기

총합적

제 2 기

제 4 기

수단

각 기의 정책성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기(1987년~2001년)에는 정책목표는 매우 거창하였지만 현장의
정책은 현실적 필요에 이끌려 가는 양상을 보여 정책 대상자인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다만 정책이 정책 대상자인 상
인들의 자구노력을 해하지는 않아 적응적 효율성(adaptive efficiency)
이 높았으며, 점증적인 정책접근의 결과 정책오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
았다.
제 2 기(2002년~2005년)에는 정책대상자인 상인과 소비자들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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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에 비해 정책목표가 뚜렷해지고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된 것은 높
이 평가하면서도, 상인과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정책수요를 반영하지 못
하였다는 점에서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였다. 정
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정책오차 극복을 위해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
나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제 3 기(2006년~2010년)에는‘제 2 기’에 성과가 있었던 정책은 지
속하고, 성과가 미미했거나 부작용이 나타난 정책은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갔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 내 상인조직과
연계도 강화되면서 집행조직이 효율화되었다. 그 결과 정책오차의 지속
적인 수정이 이루어졌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혁신의 기운이 높
아졌으며, 문제해결능력도 진작되었다.
제 4 기(2010년 ~ 2014년)에는 정책목표도 과감하게 설정되고 다양
한 정책수단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
움을 주지 못하였다. 전통시장의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여 매
출액 감소율은 급격히 커졌으며, 정책 대상자들의 정책 의존성이 증대되
어 적응적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및 입지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심했고, 대형마트는 물론이거니와 대형
마트 피고용인 ∙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도매업자 ∙ 농어민 등이 직접
적인 피해자가 되는 등 정책오차도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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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시기별 정책 성패
상 인

소비자

정책담당자

종합

정책 시도 미미
1기

정책성과 低

정책성과 中

적응적 효율성 高

中

정책오차 中
지속적인 정책실험
2기

정책성과 中

정책성과 中

적응적 효율성 中

中

정책오차 大
분권과 평가의 환류
3기

정책성과 高

정책성과 高

지속적인 정책오차수정

高

적응적 효율성 高
적응적 효율성 低
4기

정책성과 低

정책성과 低

정책오차 大/ 오차수정 難
적응적 효율성 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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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

제 4 장 정책의사결정과 정책성패의 상관성
: 두 유형의 비교분석

본 장은 앞 장의 정책 결정의 두 유형과 정책성패의 관계에 관한 이
론적 논의를 앞장의 사례분석에 기초하여 제 3 장과는 다른 차원에서 재
정리하면서 해당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 장에서
는 각 시기의 정책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고 각 시기의 정책성패는 어떠
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시기를 기준으로 정책의사결정유형과 정책성
패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왜 점증적 접근이 정책
성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고, 총합적 접근이 정책 실패로 연결되
는 경우가 더 많은지를 ‘제한된 정보와 자원의 문제’, 그리고 ‘실패
로부터의 학습과 적응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제한된 정보와 자원의 문제
인간의 모든 선택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금전적인 제약, 시간, 능력, 정보
등의 한계에 맞닥트린다. 정책의사결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뛰어
난 정책의사결정자라 할지라도 제한된 인지능력과 정보처리능력만을 갖
고 있으며 언제나 제한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 존재하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각종 유 ∙
무형의 자원 제약상황에서 정책의사결정자의 합리적인 접근방식은 총합
적인 정책분석이 아니라 점증적 정책분석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제한된 인지능력
- 199 -

총합적 접근방식에서 정책목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 무엇으로
주어져 있고, 정책수단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채택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정책형성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믿었던 것이 막상 정책집행 이후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는다. 그
결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책에 의해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또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생겨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 3 장 제 4 절에서 본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대형마트 사업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할 권리가 줄어든다. 전 국민의 재산권 가치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의사결정은 막대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재산을
활용하거나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제한하게 되면,
개인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은 대폭적으로 바뀌게 된다.

119

이런 대폭적인 행동유인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규제의 형성과정을
보면 가치와 관련된 이상적 사회상에 기반하여 정책목표가 결정되고, 그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연역적인 정책 분석의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형마트 규제정책은 정치권이 앞장서서
규제 강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경제민주화 입법안의 대표적인 예다.
동반성장과

경제정의라는

가치기준(value)를

소매시장의

불균형적

정책문제로

틀짓기(framing)한

119

규제에 관한 재산권
이민창(2006) 참고.

성장이

이론의

이루어지고
결과

있다는

대형마트

시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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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검토는

상정하고,

사실(fact)을

영업시간

규제가

최병선(2006b)

및

추진되었던 것이다. 즉,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익집단들의 다툼 속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사회문제를
공략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민주화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와 목표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 수단들은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혁신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전통시장을

꼭

살리겠다고

선거

유세에서도 공언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2010년 이후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총합적 결정모형은 첫째,

정책결정자는

정책수단과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둘째, 정책수단과 목표의
인과관계 고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가정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정은 모두 현실성이 없다. 첫째로 정책결정자는 정책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사전에 모두, 그리고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특히 처음
시도해 보는 정책이면 더욱 그렇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다. 영업시간

규제가 소비자와 상인들의 어떤 행태를

이끌어낼지는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정책의사결정자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정할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속에서 작용하는 인과관계와 논리를 파악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
정책의사결정자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 가정도 현실성이 없다. 설사 정책결정자가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책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정책수단과 정책목표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사회는 다양한 힘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서로의 영향을
받는 개방체제(open system)이기 때문이다. 예상한 정책수단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 2, 제 3의 변수가 얼마든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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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따라서 목표-수단 인과구조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H.Simon은
‘결정에

대응하는

변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합리모형에서

상정하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Simon,
1961). 즉,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불확실한
현실세계에서는 정책이 상정하고 있는 인과관계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와 수단 결정 패턴을 살펴보자.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는 각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제 1 기(1987년~2001년)에는 유통시장 개방이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2002년~2005년)에는

정책목표가

새로운 조직의

설정되었고,

형성과

법령의

제

2

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책목표가 설정되었다. 제 3 기(2006년~2009년)에는 정부에
대한 성과평가와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인 정책목표의 변화와
세분화가 일어났다. 제 4 기(2010년~2013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성격이 되면서
선거국면에서의 경쟁 및 정치권에서의 문제제기에 따라 정책목표가
요동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정책목표는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정치 및
정책 환경에 따라, 또 정치 및 정책 배경에 따라 그때 그때 전혀 다르게
정의되며, 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책수단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정책수단은

