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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남부시장의 민족지적 사례

1)

채수홍
*ㆍ구혜경

**

1. 문제제기

전주의 남부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는 노후화 된 시설, 진열된 품목

의 영세성, 고령화 된 상인의 일상이 자아내는 활기 없는 풍경을 접하게 

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향수를 기대하며 남부시장을 찾은 소비자는 이

곳이 “60~70년대 호남최대의 물류집산 시장”(허헌회 2011: 95)이었다

는 것을 상기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남부시장의 현재의 모습이 

쇠락을 막으려는 여러 주체(상인, 지자체,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시도와 노고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읽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남부시장을 찾는 대다수는 전통시장의 향수를 느끼며 시장의 주

요 물품을 놓고 흥정하는 소비자라기보다 시장을 휙 돌아보고 시장 내 

유명음식점을 찾는 여행객에 가깝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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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부시장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과

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면 한 민족지

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민족

지적 연구가 뒷받침 될 때 남부시장의 쇠락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성이 없는 희망의 수사(修辭)에서 벗어나 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전통시장의 쇠락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다각적

인 처방을 내놓은 기존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예를 들어, 김진영 

2010; 박재수 ·김응규 2012; 이장환 20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홍성흡 2002).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전주남부시장의 역사(예를 들어, 

박선희 1994, 2003), 사회경제적 특성(예를 들어, 구혜경 2013; 유대근 

1994), 활성화 방안(허헌회 2011; 황선미 2006)을 연구한 논문도 존재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시장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을 설

명하고 쇠락의 원인과 이에 맞는 처방을 나름대로 제시하며 본 연구에 

유익한 정보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이 남부시장의 현재모습을 만들어낸 쇠락

의 과정과 주체의 실천에 초점을 맞춘 보다 면 한 민족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 

활성화를 당위로 그리고 가능한 것으로 상정한 채 쇠락의 원인을 다각

도로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에 의해 거

대자본의 축적과 집중(concentr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

규모 자본으로 이루어진 개별 전통시장의 쇠락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과연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

여 많은 학자들이 전지구화(globalization)와 근대화의 부작용(Ferguson 

2002), 소자산가 계급의 운명(Steinmetz and Wright 1989), 신자유주

의의 폐해(Harvey 2005) 등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들은 개별적인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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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의 실천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쇠락과정을 민족지적으로 탐색함

으로써 이러한 대응책이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에 대응하여 과연 활성화

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성찰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둘째,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한국 전통시장의 쇠락원인에 대한 응급

처치를 제안하면서 만병통치의 대책을 만물상처럼 늘어놓고 있다. 건물

이 낙후되었으니 현대화하고, 상인의 경영방식이 낙후했으니 교육하고, 

상인의 조직이 부족하니 이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문화가 죽어가니 이

를 되살리자는 식이다. 시장이 처해 있는 특수한 지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면 한 검토에 기반 한 대책이 아쉬운 것이다. 가령 서울도

심에 있는 전통시장과 농촌에 둘러싸인 도시에 있는 전통시장은 여러 

모로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부시장의 쇠락과정에 초점을 맞춘 민족지적 연구를 통

하여 남부시장이 전주라는 도시 속에서 역사적 맥락에 따라 어떤 정치

경제적 조건 하에 성장과 쇠락을 경험했으며 여러 주체의 개입을 통하

여 어떤 의미를 갖는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구성’(Low 2000: 128)되어 

온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남부시장을 지키는 주체인 상인이 자

신의 삶터이자 일터인 시장의 쇠락을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하고, 해석

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그럼으로써 남부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시장 

상인의 주체적 노력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현대적 시

장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검토할 여지를 남기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남부시장이 어떻게 쇠락해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남부시장 쇠락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4절). 둘째, 남부시장의 쇠락을 막기 위하여 시

장 내부와 외부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서술한다(5절). 셋째, 남부

시장이 쇠락의 역사적 과정과 이에 대한 결과로서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기술한다(6절).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남부시



90  비교문화연구 제21집 1호(2015)

장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전망하고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7절).       

2. 연구과정

이 연구는 문헌조사,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등 인류학의 전통적인 

질적 조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먼저, 남부시장 쇠락의 역사적 과정

은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기억을 교차하여 비교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점차 쇠락하는 남부시장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내외부의 노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인, 관련단체, 지자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남부시장의 상인

의 일상적인 삶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이들의 

생애사를 채록하였다(<표 1> 참조). 

연구 조사기간은 크게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남부시장의 역사적 배경을 현존하는 상인의 기억을 

통해 얻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연령이 60대 이상, 상업기간 30년 이상

인 상인이 시대별로 어떤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최근 

30~40년간 남부시장의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남부

시장 내에서도 활동 근거지가 되는 공간을 분류하여 입점상가, 천변가

설점포, 노점에 있는 상인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상가 규모와 위치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조사하였다. 

2차 조사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비정기적으로 대상지

를 방문하여 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 재생산과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치적 관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내부적 

노력, 현재의 활동현황에 대해 심층 인터뷰하였다. 다시 말해, 현재 남부

시장 상인의 삶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떻게 조건 지워져 있으며,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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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나이 성별 취급품목 상업기간 상업인력 비고

1 84 남 속옷, 옷 1955년(59년) 본인, 부인, 딸1 입점상가

2 74 여 생선 1968년(46년) 본인 입점상가

3 83 남 건어물 1945년(69년) 본인, 아들1 입점상가

4 77 남 미곡 1963년(51년) 본인 입점상가

5 55 남 가루, 설탕 1985년(29년) 본인 입점상가

6 63 남 미곡 1995년(19년) 본인 입점상가

7 67 남 그릇 1968년(46년) 본인, 부인 입점상가

8 68 여 채소, 생선 1976년(38년) 본인 입점상가

9 64 남 그릇 1975년(39년) 본인, 부인, 아들1 입점상가

10 64 여 미곡 1999년(15년) 본인 입점상가

11 64 여 젓갈 1993년(21년) 본인 입점상가

12 67 남 버섯, 마늘 1976년(38년) 본인 입점상가

13 73 여 미곡 1974년(40년) 본인, 아들1 입점상가

14 61 여 음식점 1981년(33년)
남편(74세),본인,올

케
입점상가

15 75 여 고추, 잡화 1967년(47년) 본인 입점상가

16 61 여 튀밥 1981년(33년) 본인 입점상가

17 76 남 채소 1985년(28년) 본인 입점상가

18 74 여 음식점 1965년(48년) 본인 입점상가

19 72 남 철학관 1973년(41년) 본인, 2011년사망 입점상가

20 76 남 건어물 1980년(34년) 본인, 부인 입점상가

21 60대 여 과일 1976년(38년) 본인 천변가설노점

22 56 여 과일 1988년(26년) 본인 천변가설노점

23
60대

중반
남 채소 2005년(9년) 본인 천변가설노점

24
70대

중반
여 채소, 약재 1988년(26년) 본인 천변가설노점

25 74 여 생선 1969년(45년) 본인 천변가설노점

26 58 여 씨앗 1988년(26년) 본인 천변가설노점

27 60대 여 채소 1985년(29년) 본인 천변가설노점

<표 1> 면접 대상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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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나이 성별 취급품목 상업기간 상업인력 비고

28 70 여 생선 1976년(38년) 본인 천변가설노점

29 60대 여 생선 1986년(28년) 본인 천변가설노점

30 79 여 채소 1972년(42년) 본인 천변가설노점

31 78 남 채소 1976년(38년) 본인 천변가설노점

32 82 남 그릇 1956년(58년) 본인 입점상가

33 75 여 채소 2003년(11년)

본인 

(1986년~2003년 

타지역에서 영업)

새벽시장

(도깨비시장)

34 64 남 젓갈, 반찬 1999년(15년) 본인 입점상가

35 43 남 채소 1999년(15년) 본인, 부인 입점상가

36 73 여 음식점 1966년(52년) 본인, 단기 종업원 입점상가

시장을 어떤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시

장 내에서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지연구를 통하여 남부시장의 상

인이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

하였다. 

