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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rand identity for 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

-Around the Suncheonwutjang traditional market-

Seo seon-hyang

Advisor:  Prof. Lim Chae-Hyong 

Major in Visual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The market that is opened every fifth day as a start of bartering and

place for gathering in the village or town is usually called as a

traditional market. Tradition has to be continued and inherited, but

today’s traditional market is losing its original meaning, so it is needed

to make policies to increase its independency. While consumers visit

supermarkets or convenient stores more often, traditional markets are

losing their position in this age.

In the past, transactions were completed in traditional markets, the

center of communication and gathering, even without any rules or

regulations set for the producers or consumers, and they were deeply

associated with the necessities of their lives. Also, in each region,

unique traditional markets were held with their regional specialties. As

endeavoring to let the legacy of traditional markets continue,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devise and carry out a variety of

cultural projects related to traditional markets in order to form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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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markets and supermarkets and

between consumers and producers, for example, ‘A Day to Go to a

Traditional Market’, ‘A Pilot to Vitalize Traditional Markets through

Culture’, or ‘A Cooperative Project between Traditional Markets and

Universities’. It also made policy to increase the use of Onnuri Gift

Coupons or operate a compulsive closing system for SSMs. Despite

such regulatory operations, consumers are still reluctant to visit

traditional markets because of inconvenient parking facilities, poor

sanitary conditions, the merchants’ unkindness, or unstandardized

products. Even if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a huge budget and

made much political effort for them, the growth of traditional markets

is still dragging because they barely recognize the reality at the site

and the merchants are participating rather passively.

To increase sales in traditional markets and vitalize them more, it is

need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provide customers with more

convenient and modernized facilities, and establish a market brand

identity combined with culture, arts, and design through creative ideas.

Mainly with Suncheon-Wutjang, a major traditional market in

Suncheon with 100 years of history, this study is going to figure out

ways to vitalize 5-day markets and permanent markets, too.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which Suncheon-Wutjang, uniquely has, this author

embodies the image of it and establishes the concept for it. This

researcher will analyze the market’s specialties and strengths as well as

what to be improved or pursued afterwards through a survey

comparatively in order to develop its brand identit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allow Suncheon-Wutjang, to be a

major market in Suncheon where consumers not just fill their basket

with things they buy in it but also become fully satisfied with their

warmness and come to publicize Sunche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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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it is expected that an identity system can be established for it

with a brand well reflecting its originality as well as unity so that it

can be firmly positioned as a representative traditional market in

Suncheon and play positive roles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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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물물 교환의 시작이고 모임의 장소가 되어 5일마다 촌락과 마을을 중심

으로 보통 장이 열리는 곳을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이라 한다. 전통은

계승되어야 하고 이어져야 하지만 오늘날의 전통시장은 그 의미가 퇴색되

어 자립도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졌고 소비자들의 대형마트나 편의점

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사회에서 전통시장은 자리를 잃어가

고 있다.

소통과 모임의 중심지가 되었던 전통시장은 생산자나 소비자나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 없이도 거래가 성사되었고 의식주생활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마다의 특산물로 인해 특색 있는 희소성을 보여주며 전

통시장의 맥을 이어오려 애쓰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올바른 공생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시장가는 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범사업’, ‘전통시장 대

학협력사업’등 여러 가지 전통시장과의 문화 접목 사업들을 모색하여 시

행하였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와 대형마트의 SSM 강제 휴․무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으

로 소비자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유는 불편한 주차시설 및 위생 청결도의

미흡함과 상인들의 불친절, 규격화 되어 있지 않는 상품들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 및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더딘 성장속도를 내는 것은 현장의 현실성 인식이 부족하고 상

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결여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시장은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의시설 제공 및 현대화를 구축하

여야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문화․예술 디자인을 접목한 시장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여 매출 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시켜

야 한다.

본 연구는 100년 역사를 지닌 순천의 중심 전통시장인, 순천웃장을 중



- 5 -

심으로 상설 또는 5일 마다에 열리는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순천웃장 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여 이미지화 형상을 하고

콘셉트를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시장의 특 장점 및 개선 지향 점

을 비교 분석하여 브랜드 아덴티티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순천웃장이 순천시의 중심 시장으로서 소비자가 물건만

담아 돌아오는 곳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순천을 알리고 정겨운 마음까

지 담아 돌아 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브랜드에 독창성

과 통일감을 잘 반영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순천의 대표 전통

시장으로서 자리매김 하여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변화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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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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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의 근현대화가 추진되고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정비 사업을 실

시하며 대 내외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설과 환경의 낙후로 인해 전통시장은 빠른 현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 방식의 경영을 고수하고 대형슈퍼나 대형마트, 24시 편의점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2년부터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였고, 2008년에는 전통

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많은 노력을 쏟기 시작했다.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화장실의 현대화, 냄새나는 쓰레기통

없애기, 노후 된 바닥을 개선하고 편리한 주차시설을 구축하여 소비자

의 발길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각 상가의 특색과 품목의 특징을 살려 간판제작과 명함제작도 하였

고 골목골목 들어서 있는 점포의 위치 파악 및 점포 소개를 위한 리

플렛도 제작해 주었다. 그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도와

함께 존재 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 강제 휴․무제를 시행토록 법적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소비자

들은 이러한 대형마트의 휴무를 실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다음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러 다시 마트를 가는 현상을 보였다.

전통시장 방문했을 때 대형마트와 비교되는 부분을 보면 규격화되

지 못한 제품의 양이나 신선도, 일정한 맛을 보장할 수 없고, 유통기

한 확인이 불가하며 상인들 불친절한 서비스 정신, 신용카드의 거부

및 현금 요구 등이 불편함을 야기 시킨다. 상인들과 소비자의 관계를

조금 더 좁히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경영진흥원에서 발행한 온누리 상

품권을 거부하는 곳도 있어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정부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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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정책적 방안모색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인식을 정책적으로만 풀어내려고 했고, 상인들의 참여와 동

의가 저조하며 전통시장의 주인인 상인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해서

정책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상권 중심지이자 문화이다. 생존적 공간이자

문화적 공간으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으로 소비자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전통을 계승하고 일자

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코어가 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의 브랜드 화는 도시들 간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개성

있는 특산물 및 관광, 문화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지역 경쟁에 힘을 쏟

는다. 전통시장은 소도시일수록 그 지역의 중심이 되며 구심점이 되기

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성을 고착시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해야 한다.

시장의 아이덴티티가 잘 녹아있는 브랜드 개발이 된다면 지역경제

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하나의 관광산업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독창성과 창의성이 돋보여 향후 브랜드 디자인이 전통시장

의 하나의 특색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비자들

에게는 정겨운 마음까지 담아 오는 곳으로 변화가 생겨날 것이라 이

연구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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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전통장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해 나가

는 과정으로 전통시장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의미를 고찰하고,

순천의 대표 전통시장인 순천웃장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독

창성과 안정감, 통일감을 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논의 후 설문조사 및 사례 등을

통해 실증연구를 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디자인 개발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 및 구성요

소, 역할의 이론적 배경 살펴보고 전통시장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전

통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룬 시장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장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들의 성공 사례를

알아본다. 연구 분석 대상으로는 순천웃장의 국밥골목을 중심으로 디

자인 현황을 살펴본다.

셋째, 순천시장의 디자인 방향을 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

된 문제점을 토대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시한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디자인 및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구성

하여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기술하고, 순

천웃장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역할과 의의를 논

하는 것으로 연구의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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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구성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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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해

1.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념

  브랜드(Brand)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보면“상표나 제품의 이름, 제품

의 품질 및 품종 그리고 소유주(所有主)등을 표시하는 소인(消印), 각인

(刻印) 등 이다.1)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나 말로 표현할 수 없

는 기호 체계 등을 사람들로 하여금 머릿속에 쉽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브랜드는 상품이나 상호, 단체의 이름을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문

자, 명칭, 기호, 디자인 등으로 나타 낼 수 있다. 한 기업의 브랜드는 고

객과의 약속이 담겨져 있으며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고, 철저한 서비스를 

약속하며 타 기업과의 경쟁 및 차별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브랜

드는  기업이나 개인 및 단체 국가 등에 폭넓게 사용되어 지고 있다.

  브랜드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형적 자산 가치를 지닌 존

재가 되었다. 브랜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 브랜드와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필요로 하고, 기업은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지 이미지의 궁극적인 목표 설정을 해야 할 것이다. 브랜드가 중심이 되

고 소비자에게 기업이 원하는 핵심적인 브랜드를 형성하여 대중들의 인

지도와 관심도 및 충성도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브랜드 아이덴

티티(Brand Identity)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브랜드는 이념, 목적, 활동, 표현 등을 통일

성 있게 만들어 브랜드가 가진 개성을 만들어 내며, 브랜드 이미지가 소

비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주기위해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하기 쉽게 하는 

것으로 서술하였고, 상품의 마크나 로고, 색상 및 취향, 마인드, 판매 촉

1) 손일권, “브랜드 아이덴티티티 -100년 기업을 넘어서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경영정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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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브랜드�아이덴티티의�정의

아커
(David A.Aaker)

브랜드의 가치 체계와 성향, 목표 의미 등을 보여 준다

업쇼
(Lynn B. Upshow)

브랜드 자산이며,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개성이나 포지셔
닝을 인식함에 있어 브랜드에 대해 느끼게 하는 통합적 
지각인 것이다.

켈러
(Kevin LaneKeller)

브랜드이미지를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기
억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도구가 되는 
것이다

진활동2) 등이 이에 속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체계로서의 브랜드와‘자아 동일성, 주체

성, 정체성, 일치성, 통일성’등을 의미하는 아이덴티티가 결합된 용어로

서 BI라 한다.