목표에

충실하고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별개의 요인의 지배를 받는다. 제 1 기에는
거창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도에 그쳤고, 제 2 기에는 신생
조직의

성격상

다양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제

수준에서도

정책결정이

현장에서의

필요에

맞게

정책
3

영역을
기에는

활발히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이루어지게

지속적으로
- 202 -

하는
및

됨으로써

수정되며

정책시도가
시장

상인들

정책수단이

정책목표와

동시에

결정되는 패턴을 보였고, 제 4 기에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기존의 재정지원과는 별개로 대형마트에
대한 새로운 규제입법들이 줄을 이었다. 요컨대 사전적으로 정책수단과
정책목표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무용한 일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정책효과를

검토해

보면

기대했던

전통시장 매출액 증가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은 매우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사업자들은 월 2
회 의무 휴무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고, 원자재 구입을 대폭 줄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다름아닌 대형마트의 피고용인들과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상인들과 농 ∙ 어민들이었다. 결국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아이러니를 낳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결정자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 상공인들에게 주게 될 혜택은 고려하였을 지 몰라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파급효과는 고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120 모든
정책은

어떤

부담시키는

사람에게는
차등적

이익을

주고,

효과(differential

어떤

사람에게는

effect)를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등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정책결정자가 사전에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정책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정책결정자가 낱낱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 이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도 다르며, 어떤 가치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경제민주화와 공평한

소득분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120

대형마트영업시간규제 규제영향평가서를 보면 이러한 한계가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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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정책결정자가 임의적으로 상정한

이상향인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한
정책수단이 어찌 서로 다른 처지에 있고 이해관계가 다른 모든 사람의
가치를 고루 다 반영하고 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총합적인

정책결정은

본질적으로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책을 둘러싼 가치갈등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해관계자들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SSM 및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는 제정한 경우에도 많은 논란과 반대,
이로 인한 정치적인 갈등을 웅변해 준 대표적 사례이다.
사람들은 흔히 많은 난관과 갈등을 헤치고 이루어진 정책결정이
의도한 결과를 낳기를 희구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 큰
변화를 추구할수록 기존에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복잡 미묘한
관계구조가

파괴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최소한의 합의마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설사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파괴한다’라는 정책문제
인식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관계를 맺고 있는 양상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를 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되고야 말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에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맞는 영업 시간 조정 ∙ 입지
조정 ∙ 휴무일 조정을 시행해 왔다는 사실, 법적으로 대형마트 휴무일과
영업시간을 못박아버리는 바람에 이러한 협약은 무용지물이 된 사실들이
집행

이후에서야

속속

드러났다.

요컨대

정책결정자의

제한된

인지능력을 고려한다면, 작은 단위로 조금씩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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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된 정보
정책결정자는 언제나 제한된 정보와 불확실한 환경에 맞닥트린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 환경을 보아도 시장 상황은 조금씩,
시시각각으로 변화할 뿐 아니라 변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환경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이나

유통방식(mode)과 채널의 현대화, 소비자들의 구매스타일, 도시화의
가속화와 같은 사회 ∙ 경제적인 요인들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도 제한된 정보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람들의 선호와 급격히 침체와 활황이 뒤바뀌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시장 경기도 의사결정 시점과 그
결정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시점 각각의 정책환경과 여건이 큰 차이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큰 폭의 변화를 추구하는 총합적
정책 결정의 정책오차는 더욱 커지고 그 오차를 수정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곤 하였다.
제 3 장의 사례분석에서도 다루었지만,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이후

소상공인 체인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나들가게

정책을 보자.

대형마트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다른 유통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작되었는데,

시점에서

사실

대형마트의

소매시장은

영업시간과

포화상태에

가깝게

입지규제가
성장해

있던

상황이어서 막상 규제가 이루어지자 대형마트의 경영여건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점포를

가기보다는 아예 쇼핑을 하지 않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의도치

않게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아닌

제

3의

소매업자들이 덕을 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환경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제약 하에서는 정책결정자가 의도하지 않은, 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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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나들가게’란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나들가게’라는 공동의 상표를 부여하여
일종의 ‘공공형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점포 개선을 위한 상권분석,
상품기획 등의 컨설팅을 통해 SSM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영세상인들의
점포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중소기업청에 근무한 모
사무관은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 경쟁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하며, 대기업과 같이 브랜드를 통한 인지도를
높이고,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구매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고 회고하였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을 체인화해서 대형마트처럼 인지도를 높이고
표준적인 물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중소상공인들도 그들처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예측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의 인터뷰는 이런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나들가게 정책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금세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졌다. 슈퍼마켓이 전국에 약 13만 개가 있는데 그 중 극히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겠냐는 것이다. 오히려 나들가게
때문에 영세상인들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나들가게

근처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의 말이다.
"올해 2000개, 2012년까지 1만 개를 만들겠다는데, 전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1만 개 만들면 나머지 12만 개는
도태되는 것 아니야? 나들가게 옆 이웃 골목가게는 망하라는 소리지. 그럼
골목슈퍼는

기업에

한

번,

정부에

두

번,

이웃에

세

번

치이는

거야….(중략)… 또 김씨는 나들가게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목슈퍼를 하는 영세상인들 대부분은 건물에 세 들어 장사하는
세입자라는

것이다.

나들가게를

꾸밀

돈도

마련하기

어렵고

설사

마련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김씨는 "1억 원 들여서 나들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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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린다고 쳐도 건물 주인이 나가라면 빚만 지고 쫓겨난다"며 "정부는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정책

취지

하에

121

실제로

2009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총 6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1만 11곳에 나들가게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620여개가

폐업하고

말았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리모델링과 간판 교체 등에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투자했지만, 매출 증가는 미미해 정부 정책이
상인들의 빚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나들가게 지원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인근지역 점포입점, 경기불황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형마트의 선진화된 마케팅
능력이나 취급물품의 다양성을 쫓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함에도
총합적 정책결정은 이런 점을 애써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나머지 의도치
않은 정책오차를 키우고 이의 수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상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황이 자주 변하고, 지역이나
시장마다 상황이 다르다면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체계를
개혁하는

시도는 성공할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가능성이 낮다.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나

다루어지는 가치,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정책은 과거의 문제를 기반으로 고안된
정책을 가지고 미래에 적용하는, 점증적 접근이 최적의 대안이 된다.
어떤 최상의 가치를 두고 최적의 상황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책오차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이

불확실성

하에서

최선의

의사결정방식임을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Braybrook &
Lindblom, 1970: 121).
121

오마이뉴스, 2010년 1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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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된 자원
점증적 접근방식을 취하면 수단의 가용성과 당장 시급한 문제에 초
점을 맞추는 방식이므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면에서 유리하다.
총합적 접근방식에서처럼 가능한 한 많은 정책수단을 탐색하고, 비교하
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분석에 드는 비용도 적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곧 동일한 자원제약 하에서 더 높은 성
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08년부터 추진되어 2013년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10년을 전후하여 추진체계와 정책결정
방식이 달라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양 접근방법 비교에 매우 적합하다.