3. 전통시장의 쇠락에 대한 이론과 민족지 쓰기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창조적 파괴의 격렬한 역사 내내 지루하

게 반복된 진단 속에서 단지 혐의를 받는 범인과 장래의 피고인들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다.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들” 중에서)

오늘날의 세계에 대하여 비관하기는 쉽지만 빠져나갈 길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오트너의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중에서)

이 연구는 상인의 기억과 해석을 중심으로 전주의 한 전통시장의 

쇠락과정과 현재의 모습을 민족지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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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그려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 전통시장 쇠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과정을 기술하고, 처방을 시도한 여러 학문분야의 국내외 연

구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통

시장을 인류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은 다른 학문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야하는 것일까? 인류학에서 민족지적 기술을 시도한다는 것은 전통

시장 쇠락의 원인, 과정, 처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어떤 수준의 함

의를 도출하는 것일까? 이 연구의 어려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는 인류학이 전통시장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인 스키너(Skinner 1964)의 중국 스촨지방 시

장권에 대한 분석은 공동체의 사회구조와 문화적 규칙을 밝히는데 궁극

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민츠(Mintz 1967)의 아이티 전통시장에 대한 

민족지도 경제활동을 규정짓는 사회적 관계와 규범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경제사학자 폴라니(Polanyi 1957)가 자본주의적 시장사

회로의 대전환 이전에 존재했다고 주장한 전자본주의적 전통사회의 사

회문화적 특징을 찾아 온 경제인류학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Cook 1973: 799-801). 인류학에서 전통시장은 “호혜성”(Sahlins 

1972: 181-196)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

는 경제활동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역설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인류학의 이러한 관점이 ‘시장 공간

(marketplace)’에 대한 후속연구를 단절시킨 원인이 되었다. 자본주의

화와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전통시장을 더 이상 전자본주의적 특성을 지

닌 사회문화적 공간으로서 간주할 수 없게 되자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

이 사그라진 것이다. 또한 “자본의 도시화”(하비 1996: 37-85)가 전통

시장이 지닌 공동체 내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적 규범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전통시장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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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필요성이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인류학에서 전통시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사라지고 있

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서 수많은 전통시장이 ‘소상공인 계급(petite bourgeoise)’의 일터로서 

계속 생존하고 있다(Bechhofer and Elliott 1985). 전통시장은 무한경쟁

과 집중화(concentration)에 의해 대자본의 독점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후기자본주의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자본주의를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공간으로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존재양태와 기능이 각 나라의 자본주의 발전정도, 정

치경제적 조건, 사회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양하여 인류학적인 비교연구

의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통시장이 각 나라와 지방

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자본의 도시화’를 경험하고 

이에 대응하는 상이한 과정을 민족지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은 흥

미롭고 유의미한 인류학적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류학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곤잘레스와 웨일리(Gonzalez 

and Waley 2013: 967-968)가 탄식하고 있듯이 전통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으며, 논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도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해보면, 개발도상국이 몰려 있는 

남반구의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세계경제체제 내의 위치 그리고 이

에 상응하는 ‘자본의 도시화’의 진척 정도에 따라 연구의 초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개발도상국 또는 주변부 국가에서는 전통시장에서 나타나는 

비공식성(informality)과 전근대성을 합리적으로 근대화하는 것을 모색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Setyowati and 

Gunawan 2013), 태국(Schipmann and Qaim 2011), 방글라데시

(Murshid 2011), 가나(Angmor 2012)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산물 

위주의 전통시장이 도로와 시설의 개선, 상인공동체의 강화, 가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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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근대적 상업공간으로 변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진자본주의 혹은 중심부(core) 국가의 전통시

장에 대한 연구는 ‘자본의 도시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도시

의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Gonzalez and Waley 2013: 966). 슈퍼마켓과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 

소비자 취향의 변화, 도시개발 계획, 지역정부의 정책, 소상인의 재생산 

등 전통시장의 쇠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요인들이(House of Commons 

2009; Johns, Hiller, and Comfort 2007) 근본적으로는 사유화되고 상

품화된 도심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와 시장의 조율된 전략의 소산이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향후 전통시장의 운명이 ‘자본의 도시화’를 가속화시

키는 신자유주의의 기획에 어떻게 맞서는지에 달려 있다는 정치적 함의

를 담고 있다. 쇠락과 재활성화의 언설 사이에 끼어 있는 전통시장의 

이러한 운명은 뉴욕의 소매업의 재활성화(Zukin 2008), 바르셀로나의 

규제정책과 전통시장의 재생(Pascual-Molinas and Ribera-Fumaz 

2009), 웨일즈의 소규모 쇼핑타운의 몰락과 재생(Bromley and Thomas 

1995), 영국 리즈(Leeds)의 도심 재활성화와 전통소매시장 재생 운동

(Gonzalez and Waley 2013) 등의 사례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외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에서 경제, 경영, 행정학, 

도시계획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

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연구는 전통시장의 쇠락과 활성화를 문제점, 

방안, 전략, 제안 등의 실용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예를 들어, 박명호 ·김상우 1997; 양지애 2010; 

이장환 2001; 이철규 2007; 황선미 2006). 또한 전통시장의 쇠락 원인

을 진단할 때는 중심부 국가의 전통시장 연구와 궤를 같이하며 (물론 

동일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의 도시화’와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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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도심 재구조화의 효과와 부작용을 언급하는 반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할 때는 주변부 국가의 전통시장 연구에서 보

이고 있는 효율적인 근대적 시장으로의 변모를 주문하는 논리전개방식

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시장 연구에서 보이는 진단과 처방 사이의 이러한 간극

은 전통시장의 쇠락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대증적인 요법만

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시장공

간을 재구조화하여 활성화하는 것과 시장의 주체가 되는 상인의 삶의 

제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급속

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도시화’와 신자유주의의 도심 재구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들이 내놓은 처방이 시장상인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

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본 연구가 시도하고 있는 전주의 한 전통시장의 쇠락에 관한 민족지 

쓰기는 전통시장 쇠락의 구조적 조건과 처방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가

진 이러한 간극과 한계를 보완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창조

적 파괴”(Schumpeter 1912)를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생존해 온 자본주

의의 역사 속에서 전통시장은 폐기되어야 할 낡은 것일 뿐이라면 집중

화, 소상인의 계급적 운명,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쇠락의 주범으로 지

목하는 민족지 쓰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비관을 넘어서서 빠져나갈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민족지 쓰기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시론적인 성격

을 갖고 있다.