  아커(David A. Aaker, 1996)는“브랜드아이덴티티는 브랜드의 가치 

체계와 성향, 목표 의미 등을 보여 준다3)”라고 정의 하였다.  브랜드를 

입체화하기 위해 체계적 연상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여 이를 전략화 시키

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업쇼(Lynn B. Upshow, 1995)는“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자산이며,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개성이나 포지셔닝을 

인식함에 있어 브랜드에 대해 느끼게 하는 통합적 지각인 것이다4)”라고 

하였다. 이는 다양한 감각적인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서 브랜드의 일관성 

있는 상징화를 나타내는 것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 하였다. 켈러(Kevin 

Lane Keller, 2007)에 의하면“브랜드 아이덴티티란 브랜드이미지를 기

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도구가 되는 것이다5)”라고 정의 하였다.

<표 1>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

2) 네이버 지식백과 패션전문자료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9834&cid=42822&categoryId=42822

3) 아커(David, A. Aaker,) “Building Strong Brands” The Free Press, 1996

4) 업쇼(Upshow. Lynn) “Building Brand identity” Wiley, 1995

5) 캘러(Kevin Lane Keller) “Strategic Brand Management”, Brand & Compan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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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의 구성은 상위개념인 의미요소와 하

위개념인 표현요소로 나눌 수 있다. 상위개념의 의미요소는 비시각적 요

소라고도 하는데 전체적인 브랜드 플랫폼(Brand Flatform)에서는 브랜드

비젼(Brand Vision), 브랜드 미션(Brand Mission), 브랜드 개성(Brand

Personality), 브랜드 포지셔닝(Brand Positioning)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

위개념인 표현요소 또는 시각적 요소에는 브랜드 네임(Name), 브랜드 로

고타이프(Logotype), 브랜드 슬로건(Slogan), 브랜드 캐릭터(Character),

브랜드 칼라(Color), 웹사이트(Web site), 브랜드 패키지(Package)등을 포

함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의 의미요소는 상위개념으로 모든 브랜딩

중심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의미요소와 표현요소는 긴밀한 수직적 또는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강하고 상징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주춧돌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는 곧 말이자 행동이다. 브랜드가 가

지고 있는 전체를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며 정체성과 독창

성 및 개성이 대변되어져 언어로 일치성을 보이게 되고 이로 하여금 브

랜드의 지속적인 생명력이 유지되고 기업으로서 신뢰받는 제품이 만들어

지게 요구 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연상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 브랜드가

추구하는 특징은 제품의 속성과 기업의 이미지가 잘 드러내도록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 하는 것이 핵심이자 구성 요소가 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들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브랜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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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브랜드를 인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기도 한다.

브랜드 네임(Name)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대표적 구성요소이며 표현

수단이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네임을 달면서부터 인지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또한 브랜드를 연상할 수 있는 대표적 문구를 압축 형태의 문

장으로 표현하는 슬로건(Slogan)은 광고 카피와 조합하여 사용되어 브랜

드 내임을 연상시키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흔히 우리가 로고(Logo), 마

크(Mark)라고 표현하는 시각적 요소의 작업물은 브랜드 네임(Name)을

디자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한다.

패키지 디자인(Package Design)은 제품을 담는 포장디자인으로 제품의

내용물이 잘 전달되고 특정 기업의 분위기가 잘 들어나도록 해야 한다.

캐릭터(Character)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화 캐릭터와 같은 형태로 의인

화 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좀 더 친근감을 유발시키며 로고나 마크와 같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 요소로서의 자산가치가 높다. 컬러(Color)는

브랜드 네임을 연상하게 한다. 브랜드 로고에 지속적인 컬러의 노출은 브

랜드의 퀄리티를 높인다. 녹색은 스타벅스 로고, 빨간색은 코카콜라, 파란

색은 삼성을 연상하게 한다. 음악(Music)이나 징글(Jingle)은 또한 브랜드

로서의 가치영역을 넓혀가고 저작권이라는 형태로 지적 재산을 인정받고

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브랜드와 함께 소리를 연결시켜 짧지만 청각

을 자극함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로서의 목적의식 속에서 기능, 정서, 자아

표현을 중심으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과 기업의 이상적 가치를 잘 조합을 이루어야 할 것

이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구성요소

들의 공통점을 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대부분은 시각적 요소와 청각

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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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6)

6) “마케터에게 꼭 필요한 브랜드 용어”들을 재구성 함. 2017.03.02., http://ppss.kr/archives/9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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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역할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의 성공적 구축은 고객의 마음을 움

직이는데 있다. 제품을 보증하고 시각적 측면을 통해 친근감을 느끼게 하

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안정된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브랜드에 맞

는 이상적 가격형성이 되고 미래에도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면 유망고객

이 생기게 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비주얼이 모여 전체의 브랜

드를 이루어 생명력 있는 브랜드가 되어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

주면 미래지향적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브랜드 아

이덴티티가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제품의 질(質)적인 면만 보지 않

는다. 시각과 청각을 통한 종합적 이미지 통합을 구축하여 수많은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급변하는 브랜드 시장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는 브랜드를 확립시키는 여러

카테고리 안에서 시장 영역을 확장시키고 소비자가 제품 구매확정에 영

향을 주는 요인적인 역할을 한다.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

까지 사람중심의 자아표현 가치 제안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 필

요할 제품을 제시함으로 브랜드로서의 가치적 신뢰성과 믿음이 기본이

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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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통시장

1. 전통시장의 개요

재래시장(在來市場)의 사전적 의미는 예전부터 있어 전해져 내려온 곳,

또는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우리나라 초기

국가 삼한시대(三韓時代)에 장(場)에서는 화폐가 통용되었다는 기록을 통

해 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적 근거를 알 수 있다. 시장하

면 떠오르는 즐거운 장소는 가격을 측정하고 물건을 파는 1차적 목표 행

위만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 간의 정보교류,

문화․사회 활동 및 모임 장소로서의 역할까지 추상적이지만 의미적 삶

이 담긴 곳을 시장(市場)이라 해석 할 수 있다. 특별히 시설의 기반을 갖

추지 않고서도 일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장은 15세기경 서울에서 먼저 형

성되어 지방으로 확산 된 후 전국 크고 작은 장이 100여 곳 생겨났고, 19

세기 말에는 1,600여개에 달하는 장이 생겨났다고 한다.7)

오랜 시간동안 전통을 지키고 삶과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유통과

소통의 공간이 된 재래시장(在來市場)은 요즘 들어 전통시장으로 불리 우

기 시작했다. 기존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을 준다하여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청은 2008년 ‘전통시장 가는 날 선

포(2008. 4. 3)를 계기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전

통시장’이라는 공식적 정책용어로 사용하였으며8) 「전통시장 및 상점가

7)조민, “전통 재래시장 선택속성의 중요도, 만족도 비교 및 지출액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정선 5일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2010, p10

6)박재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문전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성균관대

학교 일반대학원, 2014,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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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 명칭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류,

무역, 문화교류의 중심지인 전통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엮어주는 플랫

폼 역할을 하며 상인이 모여 물건을 매입하는 장소인 것이다. 전통시장은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매일, 3일, 5일 등의 날짜를 정해 놓고 약속한 날

짜, 약속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본 연구자는 재래시장이라 칭하

던 명칭을 현대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전통시장으로 표현하여

사용하였다.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문화가 계승되어 하나의 장을 이루던 곳

이 전통시장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래

시장이란, 지금의 전통시장은 마을 장터의 의미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

로 조성되어 발전된 곳이 아니라 소비자의 실생활 속에서 필요에 의한

자연발생적으로 이어져온 의미로서의 시장인 것이다. 다수의 수요자와 공

급자간의 상시 또는 정기적인 약속을 통해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

정 규모 이상의 매장 및 상설 시장, 또는 정기시장을 전통시장이라 한다.

많은 소매업 기능이 약화되고 건물의 시설 또한 낙후 되어 근대화 및 재

개발, 재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장을 말한다.9)

시장의 정의를 <표 2>에서 진흥법과 계획법으로 구분 하였다. 도․소

매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시장이라 함은 일정 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

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법 제55조에 의하면 시장이라 함은 도․소매업 진

흥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 점, 대

규모소매점 및 도매 센터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의 정의를 규정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과의 많은

개념차를 볼 수 있다.10) 이태웅(2001)은 시장을 유형에 따라 분류 했다.

9)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재래시장의 합리적 재개발방안과 모형연구” 1999, p42

10)이태웅, “부산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전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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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소매 진흥법

제2조 1995년 1월 개정

도시 계획법

제55조:1994년 3월 16일 개정

시장은 일정 구역 내의 건물 또는 지하

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

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

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매장의 

분양이 허용되는 것을 말함.

시장은 도․소매 진흥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

형 점, 대규모소매점 및 도매센터와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을 말함.