1) 2008 년 ~ 2010 년 9 월: 점증적 유형

먼저 2008년부터 2010년 중반까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살
펴보자. 2008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은 이전까지
의 정부지원이 전통시장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에만 치중하여 전통시장 고유의 강점을 살리고, 각 시장상
황에 부합하는,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한 지원이 미흡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전통시장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별 유통기능 ∙ 발전
가능성 등의 시장특성에 따라 전국 1,550여개의 전통시장을 각각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그에 맞추어 지원방향을 달리 설정하였다(중소기업청,
2006.5; 중소기업청, 2008.12).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이 4개의 카테고리 중 224개의‘특화전
문형 시장’을 기본적인 지원대상으로 삼아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중소기업청, 2008.12). 여기서 특화전문형 시장이란
배후지 잠재 고객이 적어 유통기능은 약하나, 지역특산물과 주변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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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형 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문화된 정책을 펴기가 용이하고,
제한된 자원(예산, 문화 콘텐츠,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노린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은 여타 유형의 시장들과 접근방식이
크게 달랐다. 주목할 점은 다른 유형의 시장들 (지역상권형, 구조전환형,
근린생활형)의 경우에는 ‘ 특화전문형 시장 ’과는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육성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는 점이다.

122

즉, 현재 각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약점에 따라서

효율적인 지원책은 각기 다르다고 파악하고, 각 시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각기 다르고, 또 소
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시장
의 활성화 목표도 다르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매우 현실적인 문제의식 하에서 수단지향적(means-oriented)
인 정책접근 방법을 택하게 되면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책수단
과 목표의 이러한 동시적 결정 패턴은 정책목표가 우선적으로 제시된 다
음 이를 달성할 수단을 모색하는 합리-연역적 접근방식과는 분명히 다르
다. 이제 총합적 정책유형으로 눈을 돌려보자.

122

지역상권형 (발전가능성이 높고 유통기능이 활발한 중대형 도시의 시장)의
경우는 인근 상업지역을 묶어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근린생활형 (발전가능성이 낮고 유통기능이 활발한 대도시 소형 골목시장)의
경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단골고객 확보 등을 추진하며,
구조전환형 (발전가능성이 낮고 유통기능이 취약한) 의 경우는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용도전환을 유도하고 노동부 재취업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영세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중소기업청,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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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 년 10 월 ~ 2013 년: 총합적 유형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문화관광부의 문전성시 프
로젝트와 중복투자논란이 일면서, 두 사업을 통합할 것이 요구되었다.
2010년 10월부터 두 부처가 MOU를 맺고, 공공기관인 시장경영진흥센터에
공동으로 기획단을 설치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 전통시장
을 직접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것을 2010년부터는 광역시 ∙ 도가 지
원대상을 추천하고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거쳐 시장경영진흥원이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따라서 바뀌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아니라 시장경영진흥원이 사업시
행의 주체라는 것은, 추진대상 시장 선정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과 시장
의 강점과 약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과 경제상황, 주변 관
광지의 특성 및 시장 주변지역의 관광지로의 발전 가능성과 같은 사항들
이 덜 면밀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2010년 이전까지는 지
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주체였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능성을 꼼
꼼히 따졌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인체계가 작동했기 때
문이었다. 각 시 ∙ 군 ∙ 구는 시장활성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시장 유형별 육성전략 및 세부 지원방안을 계획하여
중소기업청에 사업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청이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 다만 지역간 안배를 고려해야 했기에 한
지역에서 많은 시장이 지원대상 시장으로 선정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사업성 있는 시장을 잘 선별해 내야만 중앙정부로부터 추진예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시장의 특
성과 강점 ∙ 약점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
던 것이 시장경영진흥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자 이제 지방자치단체 입
장에서는 일단 사업신청을 해서 자기 지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시
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는 것이 유리해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해당 시장의 관광지로의 발전 가능성, 콘텐츠,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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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과의 연관성, 유통기능 활성화 정도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너도 나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내걸고 나서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지게 되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주체가 바뀌면서 각 시 ∙ 군 ∙ 구
는 “시장활성화 지역추진계획”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직접 추진주체가 되었기 때
문에 사실상 각 지역단위의 발전계획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의 연
계성을 기준으로 사업추진대상시장을 선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물
론 사업 시행지를 선정하기 전에 대상지의 현장실사를 통해 시장환경 여
건(시장의 특화 가능성, 시장의 활성화 잠재성 등), 사업방향의 적정성
(사업전략 비전, 사업 지속 가능성 등), 사업성공가능성 (주변 연계 가
능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파악하고 이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기는
했지만, 현장과 보다 가깝고, ‘내 지역 시장’이라는 인식이 있는 지방
자치단체가 시장상황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구체성과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3) 정책 성패의 비교
똑같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특성
에 따라 성공한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나
타났다. 춘천 중앙시장이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면 정선 아리랑 시장은
전형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먼저 춘천 중앙시장은 2010년 문화관
광형 시장으로 지정되어 낭만극장(문화공간과 이벤트 실시), 낭만광장
(시장미술관, 시장박물관, 골목벽화갤러리, 골목설치미술 등), 낭만투어
등의 사업에 총 20억원이 투자되었으나 실상 활성화할 전통문화는 마땅
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이
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중앙시장
에서 행하는 문화관광활동의 영향으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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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라는 질문에 ‘있다’ 18%, ‘없다’ 82%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형시장이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시장 내부의 전통문화 개
발 ’ 27%, ‘ 지역 대표 특산품 육성’ 24%, ‘ 가격품질경쟁력 강화 ’
19%, ‘상품 다양화’ 10%,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9%, ‘다양한 문
화의 도입’ 8%로 집계되었던 것이다. 123 결과적으로 2011년 문화관광형
시장 지정이 해제된 이후 문화프로그램도 자취를 감추었다. 2011년 12월
기준 춘천중앙시장의 빈점포율은 30%에 달했다.124
반면 2012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 시장의 경
우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예로 꼽힌다. 정선 아리랑 시
장은 2004년 1년 방문객 수가 8만명 남짓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연간 30
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고, 2013년에는 ‘한국 관광의 별’ 쇼핑부문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산촌 작은 마을이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바뀐
것이다.
춘천 중앙시장과 정선 아리랑 시장의 성과가 분명하게 달리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애초부터 해당 시장이 가지고 있던 강점과 약점
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춘천중앙시장은 고객의 이동거리가 짧고 주거지
역이 주변에 있으며 수시∙ 소량구매고객이 주로 많은 ‘근린생활형’ 시
장이었다면, 정선 아리랑 시장은 고객의 이동거리가 다소 길고 배후지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으나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특화전문형’
시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춘천중앙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
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들이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면, 정선 아
리랑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의 상황과 다른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문화관
광형 시장으로 변모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선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점증적인 접근 하에서는 춘천 중앙시장이 현재 처한 상황을