오트너(Ortner 2011)는 신자유주의를 인류학적으로 정의하고자 시

도한 논문에서 신자유주의에 관한 민족지적 기술의 장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효과인 경제적 구조조정이나 부의 

양극화 등에 관한 추상적 설명에 풍부함, 복합성, 인간성을 더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정치경제적 조건이 인간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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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구체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것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물질적 조건

뿐 아니라 의미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조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추구하며 자신의 삶과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것을 이해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민족지적 연구의 장점을 살려 전주의 한 전통시장

의 상인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쇠락하는 시장과 자신의 삶의 조건을 

어떻게 경험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1) 그럼으로써, 이들이 쇠락하는 조건에 대응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주체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통시장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4. 남부시장 쇠락의 역사와 상인의 기억

남부시장의 역사는 조선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전

주도읍의 장은 조선의 3대 시장으로 불리었고, 이 가운데 현재의 남부시

장의 모태가 된 ‘남문밖장’이 가장 컸다(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

회 2009: 585). 이후 일제의 미곡수탈이 인근 군산과 옥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상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나, 1950년대까지도 여전

히 전라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 시장으로서 명성을 유지하였

다(박선희 1994: 100; 전주문화재단 2007: 449).

해방 이후에도 남부시장의 경제적 규모는 날로 커져 최소한 전라북

 1) 한국문화인류학에서는 홍성흡(2002), 박경섭(2013), 구혜경(2013)이 정치경제적 조건

의 변화에 대한 전통시장의 상인의 대응에 관한 민족지를 시도한 바 있다. 이들의 

논문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본문을 서술하면서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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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명성을 날렸다. 이 시기는 남부

시장 상인의 기억 속에 “야깡2)이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미곡이나 건

어물과 같은 각종 농수산물이 중심이었지만 수공예품과 공산품도 활발

하게 거래되며 시장의 “활기와 돈이 넘쳐나던 시절”로 회자된다.

<70년대까지 호시절에 대한 기억>

“장사가 잘 될 때는 임실, 남원, 진안, 장계 전부다 우리한테 와서 사갔어. 

내가 종업원을 일곱을 뒀었어. 그리고 약광(야깡)에 가면 경상도서도 오고, 나

중에는 거기로 가기도 하고, 하루에 수박을(이) 7차(트럭)가 오는데.” (제보자 

3, 남, 1932년생)    

<70년대까지 호시절에 대한 기억>

“그때는 하루 나가면 한 달 봉급은 남겨(약 2,500원 순이익). 그땐 그랬어. 

고추 한 100근만 사오면 30원씩 남으면 3000원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참 경

기가 좋았어. 먹고 살기가 좋았지. 그때는 (상인이) 몇 천 명 되지. 시내 주변 

사람들 전부 와서 물건 팔고 엄청나지 그땐 그랬지.” (제보자 4, 남, 1938년

생)

60년대까지 전통시장은 이처럼 지역경제의 중심역할을 담당했고 시

대를 선도해가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시장은 자본, 국가, 상인이 

연합하여 부단히 “사회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공간”(Low 2000: 128)으

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남부시장을 관장하는 전주시는 1961년부

터 노점상 철거를 시도했으며 1968년 ‘시장근대화사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장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확장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대

형 건축구조물 안에 근대적 상상에 맞게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점포를 

 2) “야깡”은 농수산물을 대규모로 경매하는 곳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야깡”의 정확한 

표기와 어원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학자마다 추측에 기반 한 가설이 달라 통

일된 견해나 권위 있는 해석을 찾기 힘들었다. 구전 된 발음도 야깡, 약관, 약광, 약

강 등으로 상이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료는 동아일보 1938년 12월 13일자 신

문에 “야깡(청과물시장)에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는 보도이다. 연구자가 판단하는 가

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 용어가 일본어의 “야깐(夜間)”이나 “야까이(夜會)”에서 유

래했고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경상도 일대의 수산시장에서는 

야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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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렬로 세워놓은 “동질화된 시장문화를 만드는 근대적 공간”(Rutheiser 

1999: 317)이 탄생한다. 이 근대적 상업공간은 민영화의 기치 아래 자

본의 지배를 받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번창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60년대 말 근대화사업에 대한 기억>

“그때만 해도 양철지붕에 기둥만 있었잖아. 판자에. 그렇게 했었지. 문도 

없었고. 그런 건물에서 하다가 철근으로 공사를 하더라고. (전에는) 이런 집이 

아니라 양철로 해서 만든 그런 집이었지. 그렇게 있다가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에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장사를 했어. 신바람 나게 했지.” (제보자 7, 남, 

1946년생)   

하지만 남부시장의 근대화 시도는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운명

이었다. 국가와 자본이 가속화시킨 도시 재구조화와 시장 자유화의 흐

름 속에 쇠퇴의 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남부시장을 쇠락시킨 가장 

주요한 두 가지 구조적 계기는 80년대 초 전주 도심 외곽의 택지개발과 

1996년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이었다. 

우선, 허헌회(2011: 1)와 황선미(2006: 45)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남부시장은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기 이전인 80년대 초부터 이미 쇠락

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가장 큰 도로였던 팔달로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전주 구도심을 외면한 채 도시가 확장되면서 외곽에 

대형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이다. 이러한 도시 확장의 

결과 구도심의 일부였던 남부시장은 전주 북동쪽에 들어선 아파트 인근

에 개점한 대형소매점에 상권을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남부시장의 상인

도 당시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의 등장 이전부터 “아

파트가 생기고”, “차가 많아지면서” 남부시장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과

거만 못해졌다”고 기억하고 있다.3) 

 3) 국가와 민간자본이 주도한 전주시 개발에서 도심이 소외된 것은 외곽에 넓고 싼 부

지, 특히 농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도심의 남부시장의 땅값이 평당 1천만 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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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자본이 조율하고 기획한 도심 주거지의 확장에 따라 구도심

의 일부였던 남부시장이 신흥 중산층에게 불편하고 덜 매력적인 소비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Bromely and Thomas 1995 참조). 

이처럼 남부시장의 쇠락은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그러했듯이 “주거지의 

재구조화 과정과 접하게 관련되어 진행”(Davison and Lees 2010: 

406)되기 시작했다. 

<도시개발에 따른 시장의 쇠락 조짐에 대한 기억>

“옛날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지. 근데 아파트 옛날 효자동 없을 때는 다 여

기서 샀었어. 지금 아파트 생기고 나서부터는 택지개발하고 나서는 (장사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 이쪽 (전주천 건너편과 매곡교 너머 완산교회 앞)까지 

다 (장사를)했어.” (제보자 33, 여, 1940년생) 

외곽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개발 붐이 전주 남부시장의 쇠락을 알리

는 신호였다면 90년대 중반의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할인마트의 등장

은 남부시장의 쇠락을 가시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연유로 많은 

연구(예를 들어, 박명호·김상우 1997; 유대근 1994; 홍성흡 2002)가 이 

시기의 유통시장의 개방과 분화를 전통시장의 쇠락의 주범으로 지목하

고 있다는 점은 타당성이 있다. 실제로 대형할인마트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총체적 편의성”(유대근 1994: 171)을 제공하고, 

대규모 자본으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소비자를 빠

르게 흡수해나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 시기에 대형할인마트

나 백화점에서의 소비가 도시여성의 중산층으로서의 계급정체성을 확

인하는 중요한 기제로 선호되었다는 점도 여러 연구(예를 들어, 문옥표 

1997; 박지환 2005)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

화적 조건에서 남부시장도 급격한 쇠락을 피하지 못했을 것임에 분명하

때 북동부 외곽의 땅은 40-50만원에 불과했다. 도시의 상업시설도 마찬가지의 경제

적 이유 때문에라도 외곽의 아파트 근처로 점차 옮겨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본