일반적 시장에는 구체적, 추상적 시장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체적 시장은

규정된 지역 내의 특정재화 및 수요가 집약화 되어서 가격 결정이 이루

어져 매매가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며, 추상적 시장이

란 구체적 시장에서 형성된 특정재화의 가격이 통용되고, 시간이나 공간

의 제약으로 수요공급의 거래범위를 의미했다. 또한 개장시기, 상품 품목,

위치, 시간적 관점, 소유관점, 특수목적별로 시장의 개념을 정리 분류 하

여 정의하였다.11)

<표 2> 법규상의 시장 정의

11)이태웅, “부산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전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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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시장의 기능과 특성

전통시장에 들어서면 눈, 코, 입을 자극하는 그 지역만의 정서와 문화

를 느낄 수 있다. 꾸밈없이 장바구니 하나 들고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우리네 가족과 이웃사촌을 만날 수 있고 처음 보는 얼굴이 처음이 아닌

냥 정겨운 인사를 나눈다. 정해진 양의 물건에 덤으로 얹어주는 넉넉한

인심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다. 촌락을 중심으로 또는 지역

을 중심으로 열리는 시장은 주민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왔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통시장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재화 및 물품을 수요자와 공급

자가 매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간이나 건물 매장, 장터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많은 생필품과 공산품을 판매하고 주택가 주변 등에 위

치하여 마을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기능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

매유통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다.12)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을 터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상인들은 대형슈퍼

나 할인점 및 편의점과 같은 곳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상품들을 판매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반면 서비스의 질과 상품의 품질, 고객 관리,

가격 정찰제등의 현대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소비자는 저렴한 가

격으로 여러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상품 구매 시 편의성을

제공한다. 두 번째, 소비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

12)조동영, “대형할인점 차별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경북대학교 과

학기술대학원, 201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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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으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의 구

매 관습에 적합하게 제공한다. 세 번째,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적고 많

은 점포들의 업종별 경쟁가격이 형성되어 소량의 제품들을 저가판매 및

구입이 가능하다. 네 번째, 영세상인들을 위한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사

회복지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제외된 사람이나 노약자 및 소외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13)

13)안용찬,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향과 기대효과” 석사학위, 단국대학교, 2006,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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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합계

599 199 409 189 167 285 316 55 2,214

3. 전통시장의 활성화 필요성

<표 3>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2,214 개소가 검색되어 졌다. 이렇게 많은 전통시

장은 지역마다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우리나라 전통시장 분포 14)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생활터전이고 주민들에게는 만남과 교류의 장소

이며 크게는 지역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소이다. 하지만 전통시장

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그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인들

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

일이 변하고, 대가족에서 핵가족 화 되어가면서 소비의 형태도 바뀌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1인 가족 형태가 늘어나면서 소포장, 냉동품의 소비

역시 증대되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전통시장의 불황과 위축은 주변 상인

및 중간상인 그리고 노점상인 까지도 생계에 위협이 되어 지고 있다. 인

근 지역의 농촌, 어촌, 산촌의 유통망이 되어 계절에 맞는 지역 특산물이

14)네이버 전국 전통시장 검색후 재구성함. 2017.03.04., 

http://map.naver.com/index.nhn?query=7ISc7Jq47Yq567OE7IucIOyerOuemOyLnOyepQ&enc=b64&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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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고, 중소기업들의 질 좋은 물품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등 전통시장이 실질적 지역 경제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소비자의 대형마트로의 쏠림 현상은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의 원

인중 하나로 분석된다.

1997년「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하고 대규모점포에 관한 허가

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면서 대형마트의 전성기를 맞

이하였다. 이는 SSM 확산에 대응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중소

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미비한 효과를 낳았고 대형 유통업 중심

으로 상권구조는 변화되고 있다.15)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림 3>과 같이 기타 대형종합소매업의 매출액은 늘어남과 동시에 전통

시장의 매출액은 현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 SSM(좌), 전통시장(우)의 점포(시장)수 및 매출액 증감추이 비교

전통시장은 지역의 문화를 간직하고 전파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오

고 있고, 지역주민의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소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5) 신기동,조영진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Vol.- No.256, 경기연구원, 200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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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경제 논리로 증명 할 수 없는 전통시장은 지역문화를 향유하는

정서순화의 역할도 해 왔다.16) 하지만 대형마트가 지역의 생활중심이 되

어가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다. 그들이 살

아온 터전이자 삶이 전부가 시장이 시간의 흐름, 유통의 변화,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사라져서는 안 되기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16)이연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점포의 실내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영남대학

교 대학원, 2013,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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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황 및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주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1. 서울종로 광장시장

2. 광주 1913 송정역전시장

3. 오산 오색시장

4. 자양 전통시장

제2절 연구대상

1. 순천웃장의 역사 및 현황

2. 순천웃장의 국밥골목

3. 순천웃장의 디자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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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황 및 사례 분석

제1절.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본 장에서는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루어낸

시장 4곳을 살펴보았다. 이 4곳은 2012년 이후 문화관광형 육상사업 및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으로 브랜드 디자인 개발이 눈에

띄게 활성화 된 곳으로 선정하였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분석 대상인 서울종로 광장시장, 오산 오색시장,

광주 1913 송정역시장, 자양 전통시장은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담

은 CIP작업, 새로운 로고 디자인 개발, 먹거리의 다양성, 문화의 접목성,

전통시장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오브제, 특화 상품 기획 등 선진지로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여러 요소들과 접목시켜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던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순천웃장 디자인 개발 방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

1. 서울종로 광장시장

가. 개요

조선시대 1904년 고종 즉위 41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일본의 경제

침략정책으로 남대문시장 경영권이 장악 당하자 경제 국권회복의 취지에

서 동대문 광장시장의 설립에 착안, 김종한 외 3인의 발기인이 토지와 현

금 100,000원으로 발족을 하였다.

청계천 3, 4가의 광교와 장교간의 일대를 시장후보지로 삼고, 시장 설립

을 추진하던 중 1904년의 홍수로 중지하고 한성부의 환지 교섭으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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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로 시장 부지를 확정, 그 후로 1년 후인 1905년 7월 5일 법원의 등기

를 필하여 동대문시장으로 명칭이 확정되면서 광장시장은 최초의 상설시

장으로 운영하면서 시장의 개척자로서 역사적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되었

다.17)

그 이후 광장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동대문시장은 일제강점기 때 남대문

시장과 함께 서울의 대표 시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광장시장은 2004년부

터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건물 외장 공사와 간판 정비, 계단의 보수,

전광판 설치 등을 추진하여 시장 활성화 방안에 힘을 모으고 있다. 2010

년에는 광장시장이라는 이름을 종로 광장전통시장으로 시장의 명칭을 변

경하였고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되었고, 청계천 복원

과 종로, 청계천 관광특구 등을 통해 100년 넘은 전통을 살려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현재 광장시장은 약 630개의 상점들이 영업

중이다.18)

나. 특징

광장시장 100주년 사업으로 제작된 토리존 워드마크는 순수한글이 ‘타

래’라는 기본 의미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전통

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켜 조화롭게 이미지화 하였다. 로고

를 한글타입에만 국한 시키지 않았고 영문타입 또한 통일감을 주어 제작

하였다. 역사와 전통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

고 발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미래에 대한 상인들의 진취적이고 발전

적인 의지를 청색으로 표현하여 메인 컬러로 표현하였고, 한국적인 의미

를 내포하고 있는 녹색은 도약과 성장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어가는 시장의 발전적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노란색은 친절, 서비스, 봉

17)광장시장 공식 사이트, 2017.03.05., http://jkm.or.kr

18)네이버 지식백과, 2017.03.0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8625&cid=51381&categoryId=5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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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신 등 따뜻한 온정을 표현하여 조화로운 형태와 색감으로 소비자에

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로고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하여 제품에 부착하고 명함을 만들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광장시장에서의 제품구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

다.19) 또한 남녀노소 연령층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컨텐츠 활용으로 광장

시장에 대한 관심 유발과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림 4> 토리는 순수 우리말 ‘타래’에 기본 의미를 두어 둥글게 감은 

실뭉치라는 뜻과 존(Zon)이라는 영어의 특화된 장소를 접목하여

만든 종로광장전통시장 로고이다.

19)광장시장 공식 사이트, 2017.03.05., http://jk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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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3년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된 후 

만화로 보는 광장을 연제해 젊은 층의 광장시장에 대한 흥미 유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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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토리마켓 30개의 콘텐츠가 담긴 광장신문이 출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휴대폰 App에서도 구독이 가능하게 하였다.20)

<그림 7> 종로광장전통시장 ‘토리존’ 소식지 발간21)

20)광장시장 홈페이지, 2017.03.06., http://kwangjangmarket.co.kr
21)네이버 블로그 ‘광장시장’ 검색 2017.03.06, http://blog.naver.com/sosgood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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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 1913 송정역전시장

가. 개요

송정역 앞에 자리 잡은 매일송정역전시장은 광주 광산구에 자리했다.

현재 이곳을 1913 송정역시장이라 부르는 것은 1913년 호남선 가운데 목

포와 송정리를 잇는 구간이 개통된 해를 가리킨 것이다. 시장 또한 그때

개시되었다는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당시 송정리 역이 개통된 이후 한적하던 곳은 일본인들이 몰려들면서

역 주변에 번화가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때 송정리역 주변에는 일본인이

500명을 헤아려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들이 역 주변

에 상가를 짓고 상업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상가들 주변에 노점이 생겨나고, 1913송정역시장이 개설된 것은 1960년이

었다.22)

<그림 8> 1913 송정역시장 로고 23)

22)네이버 지식백과, 2017.03.0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8629&cid=51381&categoryId=51381#TABLE_OF_CONTENT7

23)광주 1913송정역시장 공식 홈페이지, 2017.03.06., https://1913songjungmarket.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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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징

2014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한동안 침체되었던 시

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전통시장으로서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대카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11월에 시범점포 2곳을 선점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개미네 방앗

간’과 ‘매일 청과’를 기점으로 2017년 현재 1913 송정역시장안에는 50개

의 점포가 영업 중이며 공사 중인 점포도 늘어나고 있다.