123

양평 시민의 소리, 2013년 8월 16일자

124

강원일보, 2011년 1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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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하고,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찾아 나
서게 된다. 주변지역 고객들을 흡인할 수 있는 핵 점포를 육성한다든지,
시장 내 빈 점포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센터나 고객쉼터, 지역주민
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식이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다른 정책수단
들은 배제하여 단순화를 추구한다. 이는 정책 결정자의 정책 분석에 드
는 시간적 ∙ 금전적 비용을 덜어줄 뿐 더러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점증적 접근방식에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정책목표의
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특화전문형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이라는 정책목표와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시장투어’등과 같은 정책수
단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점증
적 접근 하에서는 현재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
은 정책목표만이 상정되고,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목표라도 이를 달성할
정책수단이 현실성이 없거나 정책간 상충이 나타난다고 여겨진다면, 그
정책목표는 배제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해준다.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
주고, 가장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인지되는 부분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Braybrook & Lindblom, 1970).

제 2 절 실패로부터의 학습과 적응적 효율성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 자원(정책결정자의 인지능력, 의사결정에 필
요한 각종 정보 정보, 시간과 자금 등)의 희소성으로 인해 정책이 실패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거쳐야 하는 것도 당연지사다. 그런
데 만일 실패로부터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한 과거의 경
험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더 나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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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보란 요원한 일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왜 점증적 접근방식 하에서
실패로부터의 학습이 촉진되고, 지식의 발견과 이의 재적용을 통한 정책
오차의 수정이 용이해지는지를 살펴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증적 정
책결정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제도를 형성의 토대가 되는지 검토해 보고
자 한다.

1. 정책 학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존의 경험에 의존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거의 시도와 경험에서 실수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진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여 그것을 다음 번 결정에 반영한다는 의미
이다. 점증적 전략은 바로 이런 사고패턴의 결과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서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 이미 시행되었던 정책에는 무슨 허점
이 있어서 의도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학습하고, 그것을 다음
번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증적 전략은 적용과정 그 자
체가 정책 학습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2010년부터 추진된‘온라인 전통시장관’사업은 정책학습의 부재로
인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125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로부터의 정책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해 실패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전통시장 전용 인터넷 쇼핑몰인
‘에브리 마켓’사업 구축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쇼핑몰 입점 점포로
확대하려고

125

하였다.

그러나 입점하겠다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수가

에브리마켓 정책 실패에 관해서는 ‘제 3 장 – 제 2 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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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지라 일반 상점가 등도 입점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보니 홍보판촉비 등을 지원해주었고, 이 비용이 매년 20억원
이상에 달했다. 2009년까지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인 채로 5년여동안
계속 유지만 되어 왔던 이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은 110억원이었으나,
에브리마켓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입점율은 1.6%에 그쳤다. 아래

기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온라인

쇼핑몰

에브리마켓(www.everymarket.co.kr)’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해 폐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 증대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형 오픈마켓과 상점가들의 매출비중이 90%를 넘어
‘에브리마켓 무용론’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20일 “일반 쇼핑몰들도 이합집산하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인 중기청이 에브리마켓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브리마켓은 지난 2004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자
지하상가 등 상점가들도 입점대상에 포함했다. 더구나 홍보판촉비 등으로
매년 20억원 이상을 지원, 올해까지 11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재래시장 상인보다는 대형 오픈마켓 등에 대한 지원금과 매출액이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2년 연속 중기청이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아야 했다.
126

에브리마켓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전통시
장 상품의 성격이나 거래관행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우선 전통시장의 판
매 품목 중에는 야채나 채소, 과일류 등 택배 배송이 적합하지 않은 상
품들이 많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에
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품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한
편 전통시장의 특산물과 같이 고유한 경쟁력을 가진 상품들도 대개 전통
126

파이낸셜 뉴스, 200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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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점 운영자와 고객이 대면관계를 맺거나 그 물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후에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경향이 크다. 즉,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전통시장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할뿐더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들과 거래하
는 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127
전통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으로 판매의 필요를 느끼는
상인들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다. 물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수시
로 바뀌는 상품의 목록을 업데이트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 금전적
비용이 크고, 상인들도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기 때
문에 온라인 점포를 운영한다고 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증대될지에 대해
서 의구심을 가진다. 예외적으로 지역 특산품을 전국 소비자들이나 소매
상들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특산품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나 특
정 시기에 많은 물량을 판매하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판매할 물건이
마땅치 않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유인이 별로 없다. 온라인 쇼핑몰
의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없어서 지속적 판매여부가 그 사업자
의 신뢰도 지표가 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 상품
의 경우 신속한 판매를 위한 구매자 연결의 용이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
인데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에 노출되지 않는다
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상인들은 입점 비용도 들지 않고 검색

127

이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전통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고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통시장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정말 믿을만한 사업자이고, 물건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등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이 더 많이
들어간다. 또한 개인 사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인 전통시장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것은 대형마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이행비용(enforcement cost)도 더
많이 들어간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물건을 정확히
배송해주고 대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반품을 잘 받아주지만, 전통시장
개인 사업자들은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존 사업자들에 비해 소비자들은 금전적 비용 이외의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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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잘 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해 직거래로 물건을 판
매해 오고 있다.
문제는 상인과 소비자들의 이러한 행동유인과 상거래 관습에 대한
학습이 거의 전무하였다는 사실이다. 만일 기존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았더라면, 모양새만 바꾼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개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온라인 전통시장관’도 똑같은 정책실패로 돌아
갔다.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추진한 온라인 전통시장
관이 명품 가방, 밍크코트 등 전통시장과 무관한 고가품을 대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구)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옥션/G마켓이 운영 중인 온라인 전통시장관
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옥션 전통시장관과 G마켓 전통시장관에
서 170만원 상당의 GUCCI 가방, 160만원 상당의 PRADA 가방,수백만원 상당
의 시계, 밍크코트 등 100여 건이 넘는 고가의 해외 브랜드 상품들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그러나 2010년부터 새롭게 추진한 옥션/G마
켓과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운영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야기한 중기청은
2012년을 끝으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128