의 논리에 따르면 남부시장의 쇠락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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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남부시장의 상인은 이 시기에 영업활동의 쇠락이 눈에 보이

기 시작했다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그 원인을 E-마트와 같은 대형할인점

이나 백화점의 등장과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다. 이는 새로운 대형유통

업체가 (당시의 거리감과 공간적 상상에 따르면) 남부시장과 인접한 곳

에 입점하지 않았고, 취급하는 품목이 남부시장과 다른 것이 많고, 소비

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남부시장 

상인은 오히려 이 시기를 “야깡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사라지고”, 

“배차장이 이전하고”, “버스노선이 많이 바뀐” 때로 기억한다. 인근 지

역에서 찾아오던 소비자가 대규모 경매장이 없어지고 교통이 불편해지

면서 남부시장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의 등장 시기의 쇠락에 대한 기억>

“95년부터 장사가 안 된 거 같어. 상인들이 많아지고 그 뒤로 이 (도심의) 

변두리로 장사꾼이 거창하게 생겼었거든.” (제보자 4, 남, 1936년생)

<대형유통업체의 등장 시기의 쇠락에 대한 기억>

“IMF 전에도 안되었지만 더 안 되는 거 같아요. 약강(야깡)들이 가버리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온다고 봐야죠. 그 때만해도 장사가 잘 되었는데 지

금은 약강(야깡)이 없으니까. 피해 보는 사람들은 남부시장에만 있어요.” (제

보자 6, 남, 1950년생)

상인의 인식과 기억과는 별도로 도심의 확장에 따른 재구조화와 대

형유통업체의 등장이라는 구조적 동인이 남부시장의 쇠락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어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부시장의 상인이 침체를 체

감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그래서 대형 업체의 등장의 

영향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이후 몇 년이 지나자 이들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침체되기 시작한 시장이 더 이상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지게 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침체가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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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어 나아질 기미도 없고, 더 악화될 것도 없는 오늘날의 상태가 이

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남부시장의 상인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인이 결합하여 남부시장의 쇠락을 재촉한 것이라고 기억을 재구

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극복할 획기적 대안이 없으리라는 점을 경험적

으로 체득한 채 살아가고 있다. 

<침체의 체감과 상시화에 대한 기억> 

“이거(천막 점포에서 플라스틱 점포로 바꾼 가설점포) 지은 뒤(2002년)로 

안 돼. 이거 짓고 나서는 안 돼. 그전에는 여기(천변가) 양쪽으로 (노점이) 되

어있어서 그래도 잘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옭아매 놓으니까. 재래시장은 

죽었어.” (제보자 21, 여, 60대)

  

남부시장 상인은 시장 쇠락의 역사적 과정을 “막 먹고 쓸 때는 가고, 

밥만 먹고 사는 시절이 왔다”라고 함축해서 표현한다. 이들의 생애사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진술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남부시장의 쇠락은 급격했고 이곳을 생활터전으로 삼아 온 이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큰 폭으로 추락했다. “공무원보다 딸과 아들 준다는 사람

이 많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이 느끼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박

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상인이 느끼는 쇠락과 이에 따른 박탈감>

“20여 년 전에 우리가 (점포를) 살 때만 해도 1억 5천 줬어. 그럴 때 1억 

5천 줬는데 지금 시세로 하면 몇 억은 받아야지 않겠어(하지만 현재 시세는 

오히려 떨어져 대략 1억이다). 그때 우리 주택만 해도 60평짜리 집이(을) 천

팔백에 샀는데 그때 당시 1억 5천만 원이면 집이 몇 채 값이야.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다섯 채 값인가 여섯 채 값이었어요. 이전에는 가게를 내놓은 사람

도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제보자 10, 여, 1950년생)

<상인이 느끼는 쇠락과 이에 따른 박탈감>

“1980년에는 하루 매상이 20~3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장사가 너무 안 

돼. 하루에 2~3만원도 겨우 벌고 있어.” (제보자 20, 남, 193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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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느끼는 쇠락과 이에 따른 박탈감>

“도매와 소매가 반반이었죠. 80-90년대만 해도 소매로도 하루에 100만원 

그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30(만원)팔기도 어렵고, 거기서 몸값 빼고 나

면 얼마 안 남잖아요. 차라리 공사판 나가는 게 나을 거 같아. 하루 나와 가지

고 5만원 못 벌고 있으니.” (제보자 6, 1950년생)

이상과 같이, 남부시장은 60-70년대의 전성기를 지나고부터 아래와 

같은 4단계의 침체시기를 거쳐 현재의 쇠락한 모습에 이르게 된다. 도심

의 확장과 재구조화에 따라 쇠락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80년대 초, 

유통시장의 변화가 시작된 90년대 중반, 침체가 상인에게 체감되기 시

작한 2000년대 초, 그리고 침체가 상시화 된 2000년대 중반의 단계적 

쇠락을 경험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부시장 쇠락의 시기는 학자들이 80년대 후기자본주의

의 특성을 도시 확장과 소비사회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90년대 후기자본주의의 운동을 전지구화와 연계시켜 논의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2000년대 들어 후기자본주의의 각종 폐해가 가시화되자 

이를 ‘신자유주의’라는 비판적 용어로 함축시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Ortner 2011 참조). 다시 말해, 남부시

장 쇠락의 계기가 전주라는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자본주의의 

변화와 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부시장의 역사는 쇠락의 구조적 계기가 발생한 시기와 

상인이 쇠락의 효과를 체감하는 시기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상인이 자신의 생활조건의 변화에 대한 경험과 이에 대

한 나름의 이해방식을 토대로 구조적 계기를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절에서는 남부시장의 상인이 시장의 쇠락과

정에 대한 나름의 인식과 해석을 토대로, 다른 주체들과 함께 어떤 방식

으로 대응하여 왔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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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부시장의 쇠락에 대한 상인과 외부인의 대응

남부시장의 쇠락은 시장의 내부와 외부에서 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방관한 결과가 아니다. 남부시장의 쇠락이 체감되기 시작함

에 따라 여러 형태의 대책과 대응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통시장의 침체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의식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관이 주

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다. 둘째, 쇠락을 막고자 하는 상인의 

여러 자구노력이다. 셋째, 관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의 개입과 지원이

다. 

이 절에서는 시장 내부와 외부에서 여러 주체가 상호협력하면서 벌

인 대책의 내용과 대응의 양태는 무엇이었으며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들의 노력에 어떤 한계가 있었

기에 남부시장의 침체가 상시화 된 현재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는지 성

찰해보고자 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관의 지원은 시설보수를 목표로 198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이 시작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대자본의 집중과 

지역상권의 몰락에 대한 지역민과 중소상인의 불만과 저항이 커짐에 따

라 중앙정부는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2006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한다. 이후 

2009년에는 ‘재래’라는 단어가 낙후성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수

용하여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부르기 시작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54). 