<그림 9> 1913 송정역시장 역사를 지키는 점포 24)

1913 송정역전시장은 시간여행을 하듯 옛날 모습을 그대로 살려 가

게들의 간판 글씨, 인테리어 색상, 가게의 형태들을 보존 하듯 디자인

하였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또한

24)현대카드 현대캐피탈 공식 블로그, 2017.03.06., http://blogview.hyundaicardcapital.com/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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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걷다보면 각 점포 앞바닥에 1913 최초 준공연도를 새긴 동판

을 쉽게 볼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오브제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25)

<그림 10> 1913 송정역전시장 다양한 먹거리 점포 

1913 송정역전시장은 전통을 잇는 역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 및 소비자

의 발길을 사로 잡기위한 먹거리 시장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았다. 전통과

최신 트렌드의 적절한 공존은 특별함을 만들어 냈다. 양갱전문점 ‘갱소

년’, 꼬치구이 전문점 ‘꼬치샵’, 자연 식재료를 쓰는 느린 ‘먹을거리’, ‘계란

밥과 고로케 삼촌’, 어묵 전문점 ‘어?묵!등’ 청년 상인들의 산듯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재치 있는 간판 상호와 간결하고 심플한 간판 디자인들

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유발의 소스가 되어 재방하고 싶은 생각을

들게 한다. 또한 방문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도록 즉석 시식코너와

소포장 단위의 판매 전략을 세우고 독특한 진열방식의 시도를 하여 매출

증대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26)

25)현대카드 현대캐피탈 공식 블로그, 2017.03.06., http://blogview.hyundaicardcapital.com/3989

26)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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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 오산 오색시장

가. 개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상설 재래시장인 오산 오색시장은 철종 14년

(1863년) 발간된 대동지지(大東地志)와 1899년 발간된 수원 부읍지에도

나와 있는 걸로 보아 조선후기 부터 오산 5일장이 유명했던 것으로 짐작

한다. 그 후 일제강점기 1914년 정식 시장으로 개설되었고 2013년 시장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해 현재 오산 오색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현

재 부지면적 약 7,000㎡, 점포 수 약 280개에 이르며 5일장을 병행하는

상설시장으로, 장날은 3·8·13·18·23·28일 이다. 오산 지역뿐 아니라 평택·

화성·용인·수원·안성 등 인근 지역에서도 오산 오색시장을 많이 찾는다.

건축총면적 750㎡, 지상 3층으로 아케이드와 고객을 위한 지원 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27)

나. 특징

경기 남부지역 오산시에 딱 하나뿐인 전통시장인 오산오색전통시장은

1792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시민들과 상인들이 오산 시장의 역사와 전

통을 지켜왔다. 현대에 이르러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철도가 지나는 요충지

에 자리를 잡아 농수산물과 축산물의 집결 요충지로 성장하였다. 오색시

장은 2012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가한 활성화수준 평가에서 전국 2위,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2013년에는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대통

27)네이버 지식백과, 2017.03.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5745&cid=40942&categoryId=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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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5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오산 오색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오산시장의 시설, 특

화, 경영의 활성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2013년 오산중앙시장을 오산오색시

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BI 또한 활기차고 생생함을 형상화하여 다채로

운 5색 컬러를 사용하고 오색시장이 비상함을 담아 아름답고 활기찬 시

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28)

<그림 11> 활기찬, 생생함을 다섯 사람이 모여 손을 잡고 오색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표현한 오산오색시장 CI

<그림 12> ‘오여사’ 부지런한 이웃집 아줌마의 힘이 느껴지게 표현한 

오색시장 캐릭터

28)오산오색시장 공식홈페이지, 2017.03.10., http://5colormark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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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오산시장의 이미지 목표를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CIP 29)

<그림 14> 시장 방문객들을 위한 즐길거리 가득한 문화체험 공간 30)

<그림 15> 오산오색시장 입구 통일감 있는 간판 31)

29)오산오색시장 공식홈페이지, 2017.03.10., http://5colormarket.com

30)위 사이트

31)네이버 블러그 참조, 2017.03.10., http://noproblemyourlife.tistory.com/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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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오산오색시장의 이야기를 담은 e-book 32)  

32)오산오색시장 공식홈페이지, 2017.03.10,. http://5colormark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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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자양전통시장

가. 개요

사람 냄새나는 전통시장의 정이 느껴지는 대한민국 1등 시장 자양전통

시장은 현재 서울 광진구 자양로 13길 59에 위치해 있다. 조선 초기 자양

동은 암말을 많이 사육하여 자미장리(雌馬場里)라 불렀으나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자양동이라 이름이 바뀌었다. 1972년 시점 본격적인 시장이 형

성되었고 면적 16,400평 130여개의 점포가 있는 자양시장은 중형시장으로

분류된다. 역사는 유지하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가치 있게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양골목전통시장은 모두 7

구역으로 구역정리가 되어 있는 자양시장은 외형적으로는 도시 한 켠 골

목을 따라 자리 잡은 흔한 전통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시장 안으로

들어갈수록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는 즐거움에 쉽게 빠질 수 있다.특별한

휴일 구분 없이 평시에는 오전 9시에 개점하여 오후 10시에 폐점한다.33)

가. 특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조사(2017.1.11.)에 따르면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

점가가 349개소로 집계되었다. 많은 시장들이 도약을 해 왔고 발판을 준

비 중이기도 하다. 자양골목전통시장 역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른 소

비자들의 소비 패턴 및 사회의 흐름상 전통시장의 도약을 시도 해 왔다.

2003년 자양골목 추진위원단을 구성을 시작으로 2004년 시설현대화사업

33)자양전통시장 공식홈페이지, 2017.03.13., http://jayangmark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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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되어 아케이드시설현대화 환경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전기 및

전선관 교체 사업으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전통시장 홍보 강화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 하였다. 2007년부터 204년까지 전기배선공사, LED 지

붕 조명사업, LED 전광판 설치, CCTV 설치, 음양시설 빗물받이 교체공사

를 완료 하였다. 이후 2016년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자양전

통시장은 시설확충 뿐 아니라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개발 하였다.

자양전통시장 CI는 시장의 밝은 느낌과 진취적인 말을 상징으로 소비자

에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컬러는 알록달

록한 색상으로 가족이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34)

<그림 17> 자양전통시장 CI  

34)자양전통시장 공식홈페이지, 2017.03.13, http://jayangmark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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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의 모음 ‘ㅏ’는 말을 상징하며 말과 인간의 교감을 통해 서로에게 좋

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하여 남녀노소 및 지역사회 교

감을 통해 자양전통시장이 서로 더불어 성장할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 18> 자양전통시장 캐릭터 35)

<그림 19> 각 상황에 맞게 캐릭터 응용 36)

35)자양전통시장 공식홈페이지, 2017.03.14., http://jayangmarket.com

36)자양전통시장 공식블로그, 2017.03.14., http://blog.naver.com/oowwqqpp



- 42 -

자양전통시장의 마스코트 캐릭터의 의미는 크게 전통성을 계승하여 자

양시장 명칭의 유래인 말(馬)이라는 동물의 상징성에 기반을 두었고, 친

근함 측면에서 보자면 밝은 표정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이미지를 통

해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들에게 유쾌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그림 20> 구역별 색상을 정하여 간판을 제작함 37)

37)자양전통시장 공식 블로그, 2017.03.14., http://blog.naver.com/oowwqq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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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시장 내 상품의 정보가 담긴 기둥그래픽38)

<그림 22> 자양전통시장 로고가 들어간 공동 물품 디자인 39)

38)자양전통시장 공식블로그, 2017.03.14., http://blog.naver.com/oowwqqpp

39)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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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특화 공동 기획 상품인 건강도시락 브랜드 자미락 런칭40)

40)자양전통시장 공식블러그, 2017.03.14., http://blog.naver.com/oowwqq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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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대상 현황

1. 순천웃장의 역사 및 현황

순천웃장은 전남 순천시 동외동에 위치한 100년 전통을 지닌 시장이다.

지난 일제 강점기인 1928년 8월 7일 위생상의 이유로 중앙시장에서 북문

밖으로 옮겨지면서 형성된 ‘순천웃장’은 오늘날 상권벨트지역의 중심인 동

외동 일대로 형성되어 순천의 문화, 전통,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경제의 중심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24> 1920년대 북문로 주변 시장풍경41)

41) 모세환 외 3명, “순천웃장 스토리북 정류장” 남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201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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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웃장은 1974년 지방비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차관으로 3천평

부지 장옥건물을 5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시장이다. 현재 ‘웃장’의 모

습은 1975년 상설시장으로 개장된 이후 차츰 자리 잡기 시작했고 현재에

는 5일 10일마다 열리는 오일장도 함께 열리고 있다. 2010년 문화체육관

광부가 주관하는 ‘2010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2008

년부터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문화와 예술의 체험 공간이자 지역주민들의 참여 공간 이며 일상의 관광

지로 활성 시키고자 추진하는 문전성시42)(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에 순천웃장이 선정되었다. 이로 인해 상인들의 명함 만들, 웃장

지도 만들기, 100년 전통 웃장 스토리 북 제작, 웃장 나눔 축제, 함께하는

공연단 등 다방면의 시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또한 「웃장상가 번영

회」,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남도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과 협력

해 상인 참여를 기축으로 하는 지역 관광형 모델로도 선정되었다. ‘100년

전통 순천웃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상인들과 주민들 간의 관계 형성 사업

을 기반으로 핵심 사업인 문화를 통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CCBC43),와

웃장의 문화와 건축유산 및 지역민의 생활방식 그리고 자연환경 등을 알

리는 에코뮤지엄으로 조성 했다.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10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순천웃장은 앞으로도 문화를 통해 소비자를 비롯한 지역주

민, 관광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42)문전성시 공식 블러그, 2017.03.18., http://blog.naver.com/ctspace

43)CCBC=Cultural Community Busines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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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1960년대 순천웃장 상가 간판44)

1975년 4월 23일 개설 이래 순천웃장은 2003년 2월 10일 재래시장 육

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다. 2016년 기준 웃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4,814㎡에 영업점포수는

158개로 빈 점포 없이 상설 또는 정기적으로 장이 열린다. 그 외에도 상

인회원인정이 되는 노점 20개를 포함하면 약 180개의 영업점이 운영되

고 있다. 상인 71명, 종업원 30명, 노점 20을 포함하여 총 121명이 시장

에 종사하고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결재 수단을 견양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포의 비율이 90%, 카드 가맹점포 비율도 70%이다. 5일 10일 장날

일별 이용객수가 약5,000여명, 상설시 약2,000명으로 집계 되었고 최근 3

년간의 매출도 상승하고 있다.