이처럼 기존 정책의 실패원인을 따져보았더라면 ‘전통시장관’사업
을 추진할 리 없었을 터인데,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관’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29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들을 종

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의 실패에 대한 학습

128

뉴시스, 2012년 10월 9일자

129

예컨대 일반 기업이 ‘에브리마켓’ 사업 실패 이후 ‘전통시장관’ 사업을 또
시작했을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미 이전 사업을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사업성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사업이 성공하겠다는
정보를 하나하나 쌓아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은
이처럼 개인의 의사결정상황에서는 하기 힘든 총합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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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당한 정책의사결정을 위해서
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괄하여 정책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
총합적 접근 하에서는 이미 있었던 정책들의 실패나 오류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탐색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한 총합적 접근방식 하에서는 큰 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원점에서
부터 새롭게 틀을 짜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정책에 대
해서 엄밀히 검토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된다. 그래서 실패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일이 없고, 정책에 대한 비판 속에
서 서둘러 정책을 종결시켜버리는 관행도 크게 작용하였다. 새롭게 틀을
짜고, 기존의 것을 모두 바꾸고자 시도하는 마당에 이미 실패한 정책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실패
에는 이미 현실에서 검증된, 살아있는 정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버린다는 것이다(최병선, 2006a).130

2. 지식 발견과 적용

위 ‘전통시장관’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실패나 오류
를 토대로 교정적(remedial)인 접근을 했더라면 아마도 똑 같은 실패를
반복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
130

총합적 정책의사결정유형에 해당하는 많은 정책들이 정책 실패를 간과하는
오류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왜 정책이 실패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분석한 후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급급하여
수많은 정책수단을 만들어내고, 비슷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 예로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당국자들도 가짓수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경쟁적으로 나서서 각기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모색하고 일단
실시해보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제한된 자원이 분산될 뿐 더러,
기존의 정책성공이나 실패를 통해 얻은 암묵지(暗默知)들을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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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작은 단위의 의사결정을 지속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새롭게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번 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결정을 하는 것이 선택의 실
패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사고습관
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작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매 결정
의 순간에 그 동안 얻은 새로운 정보를 반영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131

경영현대화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했던 ‘상인대학’과 ‘상인회
육성 지원’은 단계적 ∙ 복원적 접근을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나
간 사례에 해당한다. 이 두 사업의 경우 경우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단
계적으로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롭게 입수한 정보를 그 다음 번 정
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 현재
의 불편을 시장 내에 이미 존재하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간단
하게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상식적인 접근에 충실한 결과이다.132.
먼저 상인대학정책은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생업에 바쁜 상인들이 시장 밖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는 점을 감안하여 2005년경부터 시장 내에 교육장을 설치하고 상인대상
마케팅 및 경영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호응을 얻
자, 1년 단위로 시장의 신청을 받아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
공해주는 ‘ 상인대학 ’ 정책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사업 초반이었던
2007년에는 ‘교육 내용이 천편 일률적이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을
131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을 둘러싼 많은 의사결정도 총합적
접근방식보다는 점증적 접근방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의사결정들의 경우 더더욱 종합적이고 큰 폭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문제에 대한 점진적이고 작은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132

이미 ‘제 3 장 – 제 3 절’ 에서 두 사례가 점증적 정책결정유형에 해당하며,
성공사례에 해당함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두 사업이 왜 지식의
발견과 적용에 유리한 정책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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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한다. ’ 는 불만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이 위치한 지역
내 교육기관(대학)과의 피드백을 통해 해결하고, 그 시장에 맞는 교육과
정을 개설할 수 있게끔 유도함으로써 2010년 이후 상인대학에 대한 상인
들의 만족도는 80%를 넘어가게 되었다. 이는 전통시장에 대한 모든 유형
의 지원정책을 모두 통틀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에 해
당한다.
상인대학은 상인과 소비자의 필요로부터 정책 대안이 탐색되었던 데
반해, ‘상인회 육성사업’은 정책결정자의 필요로부터 출발했다. 전통
시장 지원정책의 고질적 한계는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협력 문제였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개별 점포가 아니라 시장 단위로 이루어져 있었
지만, 시장 상인들은 ‘내 점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시장이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장 단위의 공동
사업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고, 시장 내의 상인들도 자가 점포를 가지
고 있는 상인, 임대상인, 노점상 등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한 나머지 개
별 상인들은 자기가 장사하고 있는 시장이 시설이 현대화되고,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설 현대화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
면 당장 영업손실을 걱정하고, 마케팅이나 이벤트 활동과 같은 공동사업
에 참여할 의향은 없는 것이다. 즉, 협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결정 및 집행자인 중소기업청에게 가장 난감한 문제였는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이를 집행할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
성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시장 내 동아리나 친목 도모회 등을 활성화하여 상인회를 등록하도록 유
도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삼아 지원정책의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긴요
했다. 이에 상인회를 만들고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상인회 운영 자
금을 지원하는 등 상인조직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해당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상인회 조직이 정책의 일선 집행자로 기능하게 되면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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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의한 정책집행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그
때 바로 시정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상인대학과 상인회 육성사업의 특징은 상인과 고객, 정책결정자 모
두에게 단계적이고, 변화가 크지 않으며, 위험부담이 적은 정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각자에게 문제가 되고 있던 것(상인의 입
장에서는 마케팅 및 경영기법 미숙, 고객의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의 불친
절,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정책집행체계의 미비)을 해결하고자 단계
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접근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상인들과 지역 교
육기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상인대학과 상인회를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
해서 결정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개별적인 상황의 변화
에 따라서 신속한 상황 대응이 이루어지는 한편, 다양한 참여자들이 세
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의견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점차 정보가 쌓이면서, 어떤 상인대학, 어떤 방식의 상
인회 지원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정책결정
자는 다음 번 결정에 이를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A 시장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가 B 시장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유용한 밑거름이 된 것이다. 또한 상인회와 상인대학의 성공도 추후 다
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무형의 자산이 되었다. 많은 관리 인력이
필요치 않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
히려 비용을 절약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불만
을 제기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분석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상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상인회에서 당장 개선해야 하는 점을 지적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것을 함께 실천할 수 있어서 좋고, 의사결정주
체와 실행 주체가 같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신속하고 유연해지게 되었
다. 상인대학의 경우 상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상인대학의 교육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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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 나갈 수 있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같이 수업을 들은 사
람들끼리 인간적인 연대가 공고해져 협동의 구심점이 더 공고해지기도
하였다.133
또한 두 사업은 비록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
상인회가 잘 운영되지 않으면 원래의 친목조직에 그치는 것이고, 상인대
학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즉,
정책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고, 작은 정책결정들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오차를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갈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었다.
요컨대, 단계적(serial)이고 작은 단위의 결정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반영해가며 복원적(reconstructive)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정
책오차의 크기와 범위를 작게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정책오차를 지속적
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아이디어의 생성과 공유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결정과정 속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응적 효율성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34