전통시장에 대한 관의 지원은 시설을 보수하여 시장의 외형적 환경

을 개선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남부시장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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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플라스틱으로 바꾼 노점점포 개설을 위하여 약 1억 원(2000년), 

도색과 편의시설 확충에 약 5억 원(2001년), 현대화사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데 약 153억 원(2002-2003년), 고객지원센

터 건립과 상가 리모델링에 약 15억 원(2005년)을 지원받았다(시장경영

지원센터 www.sijang.or.kr). 관이 주도하는 다수의 지원사업이 그렇듯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대부분의 지원금이 소

비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지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과 

같이 깔끔하고 편리한 시설로 변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은 자명했다. 

노점까지 1천여 개에 이르는 소규모 점포를 대형할인마트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과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하여 자본이 있는 소수의 상인은 차라리 상

가를 모두 철거하고 대형 주상복합 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안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지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어야 하지만 비싼 도심의 

땅을 매입하여 이런 시도를 할 자본가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의 상인의 다수가 쫓겨날 것이고, 전통시

장의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이 시장이 있던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새로

운 목표로 변질되며 전통시장의 정체성마저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딜레마로 인하여 정부마저도 2000년대 말부터는 시장의 현대화 

지원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

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게 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62). 

물론 관의 지원에는 시설과 환경의 개선만이 아니라 상업 활동을 

위한 기술적, 교육적 지원과 같은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바

꾸기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거의 없

었다. 전통시장에 맞게 적응해온 영업방식에 익숙한 세대로 이루어진 

상인에게 새로운 영업방식의 도입은 탐탁치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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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러한 영업방식의 변화가 소비자를 어느 정

도 끌어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예를 들어, 상인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카드 결제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현대에 맞는 생활필수품

이 부족하고 편의성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관이 주도한 전통시장의 현대화 기획은 전반

적으로 정치적 효과는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자본의 도시화’를 추구하고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전통시장을 부차적인 서비스 공간

으로 간주하고, 도시의 재활성화에 궁극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

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Gonzales and Waley 2013: 968), 남부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에 대한 (적어도 진보적인 정권이 섰던 시기에 행해졌던) 

정부의 지원노력은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정부가 허가, 보건, 

안전 등을 중심으로 규제와 관리에 열중하면서 전통시장을 돈벌이(cash 

cow)의 수단으로만 보는 여러 나라의 사례와 달리 한국 정부가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주목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부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행된 정책을 보면 정부가 전통시

장을 본격적인 재생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정치적인 효과를 위한 보여

주기 위한 미봉책을 제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관의 주도와는 별개로 상인 내부에서도 남부시장의 침체와 쇠락에 

대한 위기의식이 싹트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생겨났

다. 우선, 1977년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남부시장 번영회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또한 1970년대 중반에 친목

단체로 결성되었던 풍남문 상인회도 2007년 조직을 법인화하고, 1980

년대에 역시 친목모임으로만 기능했던 천변상인회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단합한다. 이처럼 여러 주체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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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정치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

인일 것이다(홍성흡 2001; 채수홍 2004). 이런 점에서 서로 다른 공간을 

점유한 세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상인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활

발한 정치과정을 보여준 것은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

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부시장의 상인조직의 활동은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우선, 이들의 주요활동이 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치적 압력을 넣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영업활동의 개선 등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관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활동에 치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다른 세 상인회가 각각 

남부시장 내부의 상가, 풍남문 인근 상점가, 노점상에게 시설지원금이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해 경쟁하며 갈등을 만들어내게 된다(구혜경 2013). 

물론 남부시장 상인 스스로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9년 이후 노래자랑과 경품추첨을 정기적으로 개

최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활동이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사회문화적 친 감을 높이고 영업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서는 상인 스스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남부시장 상인이 시장의 쇠락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오

히려 시민단체의 시장 활성화 사업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200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지원 하에 실행되었던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문화예

술활동’을 결합하여 전통시장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소비자

로 하여금 시장을 찾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이

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관광부가 시민

단체를 지원하여 벌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

시)’이다. 남부시장도 전주의 문화단체의 주도로 문전성시 사업을 2011

년부터 3년간 실행한 바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117-13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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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2: 1, 2013: 1). 

상인들은 2005년부터 남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던 전주

의 한 문화예술단체가 ‘문전성시’ 사업을 진행하자 적극적으로 협조한

다. 그 결과 남부시장의 일부(6동 2층)가 ‘청년몰’로 명명되고 이곳에서 

각종 공연과 전시 등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청년몰’에 예술가

를 일정하게 거주하게 하는 ‘레지던스(residence)’사업이나 유휴공간을 

예술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하늘정원’사업도 실행한다. 이

러한 사업은 적어도 외부인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청년몰’은 지

금도 인근 한옥마을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들르는 곳이 되었다. 적어도 

외부의 관광객을 겨냥하여 새롭게 단장한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4)

‘문전성시’사업으로 대표되는 민간문화단체 중심의 사업은 정부의 

지원과 상인의 협력이 함께 어울러져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로 인하여 남부시장의 가게

에 손님이 늘고 매출이 늘고 있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청년몰’에 새로 입주한 공방, 카페, 음식점 등의 ‘놀이 공간’이 활성화

되고 있을 뿐 남부시장의 기존 상가나 상인의 영업에 가시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전통시장 공간의 일부인 ‘청년몰’에 

외부자본을 유입시켜 새로운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곳을 방문하는 

젊은 세대가 늘었지만 기존 상인이 지키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

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환경과 시설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춘 관의 노력, 상인

회의 정치적 행동과 일부 행사의 개최로 요약되는 상인의 노력, 예술을 

결합한 공간의 창출을 통한 전통이미지 개선을 시도한 시민단체의 노력

 4) ‘청년몰’은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남부시장이 이처럼 관광지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남미의 도시에서 (특히 외국) 관광객을 겨냥

하여 전통시장이 어떻게 탈바꿈하는지를 설명한 스완슨(Swanson 2007) 그리고 부름

리와 맥키(Bromley and Mackie 2009)의 논문을 참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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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통시장의 공간을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시장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모시키거나 새로운 주체를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

존의 시장상인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을 유의미한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 주체의 노력이 가

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침체

가 상시화 되어 있는 남부시장의 현재한 모습을 살펴보면 이러한 평가

가 가혹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6. 쇠락하는 남부시장의 현재 모습: 공간, 품목, 세대별 구성과 그 의미

여러 주체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쇠락을 거듭해 온 남부시장

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어떤 부분이 죽어가고, 유지되고, 오히려 활

성화되고 있는가? 이러한 현재 모습은 남부시장의 쇠락에 대하여 어떠

한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함의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절에서

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서 남부시장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밑그림

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남부시장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공간별, 품목별, 세대별 구성이 이

루어져 있는가를 통하여 잘 드러난다.5) 먼저 공간적으로 남부시장은 대

형 상가건축물 내에 입점한 가게, 상가건축물 주변의 천변가설노점, 그

리고 상가건축물과 전주천을 마주보고 있는 공터와 다리에 들어서는 새

벽시장으로 구분된다. 

 5) 상가 매출이 침체 상시화 이후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남부

시장의 쇠락을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연결하여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통계만 있을 뿐 남부시장에 관한 자료가 없다. 이 

연구의 주요 면접대상자들도 하루 매상이 어느 정도까지 감소했다는 식으로 어렴풋

하게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할 뿐, 매출과 이익에 대한 정보는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남부시장의 현재 모습을 그려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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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부시장 현황도

 

남부시장의 토대를 이루는 입점상가의 경우 약 800여 개의 상가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장기간 쇠락을 거치면서 침체가 상시화 된 2000

년대 후반 이후에는 폐점하거나 창고로 쓰는 곳이 절반이 넘고 있어 

보기에 따라서는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낸다(<표 2> 참조). 침체가 

상시화 된 이후에도 다수의 동에서 입점가게의 수는 조금씩 줄고 있다. 