44)모세환 외 3명, “순천웃장 스토리북 정류장” 남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201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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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순천웃장�현황

시

장

정

보

시� � 장� � 명 순�천�웃�장

개� � � 설� � � 일 1975.� 04.� 23 등록/인정일 2003.� 02.� 10

대� 상� 구� 분 전통시장 개설주기 상설�+�정기

소� � � 재� � � 지 전남�순천시�북문길� 40(동외동)

점� 포� 수

영업점포(158개)� +�빈�점포(x)=총� 158개

노점(20개),� (상인회원인정�■�예� �□�아니오)

※�점포�수는�전통시장�인성서�상의�전통시장�구역�내에�한함

카드가맹점포�비율(70%),�온누리상품권�가맹점포�비율(90)%

종� 사� 자� 수 상인� 71명� +�종업원�30명�+노점� 20명� =�총� 121명

건� 축� 일� 자 1975.� 04.� 23 대지면적(㎡) 4,814

대� 장� 면� 적(㎡) 4,319 건물연면적(㎡) 5,040

건� 물� 구� 조 지하� 1층,�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취� 급� 품� 목 농,�수,�축산물,�공산품

영

업

현

황

매�출�액(백만원) 최근� 3년간매출(2013년� 8,500/2014� 9,000/2015년� 9,500

일별이용�객수 장날(5일,� 10일)� 5,000여명,�상설:2,000여명

판매촉진행사 연�1회�국밥축제

<표 4> 2016년 기준 순천웃장 현황45)

상권벨트지역의 중심인 동외동에 자리 잡은 순천웃장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천시에 위치한 시장의 형태를 갖춘 8개의 시장들 보

다 상권이 좋아 주민들의 시장 이용이 편리하다.

45)순천웃장 번영회 자료,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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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명 분류 위� � 치 개시일 주요�상품판매

웃� �장 상설
순천시 북문길 40

(동외동)외

매일

04시～24시

식품, 곡물, 청과, 채소, 철물, 피복, 일용품, 
어물, 잡화, 용역업(다만 2층에 한하며 당구
장, 전자오락실, 다방업은 제외)

아 랫 장
“

순천시 장평로 60

(풍덕동) 외
“

일용품, 곡물, 어물, 청과물, 채소,포목, 피
복, 식품, 잡화, 철물,   용역업(다만 2층에 
한하며 당구장, 전자오락실, 다방업은 제외)

별량시장 “ 별량면 별량장길 38 “
어물, 곡물, 일용품, 청과, 채소, 철물, 피복, 
식품, 잡화, 용역업  (다만 당구장, 전자오락
실, 다방업은 제외)

괴목시장
을류

정기
황전면 괴목길 9 외 4, 9, 14

12, 24, 29

승주시장 〃 승주읍 승주장길 20 외 1, 6, 11
16, 21, 26

주암시장 〃 주암면 주암호길 5 외 3, 8, 13
18, 23, 28

창촌시장 〃 주암면 동주로 2526 외 2, 7, 12
17, 22, 27

송광시장
병류

정기
송광면 쌍향수길 1350 외

1, 6, 11
16, 21, 26

<개정 2012.05.24>

<표 5> 순천시에 위치한 시장 명칭 위치 분류표46)

<그림 26> 순천웃장 공간적 범위47)

46)순천시청 홈페이지, 2017.03.18., http://www.suncheon.go.kr

47)네이버 위성지도, 2017.03.18., http://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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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순천웃장 내 위치도

10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순천웃장은 2009년 순천북부시장에서

순천웃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음해인 2010년 문

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인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

되면서 <그림 28>은 2010년 문전성시 프로젝트 당시 캘리그라피형 심벌

이 만들어졌고, 상인들의 의식변화 및 시장 내 미관 개선, 시장문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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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상인대학 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추진하여 시행하였다. 웃장의

대표적 브랜드인 국밥골목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국

내최초 국밥데이를 개최하여 많은 SNS, TV방송, 신문, 블러그에 소개되면서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14년에는 순천웃장국밥 브랜드 상표증

명표장 출원으로 다음해에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표 6>,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천웃장의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어 지고 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방문하는 횟수가 늘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0

면이던 주차시설을 60면으로 확장공사를 하였다. CCTV 설치, 페인트공사,

아케이트 설치, 옥상방수, LED 설치, 교육장 리모델링, 하수구 맨홀정비,

BTL공사 등 시설의 현대화를 구축 하여 변화된 환경으로 전통시장의 활성

화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웃장은 시장 내 간판 미관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5월에는 문

화예술 공간인 17예술인 활동무대인 「청춘웃장」이 개관 준비 중에 있다.

<그림 28> 순천웃장 블로그 내 로고

CCTV 아케이트 설치 간판설치 주차장완비

<그림 29> 순천웃장 미관개선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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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16년까지�순천웃장�사업현황

2003年 북부시장번영회 등록

2004年 02. 14 : 사단법인 북부시장번영회 법인설립(전남도청)

2005年 선진시장 견학 : 서울우림시장

2006年 구)주차장 신설, 1층 화장실, B동 환경개선공사

2007年 맞춤형교육 실시(3일), 선진지견학

2008年 상인대학 1기, 야채전 장옥공사, 저온저장고 신설

2009年
3월 : 북부시장 도시가스 개설공사 신청

야채전 배수구 신설, 맞춤형교육 실시(3일)

2010年

• 문전성시프로젝트사업 선정(하반기), 시장문화 포럼 개최

• 5/24~8/23 : 상인대학 2기 수강 및 졸업

• 2010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소모품제작)

• 8월~9월 : 환경개선사업(페인트, 방수 등)

• 국밥골목 토막페인트 공사완료(중앙동사무소)

• 북부시장 도시가스 개설공사 시공

2011年

• 03. 11 : 사단법인 북부시장 번영회를 사단법인 웃장번영회로 정관 변경 등록

• 문전성시프로젝트사업 실시(2년차)

• 환경개산사업 : C동 페인트 및 방수, 토막페인트, 하수구맨홀정비

• 10. 31 : 순천시 「2011 한평정원 경연대회」 동상 수상

• 12. 07 : 「2011년 상인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시장경영진흥원) 

• 정류장 스토리북 발간

2012年

• 06. 14 : 문전성시 축제 개최

• 09. 21 : ‘웃장국밥’ 상표출원(41-2012-0032065)

• 09. 08 : 제1회 국밥축제 및 노래자랑 개최

• 10/19~10/21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출전(대전)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전국 음식 테마거리 200선정

2013年

• 3월 : 2013년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선정(매니저사업)

• 03. 27 : ‘순천웃장국밥’증명표장 출원(41-2013-000002) 

• 3월 : 2013년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선정(매니저사업)

• 4월 : 웃장 신)주차장사업 선정

• 7/21~8/27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한평정원 출전

• 08. 27 :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감사장 수상

• 09. 08 : 제2회 국밥축제 개최, 민속씨름대회 개최

• 10/18~10/20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출전(인천)

• 웃장 교육장 리모델링 완료

<표 6> 순천웃장 연도별 사업현황-1 48)   

48) 본 표는 2016년도에 정리된 순천웃장 번영회 자료를 참고하여 연도별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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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16년까지�순천웃장�사업현황

2014年

• 순천웃장국밥 상표 증명표장 출원

• 상인대학 3기

• 09. 24 : 「2014년 상인대학 성과확산 워크숍」 장려상 수상

• 10/17~19 : 제3회 국밥축제 개최

• 10. 31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 10/31~11/1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출전(창원)

• 11/14~11/16 : 전남우수시장박람회 출전(광양)

2015年

• 3월 : 2015년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선정(매니저사업)

• 09. 05 : 웃장국밥 증명표창 47-15호

• 09. 08 : 제4회 국밥축제 개최, 민속씨름대회 개최

• 10/23~10/25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출전(여수)

• 11/2~11/4 : 전남우수전통시장박람회 출전(서울)

• 간판정비사업  

• 국밥골목 냉장쇼케이스 설치완료

• 웃장 신)주차장사업추진(60면)

2016年

• 03~05월 : 외식업 경영향상 전략과정 교육이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6/30~07/02 : 전통시장 우수상품페어 출전(한정숙웰빙스토리)

• 07~08월 : BTL공사 및 시설현대화사업, 신)주차장 완공

• 08~09월 : ICT카페 조성공사 완공

• 09/2~4 :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출전(먹거리) 

• 09. 08 : 제5회 국밥축제 개최, 민속씨름대회 개최

• 09월 :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 웃장국밥선정

• 10/14~16 : 순천전통향토음식페스티벌 출전

• 10/21~23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출전(먹거리) : 대구엑스코

• 11/11~13 : 전남우수전통시장박람회 출전(먹거리) : 부산시민공원

• 12월 : 클린하우스공사 완공

<표 7> 순천웃장 연도별 사업현황-2 49)

49) 본 표는 2016년도에 정리된 순천웃장 번영회 자료를 참고하여 연도별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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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천웃장의 국밥골목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순박한 순천웃장. 그곳에 가면 서민 음식의 대

표 주자인 국밥을 찾게 된다. 정(情)이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은 이곳

순천웃장에는 20여 곳이 넘는 국밥상점이 국밥골목에 자리 잡고 있다.