133

서울 남구로시장의 경우 2013년 상인대학 교육을 받고 고객선(물건을 상점
밖으로 내 놓는 선)을 지키기 캠페인을 하여 매장 앞 사람들의 보행 통로가
확보되었으며, 상인 1 점포 1 투자 캠페인을 통해 점포 내 진열대를 깔끔하게
하고, 옆 점포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칸막이를 제거하였다. 또한 바닥에
진열하던 물건을 매대 위에 진열하게 하고, 시장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취합해 홍보하여 고객 수도 크게 늘어났다. 친절 교육을 통해
‘친절한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그 결과 1년만에 매출액이 20%
증가했다. 상인대학 이수 후에는 상인회가 더 활발해지고 시장 내 동아리가
생겨 상인들끼리의 신뢰와 단합, 하나라는 의식이 생겨나 시장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한다(2013년 제 4회 전통시장 활성화 컨퍼런스).
134

이와 대비하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정책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해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상인 및
농어민들의 손해, 소비자들의 불편 등)를 전국적으로, 큰 단위에서 발생시킨다.
지속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큰 정책오차를
수정하기 쉽지 않다. 즉, 정책 실패가 제도화되어 그냥 굴러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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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오차의 수정
제 2 기(2002년~2005년)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 인하 ’ 정책과 이에 따른 정책오차를 제 3 기(2006년~2005년)에
수정해온 일련의 과정은 점증적 접근이 정책 실패를 교정하는 데 유리함
을 잘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총합적 접근이 정책오차를

키운 과정과 점증적 접근을 통해 정책오차가 줄어든 과정을 시설현대화
사업의 민간 자부담율 인하 사례를 통해 보이고자 한다.

1) 민간

자부담

비율

인하와

실집행율의

하락:

총합적

접근

(2002 년~2004 년)

2002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3년 ∙ 2004년을
거치면서 당시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전통시장 시설현
대화사업의 전체 예산과 국고보조비율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시장 자부
담이 줄어들었다. (아래 표) 이는 관련 예산 확대로 가능한 일이었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표 50] 시설현대화사업의 민간 자부담 비율 단계적 인하
구분
2002
2003
2004
2005이후

국비
30%
30%
60%
60%

지방비
40%
50%
30%
30%

민간자부담
30%
20%
10%
10% / 면제

자료: 남윤형(2010), 중소기업청(2009) 변형
주: [표 9]와 동일 내용이나 편의상 제시

그러나 시설현대화 조정을 위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 상인들간의 이해관계 협의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래
시장은 하나의 의사결정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져있다. 점포를 임대해준 사업자와 임대받아 영업하고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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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가 각기 모두 상이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밖에 없었다. 80년
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시장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융자 지원조치가 취해졌으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
려고 할 때 마다 상인들간의 협의가 쉽지 않아 실제로 사업에 착수한 시
장은 매우 적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자부담율을 낮추어준다고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활
성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부담율이 낮아지자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
인들로부터 사업시행동의서를 받아내기는 쉬워져 사업 신청건수는 증가
하였지만, 막상 사업이 착공되는 비율은 오히려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집행율은 40%를 밑도는 현상이 나
타났다. 즉,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단순히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135

135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이해관계도
작용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유리하고,
중소기업청은 당해연도 예산을 일단 당해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의 특성상 인∙ 허가과정, 사업자 입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보상문제 등으로 인해 다년간의 예산 집행을 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이월시킬 수 있다. 게다가 당시 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율이 낮을 경우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 군 ∙ 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어떻게든 동의를 얻어내서
사업 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 224 -

[표 51]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집행율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1)

집행율

실집행액2)

실집행율

2002

24,000

22,800

96.8

(자료없음)

(자료없음)

2003

81,600

81,600

100.0

71,600

87.8

2004

160,818

160,818

100.0

71,464

44.4

2005

106,849

106,849

100.0

33,070

31.0

2006

122,837

122,837

100.0

50,202

40.9

2007

161,606

161,606

100.0

80,103

49.6

2008

201,846

196,800

97.5

75,490

37.4

2009

174,900

174,900

100.0

107,214

61.3

2010

159,700

159,700

100.0

101,090

63.3

2011

180,000

180,000

100.0

114,480

63.6

2012

173,800

173,800

100.0

111,405

6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중소기업청 예산집행공고 (2002년~2012년), 김
정훈 국회의원 2008년 중소기업청 추경예산 질의서, 디트뉴스 2013년 10월
27일자 기사 “박완주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집행율 저조
주:

1) 집행액 : 중기청에서 시∙도로 교부한 금액
2) 실제집행액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액
3) 2002∙ 2003년의 실집행액은 실집행율 토대로 추정한 결과임

주: [표 20]과 동일 내용이나 편의상 제시

이러한 정책실패는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던 문제, 즉 시장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의의 어려움과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한계점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재원을 더 많이 보조해주면 사업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하의 총합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국가의 예산 보
조가 늘어나고, 민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면 사업이 당연히 더 활성화
될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의 실집행율 인하
라는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 의사결정에는 ‘현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가장 일차적인 장애물’ 에 대한 고민은 들어 있지 않다.
즉,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시작된 이래 시설현대화 사업의 진행 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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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장애물은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였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결과
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의 자부담률을 인하하고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총
합적인 정책은 불용예산의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용이라는 정책
오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만일 점증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취했다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겪은 문제점인 이해관계자들간의 이
해 상충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탐색하였을 것이다.
공동사업을 위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건 속에서 민간 자부담을
줄이고 국가보조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정부 예산만 축내고 실제적인 효
과가 없을 것임을 알고 있다면 민간 자부담률을 낮추기 전에 시장 상인
들간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정책의 관심을
단순화했을 것이다.