다만 2동에 음식점 3개와 채소가게 1개 그리고 9동에 채소가게와 가구

점이 하나씩 소규모로 가게를 열어 점포수가 늘었을 뿐이다. 

가장 예외적으로 가게가 급증한 6동은 ‘문전성시’사업을 통하여 ‘청

년몰’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청년몰’의 경우에는 ‘문전성시’ 사업이 

진행된 2013년까지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과 기술을 제공받았고, 현재

도 한옥마을 관광객의 급증에 힘입어 영업이 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몰’에 2011년부터 입주한 커피판매 카페 A는 한 방송사의 다큐멘

터리에 ‘청년몰’이 등장한 2012년 중반 이후부터 매출이 상승하여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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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10동 합계

2006 49 60 65 52 24 42 28 30 17 17 384

2013 41 64 50 49 18 86 25 22 19 16 390

(출처: 2006년 제작한 지도와 2013년 제작한 안내도 및 연구자 조사) 

<표 2> 침체 상시화 이후 입점상가의 변동

연도 점포 수 빈 점포 운영점포

2006 198 12 186

2013 198 43 146

(출처: 2006년 제작된 지도와 연구자 직접조사 결합)

<표 3> 침체 상시화 이후 천변가설노점의 변동 

기에는 월 600-700만원, 비수기에는 월 300-4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청년몰’에 입주한 다른 카페, 보드게임방, 맥주가게 등도 마찬가

지로 영업이 늘고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6동에서 증가한 44개의 가게 중 29개가 ‘문전성시’사업의 지원을 

받아 2층에 입점한 경우이다. 나머지 증가분은 대부분 ‘청년몰’에 오는 

젊은 소비자를 겨냥하여 6동 1층에 문을 연 음식점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문전성시’사업으로 조성된 ‘청년몰’의 입

점에 의하여 전체 입점가게 수가 증가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과 같은 착시를 낳고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오던 

기존 가게가 여전히 조금씩 폐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남부시장의 실

상이다. 

천변가설노점도 운영점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표 3> 참조). 구

청에 신고만 하면 입점비용이 없고 과거에 비하여 시설이 개선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은 상시적 침체기의 와중에도 40여개

가 줄었다. 2013년 현재 총 198칸의 가설노점 가운데 52개가 비어 있어 

노점상이 자리다툼을 하며 비좁은 공간에 겹쳐서 활기차게 북적거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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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013년

의류 35 주단포목 54 의류 29 주단포목 49

수선 7 미곡 17 수선 7 미곡 12

채소 43 생선 10 채소 49 생선 10

정육 8 건어물 16 정육 5 건어물 14

음식점 40 가구 22 음식점 50 가구 10

찻집 1 그릇 13 찻집 9 그릇 12

반찬 3 기타 115 반찬 5 기타 129

합계 384 기타 134 합계 390

(출처: 2006년 지도와 2013년 안내도 및 연구자 직접조사 결합) 

<표 4> 입점상가의 품목별 현황의 변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침체가 가시화된 2000년대 초에 입점상가와 천변가설노점

의 수가 상당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점포수가 감소

하고 있는 현상은 남부시장 쇠락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먹거리와 놀거리를 위주로 영업하는 ‘청년

몰’의 입주 가게만 영업이 잘되고 수도 점차 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

은 남부시장의 기존 가게와의 명암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을 뿐 시장

의 쇠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다. 남부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온 가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을 때마다 쇠락을 

느끼고 있다.  

입점상가와 천변가설노점의 이와 같은 증감추이를 품목별로 세분화

해 보면 오늘날 남부시장의 윤곽이 보다 선명해진다. 입점상가의 경우 

전통적으로 거래되던 품목을 판매하는 가게의 수와 규모가 점차 줄어들

고 있다. 특히 80년대 이전에 큰 규모로 운영되던 미곡, 주단포목, 의류, 

이불 등의 가게는 2006년 이전에 이미 급격하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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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채소 과일 생선 약초 김 건어물 잡곡 식품 커피 이불 기타 합계

2006 105 18 20 7 3 3 3 4 2 2 17 184

비율% 57.4 9.8 10.8 3.7 1.6 1.6 1.6 2.2 1.1 1.1 9.1 100

2013 80 16 16 5 3 1 3 4 1 2 15 146

비율% 54.8 10.9 10.9 3.4 2.0 0.7 2.0 2.8 0.7 1.4 10.4 100

(출처: 2006년 제작된 지도와 연구자 직접조사 결합) *2006년 기타 품목: 씨앗, 두부, 속옷, 구

두수선, 비닐 등

<표 5> 천변가설노점의 품목별 현황의 변화 

시장 외부의 가게와 경쟁이 힘든 신발과 같은 품목은 이미 사라져버렸

다(인터원컨설팅그룹 2005 참조).  

반면 음식점, 반찬가게, 찻집 등이 많아지고 있다. 음식점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명한 순대국밥가게들이 이웃의 음식점을 사들여 확장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6동 ‘청년몰’에 음식점이 많아지면서 10여개가 증

가하였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시장의 부대시설에 불과했던 음식점이 

규모도 커지고 수도 늘면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찻집, 반찬집 등의 점증도 전통시장이 원래의 

기능을 잃어가면서 먹거리를 위한 장소로 변모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에서 눈여겨볼 만한 예외적인 현상이 채소가게의 증가

이다. 다른 전통적인 품목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채소는 여

전히 거래가 활발하다. 이와 같이, 전통시장이 먹거리 장소로 변해가는 

와중에 채소의 거래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은 홍성흡(2002)이 연

구한 광주의 말바우 시장에서도 발견된다. 인근 농촌에 둘러싸인 도시

의 전통시장의 경우 먹거리 가게 이외에는 싸고 신선한 공급이 가능한 

채소와 같은 농산물만 대형할인마트와 경쟁에서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  

남부시장의 천변가설노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침체의 상

시화로 가게 수가 절대적으로 줄면서 채소와 과일의 가게 수도 감소하

였지만 여전히 두 품목이 전체 노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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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 소규모 자본으로 인근 농촌에서 공급되는 값싼 농산물을 팔아 

적은 매출을 올리는 데 목표를 둔 노점상과 같은 상업형태가 남부시장

과 같은 조건을 가진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광의의 남부시장에 속하는 세 번째 공간인 새벽시장(도깨비시장)은 

이와 같은 남부시장의 현재 상황이 축약된 결과물이다. 남부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현지에서 “도깨비시장”

으로 부르는 새벽시장이다. 남부시장의 침제가 상시화 된 10여 년 전부

터 시장 건너편 전주천 둔치에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 새벽시장은 새벽 

4시에 시작하여 아침 9시 정도에 파한다.6) 새벽시장의 특징은 전주 인

근에 사는 상인이 트럭에 계절별 채소와 과일을 싣고 와 일정시간 동안

만 장사를 하고 자리를 뜬다는 것이다. 새벽시장의 소비자들에 따르면 

이곳의 물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중간유통단계를 여러 번 거치지 않아 

가격이 싸고, 매일 적은 양이 소진됨으로써 신선하고, 물건도 비교적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농산물 생산자가 일부 포함된 

“도깨비 시장”상인의 입장에서도 적은 자본으로 큰 욕심내지 않고 적은 

이윤에 만족할 수 있다면 새벽시장이 제격이라고 한다.