국밥골목은 큰 솥에 머리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돼지국밥으로 특히, 2

그릇 이상 주문하면 잘 삶은 돼지머리 수육과 돼지 선지를 무료로 주는

데, 양이 넉넉하고 맛이 일품이다. 이곳은 2012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전국 음식 테마거리 200선’에 선정됐다. 웃장 돼지

국밥의 주재료는 얼리지 않은 국산 돼지머리이다. 일반 국밥과는 달리

곱창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돼지머리만 사용한다. 먼저 돼지머리의

비계를 없애고 끓는 물에 삶아 살을 발라낸다. 머리뼈로 국물을 내야

텁텁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나기 때문이며, 비계를 없애고 뼈만 고아

국물에서 누린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 콩나물과 양념장을 넣어 시원

함과 얼큰함을 더한다.50) 순천, 여수, 광양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다 아

는 사실이며, 이 국밥을 먹기 위해 ‘에드워드 권’ 쉐프도 다녀갔을 정도

로 그 맛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청춘 프리패스로 통하는 코레일 내일

로 상품으로 많은 젊은 층 여행객이 순천웃장의 국밥을 맛보기 위해 다

녀갔으며 그 후 SNS로 홍보를 해 줌으로 간접 홍보효과를 누렸고, 작

년 한해 네이버 블러그 '순천웃장 국밥' 키워드를 포함한 글 348건51)

포스팅 되었다.

50)네이버 지식백과, 2017.04.0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2761&cid=42856&categoryId=42856

51)네이버 블로그, 2017.04.01.,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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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국밥골목의 국밥과 덤으로 나오는 수육

국밥이 먹거리이자 독립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의미를 담아 2012

년 9월 8일 국내 최초 제1회 국밥데이를 개최하면서 지역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현재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9월 8일을 국밥데이로 지정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착한 소비

를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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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천웃장의 디자인 현황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을 마친 후 현재 순천웃장의 디자인 현황을 살

펴본 후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순천웃장 디자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내외적 이미지를 동일화 하

여 통일감을 주는 CIP 작업물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전성시 프

로젝트 당시 캘리그라피 타입의 로고를 만들어 사용 하였지만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고 통일감 있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시장

내로 들어가는 출입구 4곳이 모두 다른 컬러, 디자인, 형태로 간판이 설

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컬러와 디자인, 폰트 등 통일감이 없는 간판은 자

칫 어수선하고 촌스럽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또한 각 동의 위치를

파악하기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31> 순천웃장 입구 각기 다른 디자인의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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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국밥골목이다.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이

곳은 아케이트 설치가 되어 있었고 식욕을 돋게 하는 컬러를 사용하여

통일감 있는 간판이 시공 되어있다. 그러나 아케이트가 설치 되어있지 않

은 반대편이나 바깥쪽에 위치한 국밥 점포는 응달지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새로 재정비 된 돌출 간판글씨가 너무 작아 각 점포의 상호와 품목

을 한눈에 보기 어려웠다.

<그림 32> 국밥골목 간판정비 사업 전

<그림 33> 국밥골목 간판정비 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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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과 국가정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늘어나면서 국밥골목

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치를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메뉴

판, 사인 물, 안내 책자 제작 등이 시급해 보였다. 또한 여기저기 붙여져

있어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주는 POP들과 메뉴판의 작은 글씨들은 간판

과 일체감이 없는 느낌이 들었다.

<그림 34> 순천웃장 시장내부 사인물 및 메뉴판

위의 순천웃장을 대표하는 <그림 28>의 콘셉트는 캘리그라피형 심벌

로 정겨운 순천을 의미하여 디자인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특징을

잘 살리지 못하여 순천웃장 심벌 사용 시 일반 서체를 사용한 곳이 더

많았다. <그림 35>의 순천웃장 국밥 브랜드 상표증명표장을 새긴 앞치

마는 순천웃장 국밥골목의 브랜드를 상징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지만 시

장 내 다른 상품 군과 이미지 연상을 시키기에 한정되어 있어 잡화, 청

과, 식료품 등의 상인들과 연계 가능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그림 35> 순천웃장 국밥 브랜드 상표증명표장을 새긴 앞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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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웃장은 타 대도시 시장에 비해 조그만 시장규모를 갖고 있지만

풍부하면서도 역동적인 에너지를 한가득 머금고 다채로운 성장 가능성

과 잠재력이 있는 순천웃장의 이미지를 한껏 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단

점들을 보완하여 역사를 지켜내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대중에게는 친근

감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긍정적 이미지 고취를 위해 순천웃장만의 브랜

드 디자인 아이덴티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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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제1절. 순천웃장 디자인 개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목적 및 방법

가. 설문조사 목적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순천웃장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개발하

기 전, 전통시장의 문제점 및 일반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순천웃장 이용객이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순천웃장의 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서 당위성을 제시하려 한다.

나. 설문조사 방법

본 설문지 문항 작성은 순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진흥원전남순천

센터, 순천웃장 상인회 회장, 순천시 디자인학과 교수 2명, 광주 디자인

학과 교수 3명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확정 하였다. 설문지 응답자는 전

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에 거주하는 20대~60대 이상 남성과 여성을 대상

으로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 하였으며 총 200부 배부하

여 회수된 총 180부를 분석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지와 스마트 폰을 이용

한 온라인 설문방법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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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2017년 4월 10일 ~ 4월 13일

조사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오프라인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방법 

조사대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조사내용

• 기초통계 - 7문항

• 전통시장이미지 조사 - 4문항

• 순천웃장의 인지도 및 이미지 조사 - 5문항

• 순천웃장의 디자인 개선에 대한 의견 조사 - 4문항

<표 8> 설문조사 방법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통계

설문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첫번째,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144명(80%), 남성 36명(20%)비율로 응

답자의 비율 중 여성이 더 높았다.

두번째,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연령을 살펴보면 40대 88명(48.9%)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48명(26.7%), 30대 20명 (11.1%), 60대

이상 17명(9.4%), 20대 7명 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0∼50대

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번째,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 졸업 82명(45.6%), 전문대 졸업 47명

(26.1%), 고졸 31명(17.2%), 대학원 졸업 20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직업군을 살펴보면 직장인 52명(28.9%), 주부 47명(26.1%), 전

문직 33명(18.3%), 자영업 21명(11.7%), 기타 14명(7.8%), 대학생 13명

(7.2%)순으로 나타났다.

다섯번째, 월 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2명

(23.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1명(22.9%),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5명(19.4%), 100만원 미만 31명(17.2%)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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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성명

여성 144 80

남성 36 20

소계 180 100

연령

20대 7 3.9

30대 20 11.1

40대 88 48.9

50대 48 26.7

60대 17 9.4

소계 180 100

학력

고졸 31 17.2

전문대 졸업 47 26.1

대학 졸업 82 45.6

대학원 졸업 20 11.1

소계 180 100

직업

대학생 13 7.2

직장인 52 28.9

주부 47 26.1

여섯번째,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 121명(67.2%), 일반주택 37명

(20.6%), 연립주택 13명(7.2%), 전원주택 9명(5%)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혼인 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157명(87.2%)가 기혼이었고, 23

명 (12.8%)은 미혼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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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21 11.7

전문직 33 18.3

기타 14 7.8

소계 180 100

월 소득

100만원 미만 31 17.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2 23.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5 19.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1 22.9

400만원 이상 31 17.2

소계 180 100

주거 형태

아파트 121 67.2

일반주택 37 20.6

전원주택 9 5

연립주택 13 7.2

소계 180 100

혼인

기혼 157 87.2

미혼 23 12.8

소계 180 100

<표 9> 설문지-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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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전통시장의 이미지 조사

<표 9>에서는 국내 전통시장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미

지를 조사하였다. 일년 기준 전통시장 방문 횟수를 물었을 때 ‘5번 이

상’이 65명(36.1%), ‘4번’ 41명(22.8%), ‘3번’ 35명(19.4%), ‘2번’ 27명

(15%), ‘1번’ 12명(6.7%)으로 조사되었고, 방문 목적으로는 ‘상품 구입

목적’이 103명(57.2%)으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관광을 위한

방문’ 37명(20.6%), ‘주변 지역 방문 시’ 28명(15.6%)가 뒤를 이였다.