2)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인과

제약을

고려한

예산제도의 개편: 점증적 접근 (2006 년~ )

기획예산처는 불용예산의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용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이해관계와 현실적
인 제약을 고려하여 예산 실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씩
도입하고 강화해나갔다. 2006년부터 재래시장의 시장 특성 ∙ 경쟁력 수
준 ∙ 사업 실행 가능성 등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이 개선사업을 승인할지,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하게 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설개선 사업비 15
억원 이상은 전문가 컨설팅을, 30억원 이상은 연구용역을 거치도록 의무
화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입장에서도‘시장의 경쟁력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을 거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에 배
정된 예산을 남기게 된다면, 차년도 예산편성에 불이익이 되므로 가능한
한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에 시설개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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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까다롭게 검토할 유인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는 2008년부터 부가적인 장치를 하나 더 도입하였
다. 예산편성 및 교부단계에서는 실태조사와 시설현대화 자문위원회 심
의 등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나, 사업집행단계의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고 보아, 사업 집행 부진 시 ‘시설현대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축소 ∙ 변경 ∙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8
년 말년부터는 분기별 시설현대화 추진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하여,
사업 추진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업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
고(중소기업청, 2008.1), 2009년부터는 예산을 받아간 시장 중 당해 연
도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다음해에 지원을 배제하는 제재조치를 두
었다(중소기업청, 2009.1). 그 결과 2010년부터는 예산의 실집행율이 6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전에 비하면 실집행율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이
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정책오차를 줄여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의 자부담 축소에 따른 정책오차를 수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은 정책의 자원분배적 속성상 점증적 정책결정이 정책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점증적 결정은 정치적
으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도 강점을 가진다.‘민간의 자부담 축
소’정책이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민간의 자부담 비율
을 30%로 올린다는 정책을 제안했다면,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방자
치단체의 반발에 거세게 부딪혔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지원이라는 본래
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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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결정패턴을 유형화한 다음
정책의 성공과 실패 정도를 평가해 봄으로써 정책의사결정유형과 정책성
패의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분석 결과 큰 폭의 변화를 시도하는
총합적인 정책결정은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이 더 크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작은 폭의 변화를 지
속적으로 시도하는 점증적인 정책결정은 정책오차의 폭을 줄이고 정책의
적응적 효율성을 높여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근본적
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큰 폭의 개혁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
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법과 정책을 가능한 한 유지하
면서 소폭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정책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일반적
통념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기존 연구들은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써 행정체계와 행정을 둘러싼 정치 · 경제 · 사회적 요
인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한다면, 이 연구는 정책결정자들
이 총합적(synoptic)이고 합리-연역적(rational deductive)으로 사고하
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점증적(incremental)이고

분절적

(disjointed)으로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판
가름 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처음 정책 의제로 대두되었던 제 1 기
(1987년 ~ 2001년)에는 유통시장 개방이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통시장 선진화 계획을 세우고 그 하위 목표와
수단으로써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거대한 내용의 정책목표가
수립되었다. 반면 국가 전체적인 문제의식에 따라서 수립되는 경향을 보
였다. 반면 정책수단은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규제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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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에 집중하였다. 정책 문제에 대한 의제 설
정이 처음 이루어진 시점이었고, 관련된 조직과 예산이 많지 않아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기존의 법적 제한을 풀어주는 선을 크게 넘지
못했다.

정책목표는 매우 거창하였지만 현장의 정책은 현실적 필요에

이끌려 가는 양상을 보였고, 정책 대상자인 상인들과 소비자들은 정책효
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다만 정책이 정책 대상자인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해하지는 않아 적응적 효율성(adaptive efficiency)이 높았으며, 점증적
인 정책접근의 결과 정책오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제 2 기(2002년~2005년)에는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관한 특별법과 전
담기구가 생기면서 전통시장 지원정책이 본격화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법과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거법의 취지 ∙ 조직의 설립 목적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책목
표가 책정되었다. 반면 조직이 처음 생겨 정책에 대한 노하우는 부족했
지만, 예산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기존에 활용하지 않던 새로운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해보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정책대상자인 상인과 소비자들은 ‘제 1 기’에 비해 정책목표
가 뚜렷해지고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된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상인
과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정책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였다.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정
책오차 극복을 위해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제 3 기(2006년~2009년)에는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부응해 정부업
무평가기본법 제정으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되고, 정책 평가가 강화되면서 정책목표 결정과 정책수단 결정이 모두
점증적 패턴을 보인 시기였다. 이에 따라 ‘제 2 기’에 성과가 있었던
정책은 지속하고, 성과가 미미했거나 부작용이 나타난 정책은 점차적으
로 축소해 나갔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 내
상인조직과 연계도 강화되면서 집행조직이 효율화되었다. 그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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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의 지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졌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혁신의
기운이 높아졌으며, 문제해결능력도 진작되었다.
제 4 기(2010년 ~ 2014년)에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전후하여 경
제민주화, 동반성장 등의 새로운 가치가 정치권에서 급부상하면서 그 어
느 때보다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경제민
주화를 위한 하위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총합적 정책목표 결정 패턴을 보
였다. 또한 대기업의 횡포 억제 및 평등한 부의 분배에 대한 요구가 대
두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신설되고 강화되는 가운데 전통
시장 지원정책의 정책수단도 총합적인 성격으로 선회하였다.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의 입지를 규제하거나 영업시간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조
치가 시행되었고,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성
과평가에 반영하고, 대기업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끔 유도하는 등 전통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큰 폭의 정책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
였으며, 전통시장의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정책 대상자들
의 정책 의존성이 증대되어 적응적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일률적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및 입지규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심화되
었으며,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대형마트 피고용인,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도매업자, 농어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등 정책오차도 크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점증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때 정책 학습과
정책오차 수정이 용이하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총합적 정책결정
이 이루어질 때는 정책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정책대상자와 제도 전반의
적응적 효율성을 저해하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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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첫째, 실제 정책 사례를 가지고 총합적 정책의사결정유형과 점증적
정책의사결정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점증주의 및 총합주의에 관한 연구들은 모형(model)으로서의 점증주의와
총합주의(합리모형)를 대비시켜 이론적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다루었을지
언정, 실제 정책사례에서 각각의 정책결정이 어떤 양상을 띠고 나타나는
지를 적시한 연구는 별로 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각각의 의사결정패
턴을 실제 정책 사례에 적용하여 두 의사결정유형을 판별하는 구체적 기
준을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 합리 모형(rational model)에 충실하면 할수록
정책이 성공적일 수 있다 ’ 는 인식에 도전하고 있다. 합리모형에서는
‘정책목표 및 수단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
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리적 정책결정이라 정의하였다(정정
길 외 4인, 2003). 정책대안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각 대안
들이 가져올 결과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각 대안들의 우열을
가릴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규범적 주문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정책목표는 비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책목표결정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정책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라고
하지만 이용 가능한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 또한 정책오차를 더
키울 뿐이다. 각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정책결정자의 인지능력과 환경의 불확실성 및 제한된 정보로 인해
명백한 한계가 있다. 각 대안들의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다. 정책선호는
사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최적 대안을 선택하여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수 많은 요인들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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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작용함에 따라 의도한 정책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책의 집행과정
에서 정책이 현실의 필요에 따라 수정 ∙ 보완되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으
로 인한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
셋째, 기존의 비판에 대해 현실적 사례를 토대로 점증주의에 대한
비판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점증주의 전략이 기존의 정책 경
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 정치를 옹호하는 보수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나은 사회 상
태로의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일반화된 비판이 타당하지 않음을 사례를
통해 보였다. 점증주의 전략에 입각하여 조금씩 부분적으로, 자주 변화
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시키게 되면 정책 대상자
들의 적응적 효율성(adaptive efficiency)이 높아지고, 정책오차가 지속
적으로 수정되게 되어 큰 폭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보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개혁이 큰 폭의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개혁의 산출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어야 할 뿐 개혁의
폭이 커야 할 필연성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김영평 ∙ 최병선,
1993).