새벽시장이 이처럼 성황을 이루는 현상을 바라보는 남부시장 상인

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야채상이 주를 이루는 일군의 상인은 

새벽시장이 남부시장을 향하는 손님을 앞에서 채가는 형국이라 영업에 

지장이 많다며 불만을 토한다. 남부시장의 입점상가 상인 중에는 같은 

논리로 천변가설노점까지 철거해야 남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

장하기도 한다. 반면 새벽시장이 있어서 그나마 죽어가는 시장에 생기

라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는 상인도 의외로 많다. 이들은 같은 논리로 

 6) 전에도 일정시간에만 여는 난전형태를 가진 “도깨비시장”은 매곡교 인근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남부시장 번영회와 전주시가 단속을 자주 하면서 

규모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대략 10년 전부터 현재의 위치에 다시 자리

를 잡았으며, “도깨비 시장”의 상인이 기존 남부시장상인의 단속에 크게 반발을 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별 통제를 받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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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이 장사에 도움은 거의 되지 않지만 사람이라도 자주 왕래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새벽시장에 대한 상인의 부정적 해석> 

“새벽장만 조금 괜찮지. 새벽장도 저 채소지. 생선은 다른 타지 사람들이 

와서 팔아먹고 다해. 썩을 놈의 다리 놓고 없는 사람은 더 죽어 저그서 다 사

먹는디 여그 오간디? 다리 없어져버려야 한다고 생각해. 여그 많은 사람들은 

새벽장에서 다 사갖고 가버린다고. 여그 앉은 사람들은 살 수가 있어야지.” 

(제보자 25, 여, 1941년생)

<새벽시장에 대한 상인의 긍정적 해석>

“천변상가나 새벽상인들은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나왔겠지만 천변 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주도를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시에서도 어떻게 하지

를 못하는데 이정도 하는 것은 새벽시장 덕분이에요. 그거 없으면 남부시장 

죽어요. 그거마저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죠.” (제보자 6, 남, 1950년생)

새벽시장에 대한 남부시장 상인의 다양한 시각과는 별개로, 우리는 

전주시의 아파트와 주택가 인근에 이런 “도깨비 시장”이 활성화 된 곳

이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깨비 시장”

의 특징은 산지에서 적당한 양의 물건(특히 채소, 생선 등)을 직접 가져

와 적게 이윤을 남기고 시장보다 싸게 판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깨비 

시장”의 활성화는 대규모 자본이 장악한 유통시장에서 중소상인이 자본

을 최대한 적게 들이며 생존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남부시장에

서 그릇이나 수제 가구와 같이 특화된 물품을 파는 가게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채소가게가 전통시장의 기능에 맞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유도 적은 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남부시장과 도깨비 시장에서 보이는 신선한 농산물의 경쟁

력은 농촌과 인접한 도시의 전통시장의 현재 모습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에도 명맥을 유지하는 전통시장은 특화된 



116  비교문화연구 제21집 1호(2015)

구분(연령) 30~39 40~49 50~59 60~69 70~79 80~ 비고

남 - 1 1 6 5 3

여 - - 2 8 10 -

합계 0 1 3 14 15 3 36

비율(%) 0 3 8 39 42 8 100

<표 6> 면접대상자의 연령구분 

상품의 전문시장이 아니면 농산물을 팔고 있다(Gonzalez and Waley 

2013: 966). 홍콩처럼 경제가 발전한 곳에서도 소위 ‘물기 있는 시장

(wet market)'이 여전히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채소, 생선, 과일 등 신선

한 식재료를 팔고 있고, 이곳에서 식재료 가공을 위한 단순기술이 적절

하고, 소비자를 다루는 독특한 솜씨가 문화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

이다(Goldman, Krider, and Ramaswami 1999; Schipmann and Qaim 

2011). 소상인으로 이루어진 남부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이 그나마 명맥

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모습은 아직도 신선한 식재료가 경쟁력 있는 

물품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남부시장의 오늘날의 모습을 특징짓는 마지막 한 가지는 상인의 고

령화이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한 36명만을 놓고 볼 때 60대 

이상이 무려 89%나 되며 70대 이상도 50%나 된다(<표 6> 참조). 물론 

이 연구에서 남부시장의 역사를 듣기 위해 나이가 많은 상인을 주로 

접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접대상의 평균연령이 실제 시장의 평균연

령보다 높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번영회 관계자의 진술과 연구자의 관

찰을 종합해 볼 때 65세 이상의 상인이 적어도 전체 상인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남부시장의 상인이 침체된 영업으로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지키고 있기에 그나

마 전통시장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자녀

에게 가게를 물려주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물려준 상인이 제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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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는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그릇이나 가구를 취급하는 가게처

럼 극히 일부 장사가 되는 곳만 자녀에게 대물림을 하고 있다. 이런 현

실을 고려할 때, 고령화 된 상인들이 사라지면 전통시장으로서 남부시

장의 존립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상인의 고령화가 

시장의 미래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수의 고령화된 상인들은 왜 노구를 이끌고 변변치 않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고령에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녀나 이웃의 비판적인 인식을 

애써 무시하면서까지 시장에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고령화된 상인의 대답은 이들이 시장을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현재

의 남부시장을 실천적으로 구성해내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들에게 시장

은 고생을 감수하면서 청춘을 바친 덕에 자녀를 무사히 키우게 만들어

준 일터이고, 오랜 단골을 만날 수 있는 향수의 장소이다. 고령화 된 

상인이 용돈벌이에 자족하며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가

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궤적이 배어 있는 기억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된 상인이 가게를 지키는 이유>

“집에 우두커니 있으면 뭐더겠어. 오래 했었응께 우리 둘이는 넘의 점포가 

아니라 팔아서 썩는 것도 아닌께. 하루에 천원 벌면 천원 벌믄돼. 집에 들어 

앉았으믄 뭐 하겠어. 들어 앉아있으면 양로당이나 등산이나 가겠지. 그래서 나

오면 천원 오백 원이라도 번께 하는 거여.” (제보자 1, 남, 1931년생)

<고령화된 상인이 가게를 지키는 이유>

“애들도 취직하고 살고 있고, 노인네가 인제 나와서 옛날에 알던 손님들 단

골들 한 사람씩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손님들은 다 나이든 손님들이여.” 

(제보자 2, 여, 1939년생)

<고령화된 상인이 가게를 지키는 이유>

“남부시장은 청춘을 바친 곳이죠. 삶의 투쟁의 장이고 지금 장사가 안 되서 

문 닫는 가게가 많은데 나 같은 경우는 점포 주인이니까 지키고 있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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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팔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보자 6, 남, 1950년생)

주목할 점은 남부시장을 찾는 소비자도 거의 대부분 중장년층이라

는 사실이다. 젊은 세대는 부모를 따라나선 경우가 아니라면 남부시장

을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나 ‘청년몰’을 구경하기 위하여 찾는 곳으

로 인식한다. 편의점이나 대형할인마트처럼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 아

닌 것이다. 이처럼 일부 활성화 된 상업공간을 제외하고 쇠락하고 있는 

남부시장은 고령화 된 상인과 이들의 단골인 중장년층 소비자가 구성하

며 유지해내고 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고령화 된 남부시장의 현재 모습은 여러 가지 점에서 지

속적인 쇠락을 예견하게 한다. 먼저, 고령화는 전통시장 쇠락의 전형적

인 특징인 ‘탈-투자(dis-investment)’, 즉 인적․물적 투자의 중지를 만

들어내는 원인이자 결과이다(Gonzalez and Waley 2013: 978). 