이로 보아 전통시장은 물건 구입 뿐 아니라 관광형 전통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곳이 많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방문�횟수 1년�기준 방문목적

1번 12명 6.7% 상품 구입 103명 57.2%

2번 27명 15% 호기심 8명 4.4%

3번 35명 19.4% 관광 37명 20.6%

4회 41명 22.8% 주변지역 방문 28명 15.6%

5번 이상 65명 36.1% 기타 4명 2.2%

<표 10> 설문지-국내 전통시장 방문횟수와 방문 목적

아래 <표 10>에서는 I.R.I 형용사 IMAGE SCALE52) 차트 단어들을

사용하여 국내 전통시장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상반되는 형

용사 단어들을 제시하고 전통시장의 이미지에 가까운 단어에 체크를 하

는 방법이며,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쾌활함’ 89명(49.4%), ‘오래됨’ 88명

(48.9), ‘동적인’ 83명(46.1%), ‘복잡함’ 76명(42.2%), ‘부드러움’과 ‘다양함’

52)http://www.iricolor.com 본 사이트에 사용된 형용사군은 선행연구 논문에 근거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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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매우높음<----높음<---보통--->높음---->매우높음

형용사
응답수

(명)

백분

율

(%)

응답

수

(명)

백분율

(%)

응답수

(명)

백분율

(%)

응답

수

(명)

백분율

(%)

응답수

(명)

백분

율

(%)

형용사

자연적임 62 34.4 67 37.2 37 20.6 11 6.1 3 1.7 도시적임

오래됨 88 48.9 41 22.8 28 15.6 13 7.2 10 5.5 새로움

복잡함 76 42.2 51 28.3 25 13.9 19 10.6 9 5 단순함

동적임 83 46.1 41 22.8 30 16.7 18 10 8 4.4 정적임

부드러움 71 39.4 46 25.6 30 16.7 21 11.7 12 6.6 딱딱함

감각적임 9 5 20 11.1 33 18.3 52 28.9 66 36.7 실용적임

다양함 71 39.4 65 36.1 21 11.7 11 6.1 12 6.7 심플함

쾌활함 89 49.4 66 36.7 15 8.3 6 3.4 4 2.2 차분함

이 각각 71명(39.4%), ‘자연적임’ 62명(34.4%), ‘실용적임’ 66명(36.7%)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통시장의 이미지는 오래되었지만

쾌활하고 부드러우며 자연적이고, 복잡하지만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설문지-국내 전통시장 이미지 조사

나. 순천웃장 이미지 조사

<표 11>에서는 순천웃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59

명(88.3%)가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21명(11.7%)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

다. 이로 보아 순천, 여수, 광양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천웃장을 다녀간 것

으로 결과 되었다. ‘예’라고 응답한 159명중 방문 목적을 조사한 결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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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골목 방문’ 78명(49.1%)가 가장 많았고 ‘상품 구입을 위해서’ 39명

(24.5%), ‘추석, 설 등 명절 때 이용 한다’ 22명(13.8%), ‘내일로 여행 참여’

11명(7%), ‘단순 구경 및 산책’ 3명(1.9%), ‘기타’ 4명(2.5%) 순으로 조사되

었다. 이로보아 기존 국밥골목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지만 그 외의 단순

구경을 위한 흥미 위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재미위주의 시장

문화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아니오’라고 응답한 21

명(11.7%)의 방문하지 않은 이유로는 ‘카드, 주차장, 화장실, 결재방식 등

의 이용 불편’이 5명 23.8%, ‘접근성이 불편해서’ 4명(19%), ‘위생상태 및

서비스, 주차시설이 불편해서’가 각각 3명(14.3%), ‘원산지를 믿을 수 없어

서 및 상점 찾기 힘들어서’,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방문�경험 방문목적

예 
159명 

88.3%

국밥골목 78명 49.1%

내일로 여행 11명 7%

상품 구입 39명 24.5%

단순 구경 및 흥미 3명 1.9%

추석, 설 명절 시 22명 13.8%

이벤트 및 체험프로그램 2명 1.2%

기타 4명 2.5%

아니오
21명

11.7%

접근성 불편 4명 19%

위생상태 , 서비스 좋지 않을 것 같아서 3명 14.3%

주차시설 불편 3명 14.3%

이용 불편(카드, 주차장, 화장실, 결재방식) 5명 23.8%

원산지 믿을 수 없어서 3명 14.3%

상점 찾기 힘들어서 2명 9.5%

기타 1명 4.8%

<표 12> 설문지-순천웃장 방문경험 및 방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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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웃장의 국밥골목에 대한 문항에서는 예상한 대로 ‘매우 잘 알고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51명(83.9%)으로 거의 대부분 이였다. ‘대략적

으로 알고 있다’ 15명(8.3%), ‘들어본 적은 있다’ 7명(3.9%), ‘전혀 모른

다’ 4명(2.2%), ‘잘 알지 못 한다’ 3명(1.7%)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국밥골목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6> 순천웃장 이미지

<그림 36>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순천웃장의 이미지 뭍는 설문에는

<표 12>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오래됨’ 91명(50.6%)으로 절반의 수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쾌활함’ 81명(45%), ‘실용적임’ 78명(43.3%)로 순

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통시장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정적임’을 61명

(33.9%)이 응답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연적임,

부드러움, 다양함’의 이미지는 중간과 보통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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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매우높음<----높음<---보통--->높음---->매우높음

형용사

응답

수

(명)

백분

율

(%)

응답

수

(명)

백분

율

(%)

응답

수

(명)

백분

율

(%)

응답

수

(명)

백분

율

(%)

응답

수

(명)

백분

율

(%)

형용사

자연적임 61 33.9 65 36.1 34 18.9 18 10 2 1.1 도시적임

오래됨 91 50.6 53 29.4 23 12.8 10 5.6 3 1.7 새로움

복잡함 76 42.2 56 31.1 28 15.6 13 7.2 7 3.9 단순함

동적임 12 6.7 18 10 22 12.2 64 35.6 61 33.9 정적임

부드러움 36 20 63 35 61 33.9 18 10 2 1.1 딱딱함

감각적임 1 0.6 13 7.2 26 14.4 62 34.4 78 43.3 실용적임

다양함 45 25 55 30.6 47 26.1 21 11.7 12 6.7 심플함

쾌활함 81 45 56 31.1 34 18.9 5 2.8 4 2.2 차분함

웃장이 오래되고 쾌활하다는 것 이외에 뚜렷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설문지-순천웃장 이미지 조사

다. 순천웃장 디자인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아래 <그림 37> 이미지는 광주 1913 송정역시장의 대표 이미지들 이

다. 본 항목에서는 아래 사진을 제시 후 전통시장 방문에 대한 의사를 조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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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1913 송정역시장 대표 이미지

결� � 과

구분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방문해

보고 싶다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기타

응답�수 121명 49명 6명 4명

백분율(%) 67.2% 27.2% 3.3% 2.2%

<표 14> 설문지 - 1913 송정역시장 방문의사 의견 조사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사례로 제시되었던 1913 송정역시장 방

문의사 의견조사는 앞의 <표 13>과 같이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다’ 121명(67.2%)으로 전체의 과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고, ‘방문해

보고 싶다’ 49명(27.2%),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6명

(3.3%), ‘기타’ 4명(2.2%)로 보아 특색을 갖춘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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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 과

구� � 분

외관 개선을 위한

안내표지판, 간판의

통일성

SNS활용 및

홍보물 배표

패키지 디자인

(박스포장, 앞치마, 

공동물품)

기타

응답�수 89명 67명 21명 3명

백분율(%) 49.4% 37.2% 11.7% 1.7%

<표 15> 설문지 - 순천웃장 디자인 브랜딩 의견 조사

순천웃장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브랜딩이 중점을 주어야 할 부분을 조

사한 결과 ‘외관 개선을 위한 안내표지판과 간판의 통일성’에 89명

(49.4%), 67명(37.2%)은 ‘홍보 및 정보전달을 위한 SNS활용 및 홍보물 배

포’라 답하였다. ‘패키지 디자인 개선으로 박스포장, 앞치마 공동물품의 필

요성’에 21명(11.7%), ‘기타’ 3명(1.7%) 의견이 조사되었다.

구  분 응답 수 백분율(%)

결

과

순천웃장과 국밥골목의 긍정적 이미지 상승과 함께

매출증대를 위한 홍보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93명 51.7%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순천만 및

순천만국가정원의 관광객을 순천웃장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부여 할 수 있다.

67명 37.2%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8명 4.4%

기타 12명 6.7%

<표 16>설문지 - 순천웃장 디자인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의견 조사

<표 15>는 전통시장으로서 순천웃장의 시각 디자인 개선 시, 이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조사에 ‘순천웃장과 국밥골목의 긍정적 이미지 상

승과 함께 매출증대를 위한 홍보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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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매우높음<----높음<---보통--->높음---->매우높음

형용사

응답

수

(명)

백분

율

(%)

응답

수

(명)

백분

율

(%)

응답

수

(명)

백분

율

(%)

응답

수

(명)

백분

율

(%)

응답

수

(명)

백분

율

(%)

형용사

자연적임 103 57.2 41 22.8 22 12.2 11 6.1 13 7.2 도시적임

오래됨 0 0 0 0 7 3.9 21 11.7 152 84.4 새로움

복잡함 1 0.6 2 1.1 17 9.4 38 21.2 122 67.8 단순함

동적임 70 38.9 48 26.7 32 10.6 19 17.8 11 6.1 정적임

부드러움 97 53.9 64 35.6 16 64.4 3 1.7 0 0 딱딱함

감각적임 91 50.6 63 35 6 3.3 4 7.8 6 3.3 실용적임

다양함 96 53.6 67 37.2 11 6.1 6 3.3 0 0 심플함

쾌활함 75 41.7 70 38.9 25 13.9 8 4.4 2 1.1 차분함

명(51.7%)이였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순천만 및 순천만국가정원의

관광객을 순천웃장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부여 할 수 있다’는 응답자

는 67명(37.2%)이였다. ‘큰 효과 없을 것 같다’ 8명(4.4%), 기타 의견으

로는 ‘디자인변화로 인한 상인들의 사기 증진과 의식 개선으로 매출증

대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표 16>에서는 앞으로 개선될 순천웃장의 이미지는 어

떤 방향으로 디자인 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순

천웃장의 오래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움과 자연적임, 부드러움, 감

각적’ 이미지에 과반 수 이상이 응답하였다. 또한 국내전통시장이 갖

고 있는 다양함과 쾌활함을 유지하고 동적인 이미지를 가미하여 전통

시장으로서의 개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움과 특색을 찾

아 낼 수 있는 도록 디자인 개선방향의견을 읽을 수 있었다.