2. 실천적 함의
첫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제한된 인지능력과 환
경의 불확실성 및 제한된 정보를 고려해야 함을 밝혔다. 인간은 누구나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큰 폭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커다란 결
단을 내리는 것이 위험하고, 실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나가면서 결과를 보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얻고
배운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번 결정에 반영한다. 개인의 일상생활도 이
와 같이 점진적 접근 방식에 의존할 때 그나마 실패를 줄일 수 있듯이
정책결정과정에도 이런 점진적 접근방식 하에서 비로소 다소나마 합리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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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며, 제한된 능력을 가진 정책결정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
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대안을 단순화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폭의 변화
를 추구하는 정책을 입안해 시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학
습해 나가는 것이 정책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라는 말이
다.
둘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의 제약, 현재의 정책에서 드러
난 문제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목표라
고 하더라도 이를 달성할 정책수단의 현실성이 없거나, 다른 정책과 상
충되는 정책목표는 계속 수정하거나 배제하는 방법으로 단순화시켜 나가
는 것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
는 또 당장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가장 긴요한 문제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
진다.
셋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에 내재화된 복잡 미묘한 질서와
공유된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문제가 나타난 구체적
인 상황은 각기 다르고, 그러한 문제가 생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지 이를 무시하고 엉뚱하게도 해결책이 합리적 정책 그 어딘가에
따로 있다는 투로 접근한다면 그것이 현실에 적합할 리 만무하고, 그것
에 대한 정치적 합의의 달성 가능성이나 그런 정책의 이행 가능성이 현
저히 낮아질 것은 뻔한 이치다.
넷째, 사회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점증적 정
책결정패턴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조직의 학습 기능이 활발할 수 없는 여건에서는 점증적 정책
결정패턴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본 논문의 가설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다. 점증적 전략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시마다 정
보를 복원적(reconstructive)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교정적(reme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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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하나, 조직이 실패로부터 나타난 사실을 배우지 못
하고, 새롭게 드러난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증
적 정책결정패턴이 정책의 성과와 상관성이 낮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문화나 행정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조직의 자기 수
정적인(self-correcting)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사례로 삼아 정책의사결정유형이 정책성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본 논문의 한계점을 밝힌다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정책목표와 수단에 관한 의사결정 유형의 판별 결과에 대하여
자의적인 경우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목적을 가진 사례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해 정책의사결정 이론
등 관련문헌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실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형화
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가 다소 있었고, 이 경우 연구자가 독자적
인 기준을 세워 본 경우도 있다. 향후 유사한 성격의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양 유형의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일반화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정책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통제와 분석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시계열적(serial) 연구의 특성상 이전
시기(t기)의 정책학습결과가 다음 시기(t+1기)의 정책성패에 영향을 미
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들이 없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정책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정책학습 효과가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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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두고 점증적 접근의 결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외재적으로 주어
진 결과라고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없지 않았다
는 것이다.
예컨대 제 3 기(2006년~2009년)의 정책성과가 제 2 기(2002년~2005
년)의 사업 실패와 이에 따른 오차 수정 및 정책 학습의 결과로 해석하
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이를 이전 시기의 정책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으로서 정책담당자가 누구였든 상관없이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당시의 정책결정자가 점증주의적 접근시각을 갖고 있었기
에 이런 정책학습이 촉진되었다고 보아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다.
끝으로 정책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인적 요인 ∙ 물적
요인 ∙ 기타 상황적 요인 등)의 영향이 정책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뒤집어
말한다면 정책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이런 요인들의 영향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했다
는 것이다. 이 점은 향후 유사한 연구에서 매우 좋은 연구가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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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Decision Making
Types and Policy Successes
Kim, Seo-you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factors affecting policy outcomes, the existing studies have
pointed generally to administrative system and some organizational
factors (human resources, financ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or
the external policy environment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so
on). This study focuses instead on the two distinct types of making
policy decisions, namely incremental and synoptic.

Contrary to a

widely held belief, it is hypothesized that incremental policy
decisions, as compared to synoptic ones, are more likely to succeed
and bring about intended policy outcomes handsomely, for they
represent the proper manner of making complex policy decisions,
that

is,

being

uncertainties

of

more

conscious

policy

about

environment,

and

attended

to

the

imperfections

the
of

information, and limited intellectual capacity. This hypothesis is
fairly nicely borne out in a case study of the traditional
- 249 -

marketplace development support policies of Korea that the four
consecutive governments pursued over 25 years. The policy decision
and programs that resulted from synoptic approach and consequently
attempted

to

produce

a

big

change

tended

to

pale

into

insignificance and break down consistently, while those that relied
on incremental approach and consequently attempted to make a small
but palpable change and improve upon past policy errors tended to
make a steady but significant stride toward the ultimate policy
goal of helping traditional marketplaces better survive in an
increasingly competitive and harsh environment. The incremental
policy decisions seem to owe its higher likelihood of success to,
more than anything else, their tendency to recognize the immense
importance of and to make best use of initiatives and voluntary
cooperation on the part of merchants, which is also a defining
character of incremental approach.

Key words: incremental vs synoptic approach, policy analysis,
assistance programs for traditional marketplaces, policy outcome,
policy failure, adapti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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