또한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정체되어 나타나는 고령화는 전통시장

이 여전히 노년층 상인과 소비자에게는 향수를 매개로 한 장소로서 구

성되고 있지만, 적어도 신세대 소비자에게는 정체감을 주는 장소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탈-장소화(dis-plac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Davison and Lees 2010, Gonzalez and Waley 2013: 978 

재인용). 

마지막으로, 고령화 된 상인들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자신의 정치

경제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향수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신의 계급

적 조건을 간파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상황”(민가영 2007: 41)

에서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정치를 꾀하기보다는 과거의 향수에 기댄 

채 쇠락을 견디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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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어: 남부시장의 제한된 미래와 전망 

본 연구는 쇠락의 역사, 쇠락에 대응하는 여러 주체의 실천, 그리고 

상시적 침체에 빠져 있는 현재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자 했다. 

현재의 모습에서 예견되는 남부시장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다수의 

가게가 지속적인 수입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가게는 명맥만

을 유지하거나,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인과 소비자의 

고령화는 남부시장이 향후에도 전통시장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 ‘장소성’(Davison and Lees 2010)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

문을 갖게 한다.

남부시장의 지속적인 쇠락과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역사적으

로 관철되어 온 구조적 힘의 산물이다. 남부시장의 쇠락의 역사는 자본

과 국가가 조율하여 기획하고 실행해 온 자본의 집중화, ‘자본의 도시

화’(하비 1996: 37-85),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의 확산의 역사

(Harvey 2005; Ortner 2011)이기도 하다. 자본의 근대화 기획에 의해 

번성일로를 걷던 남부시장은 도시와 산업을 재편하려는 이들의 새로운 

설계에 의해 오늘날처럼 초라하게 변모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힘만을 

고려하면 남부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의 쇠락은 불가항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힘의 전개를 매개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는 행위자(agency)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다. 남부시

장의 쇠락은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치경제적 조건의 악화를 

막아보려는 주체들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인

들은 자신을 관리와 포섭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구조적으로 배

제하고 책임을 개인화하는 “신자유주의의 이중 메커니즘”(정수남 2013: 

139)을 실행하는 국가와 자본에 무력했다. 

그 결과 “희망이 거세된 절망의 상황”(박보영 2010: 31) 속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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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 된 상인들은 과거의 삶을 낭만화하고 향수하는 ‘기억의 정치’에 

의존하여 현재를 버티어내고 있을 뿐이다. 이해하기 어렵고, 감내하기

도 힘든 현실을 과거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구성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Mehan and Wood 1975). 구조적인 힘에 대응할 주체의 실천이 

보이지 않은 남부시장이 ‘탈-장소화(dis-placement)’(Davison and Lees 

2010, Gonzalez and Waley 2013: 978 재인용)하여 전통시장으로서의 

장소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비관적인 견해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남부시장에

서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미래를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남부시장에서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 

전통에 대한 향수를 일으키는 음식점, 반찬가게, 찻집 등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보면, 향후 남부시장을 전통적으

로 거래되어 온 물품을 파는 시장으로서보다는 ‘먹거리 시장’, ‘놀거리’, 

‘구경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럴 경우, 기존의 상품을 거래하는 전통시장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

이 될 것이고 새롭게 구성된 ‘전통’의 의미를 소비하는 문화적인 장소가 

탈바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을 

관광지로 변모시키는 이러한 시도는 유럽과 남미의 여러 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예를 들어, Swanson 2007; Bromley and Mackie 2009; 

Stunnel 2010). 남부시장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웃 한옥마을과 연

계하여 관광명소로 변신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신은 

궁극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 있던 공간

을 활성화는 것일 뿐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남부시장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

는 것이 채소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부시장은 본디 인근 

농촌지역의 농산물이 집산하는 장소였다. 이제는 과거의 “야깡(청과물

시장)”과 같은 규모와 형태로 유지되기는 힘들겠지만 남부시장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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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향후에도 채소와 과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

는 시장으로 특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취급하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있다(Goldman, Krider, and Ramaswami 

1999; Schipmann and Qaim 2011 참조). 

하지만 전주시에 이미 삼천동과 송천동에 청과물 도매시장이 존재

하는 현실에서 남부시장이 이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남부시장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형성된 새벽시장

의 성장이 갖는 함의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남부시장의 

일부를 “새벽시장”의 노점처럼 소자본으로 인근지역의 채소와 과일을 

신속하게 유통시키는 “자연발생적” 장터로 변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경우 남부시장은 시간을 거슬러 전근대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모습을 가진 작은 장터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현재 일부 전통시장의 성공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김진영 

2010; 박재수․김응규 2012 참조) 대형할인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일

부 물품을 특화시킨 시장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부

시장에서 먹거리를 제외하고 그나마 장사가 되고 있는 물품이 그릇과 

가구뿐이라는 사실이 걸림돌이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지역특산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기획에 의해서

만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남부시장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구상은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기보다 새로운 변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할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된 

상인이 경쟁력 없는 물품을 팔고 있는 전통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이전

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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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락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시설을 근대화하고, 상인을 교육하고, 매력 

있는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해도 전통시장으로서 남부시장의 

기능은 되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거대한 대자본의 격랑에 휩쓸려 있는 전통시장의 

중소상인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론만을 외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자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이 질문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가지

고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가 남부시

장과 같은 전통시장의 쇠락을 막는 대안으로써 기존 상인의 활동을 활

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동시에 전통시장의 공간만을 

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민족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

던 남부시장의 쇠락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은 지금이라도 전통시장의 미

래를 위한 냉철한 진단과 현실성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하

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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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line Processes, Responses, and the Future 

of Traditional Markets: 

The Case of Nambu Market in Jeonju City

    Chae, Suhong* and Koo, Hye Kyeong**7)

This ethnographic study explores the ways that a traditional 

market called Nambu Sigiang (market) in Jeonju city has experienced 

a decline historically. It explains the political economic conditions 

and social cultural processes under which the Nambu market has 

reached to current situations. Based on the explanation, this study 

intends to refle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proposed and 

implemented by various agents such as governmental officers, small 

traders in traditional markets, NGO activists and scholars for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in Korea.   

For the purpose, focusing on the political economy of Jeonju city, 

this study first describes historical processes that the Nambu market 

has declined. Second, it explains how various agents concerning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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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 of the market have been involved in the attempts of 

revitalizing the market and how the market was constructed as a 

social cultural space in the processes. Finally, based on the political 

economic conditions and the soci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described earlier, this study attempts to speculate the possible 

future of the market.

This study ultimately aims to emphasize that it is time to draw 

realistic diagnoses and alternatives for the future of the traditional 

markets in Korea beyond simply suggesting politically correct 

proposals and all the possible measures as many specialists on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s in Korea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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