<표 17> 설문지-향후 순천웃장 개선될 브랜드 디자인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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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순천웃장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발

1. 순천웃장 디자인 개선 방향

본 연구에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 180명중 159명

(88.3%)이‘방문 경험이 있다’라 응답하였고 21명(11.7%)이 ‘방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방문 경험자중 39명(24.5%)은 ‘상품 구입을

위한 필요성 때문’보다 ‘국밥골목 방문’ 78명(49%)이 더 많은 걸로 보아

전통시장으로서의 순천웃장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순천웃장이 갖어야 하는 브랜드 이미지로는 현재 쾌활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완해야하는 ‘새로움, 자연적, 부드러움, 감각적’ 이

미지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설문 결과를 토대로 종합하면 순천웃장의 통일된 디자인 아이덴티

티 개발로 시각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순천웃장의 현황과 설문을

바탕으로 SWTO 분석하고 정리했다.

구분 응답�수

Strengths(강점)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

•오래된 시장으로 인지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골목형 시장

Weaknesses(약점)
•통일성 없는 내․외관 환경

•매일 장으로의 서비스 및 판매 정량 시스템 취약

Opportunities(기회)

•순천, 광양 5일장으로서의 높은 인지도

•국밥골목과 함께 매일장의 공생 기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Threats(위기)

•대형마트 및 SSM의 증가로 인한 고객 감소

•택배 및 배달서비스 가능한 쇼핑몰 증가

•1인 가구 증가로 전통시장에 대한 인지도 저하

<표 18> 순천웃장의 SWTO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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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통 역사를 지닌 순천웃장은 지역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고

지역 구심축이 되었다. 순천웃장은 오래된 시장으로서 인지도가 높고 지

역 주민의 골목형 시장으로 역할을 도맡아 왔다. 순천웃장 주변으로는 관

광객 유치를 위한 원도심 활성과 순천만 및 순천만 국가정원의 풍부한

볼거리 제공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순천웃

장 이미지 설문 조사 시 ‘오래됨과 복잡함’ 그리고 ‘실용적임’ 느낌이 과반

수를 차지한 것은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통일성 없고 미흡

한 내․외관 환경이 개선점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순천웃장 국밥 골목 이

외에 다른 상점들의 위치 및 판매품목에 대한 정보, 매일 장으로서의 정

량 시스템 구축 등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SSM과 대형마트로 증가로 전통시장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

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는 택배 및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쇼핑몰의 증가는

비약적 성장 중이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24시 편의점이 생활권으로 들

어오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인지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

부 및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순천웃장 역시 2010년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프로젝

트에 선정이 되면서 시장의 활성화가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2010년 문전

성시 프로젝트 이후 제시되는 사업이 없었고 시간이 많이 흐름에 따라

순천웃장의 긍정적 이미지의 인지도는 낮아지게 되었다. 순천웃장 인지도

와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순천웃장을 방

문했지만 물건을 구입하거나 단순 구경 및 산책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는 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순천웃장이 국밥골목의 먹

거리에 국한 되지 않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순천웃장의 긍정

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100년 전통 순천웃장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순천웃장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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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천웃장 디자인 전략

본 연구 사례를 고찰해 본 결과 순천웃장은 전통시장으로서 오래되었

다는 인식이 강하였고 반면 실용적이고 부드럽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

었으며, 개선방향으로는 전통시장의 자연스러움을 살리고 부드러우며 감

각적인 시장으로서의 개선하길 바랐다. 순천웃장의 브랜드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아이덴티티 연구를 위해 설문결과를 토대로 방문객에게는 밝고

긍정적 시장의 느낌을 주고, 상인들에게는 브랜드를 통한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순천웃장만이 가지는 강점과 특징을 참고

하여 아이덴티티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림 38> 순천웃장 디자인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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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순천웃장 브랜드에 대해 희망적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는 로고타입과 심벌, 캐릭터 등 이미지

요소를 통일성 있게 개선하고자 <그림 39>와 같이 디자인 개발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39> 순천웃장 디자인 개발 과정

순천웃장은 먹거리 위주인 국밥골목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청춘웃장」을 중심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볼거리를 제공

하여 소비자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먹거리 역시 국밥 이외

에는 다른 품목이 없어 즐길 수 있는 연령층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제공되어 친구, 연인, 가족

단위의 나들이 인파들로 북적거리는 전통시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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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분 내� � 용

핵심�파악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

•오래된 시장으로 인지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골목형 시장

•순천, 광양 인근 5일장으로서의 높은 인지도

가치�설정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인 국밥골목과 함께 매일장의 공생 기회

• 청춘웃장 체험공방, DIY공방, 벼룩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소비자 유입시키기

•낡은 짐자전거, 나무주판, 되, 외상장부 등 상인들의 오래된 물건

<표 19> 순천웃장의 핵심 파악 및 가치 설정

순천의 명소로 1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해 순천웃장의 핵심과 가치 설정을 위해 키

워드를 도출하였다. 100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매일 또는 5일마다 열리

는 순천웃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그 속에 서로 다른 삶을 이어

주고 이야기가 머무는 곳 ‘시장은 플랫폼(platform)’으로 핵심가치를 정하

였다. 또한 키워드는 <표 16> 향후 순천웃장 개선될 브랜드 디자인 의견

조사에서 도출된 이미지를 반영하여 자연적임, 새로움, 다양함, 감각적임,

동적임 으로 형용사를 구분하였다.

구�분 내� � 용

핵심 시장은�플랫폼(platform)

키워드
사람이�머무는�플랫폼,� 정이�넘치는�플랫폼,

소통하는�플랫폼,� 문화광장으로서의�플랫폼

<표 20> 순천웃장 핵심 및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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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웃장의 브랜드활성화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최종 콘셉트는 정이

흐르는 시장으로서의 장소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누구나 머물렀다 가는

플랫폼으로 순천웃장에 꼭 머물러야 하는 가치를 찾아낸다. 소통의 장소

가 되어주며 문화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순천웃장의 핵심적 가

치와 키워드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순천웃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정이 흐르

는 장소로서의 플랫폼, 소통 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플랫폼, 문화 광

장으로서의 플랫폼을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하였다.

<그림 40> 순천웃장 브랜드 디자인 아이덴티티 콘셉트

로고타입은 심벌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역사와 전통의 맥

을 잊는 전통시장의 특징 및 특성을 잘 살려 서체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컬러는 IRI이미지 스케일과 설문지 결과를 조합하여 순천웃장의 브랜

드 컬러를 계획하였다. 향후 순천웃장 개선될 브랜드 디자인 의견 조사

에서 도출된 이미지 중 자연적임, 새로움, 다양함, 감각적임, 동적임 키

워드로 최종 콘셉트에 맞는 컬러를 추출하였다. 컬러이미지 스케일에 따

르면 자연적임과 새로움의 키워드에 해당되는 부드럽고 맑은 원색 컬러

를 선정하였고, 동적인 컬러에 해당되는 다양함과 감각적임, 동적임은

경쾌하고 밝은 원색을 사용하였다. 이는 각 키워드 형용사에 맞는 컬러

를 추출하여 안정되고 조화가 잘 맞도록 색상을 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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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웃장의 동질성 구체화를 위해 IRI이미지 스케일에서 추출한 대표

컬러를 사용하여 로고 및 심벌, 폰트를 하나로 묶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동질성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림 41> 순천웃장 IRI이미지 스케일 색상군 선정53)

53)http://www.iricol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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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천웃장 디자인 시안

국내 전통시장의 심벌 및 로고타입을 분석한 현재 디자인 동향에서는 전

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색과 상품의 품목이 한눈에 잘 들어 낼 수

있는 심벌이 많았고 기존 서체형 로고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 캘리그라피

형 로고도 각광받고 있는 추세였다. 이를 참고하여 순천웃장 디자인 작업

에 참고한다.

심벌 폰트형 심벌 캘리그라피형

종로광장전통시장

평택국제중앙시장

<그림 42> 국내 전통시장 심볼 및 로고 형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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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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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시대

의 흐름과 동떨어져 공감대 형성을 이루지 못한 전통시장인 순천웃장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00년이 넘는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다양성의 저력이 있고, 오래된

시장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순천웃장은

시장 주변으로는 체험이 가능한 문화의 거리가 인접해 있으며,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유입되는 국내․외 관광객도 순천웃장을 많이 찾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 인구 약28만 명에 비해 SSM과 대형마트 그리고 24

시 편의점이 많이 생겨났고 그로인해 전통시장 인지도는 갈수록 낮아지

고 있다. 한편 2010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프로젝트에 선

정이 되면서 순천웃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및 장점을 활용하여 도약의

기회를 삼기도 하였다. 상인들이 인식변화 미관개선, 시장문화 포럼개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힘썼다. 대표적으로 국밥골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전

국 음식 테마거리 200선정되어 ‘국밥데이’ 개최도 이루어 냈다. 이처럼

순천웃장은 다양한 기회 요인을 가질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우수성, 다양

한 먹을거리,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 멀티 공간으로 재 탄생시켜

전통시장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논문 제1장 서론에서는 국내 전통시장 브랜드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아이덴티티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념 및 구성요서, 역할과

전통시장의 개요 및 기능과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 현황 및 사

례분석에서는 국내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활성화를 이루어 낸 시장들의 사례를 기술하였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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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선정된 서울종로 광장시장, 현대카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광주 1913 송정역시장, 경기도 시장경영진흥원평가 1위를

차지한 오산 오색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자양전통시장을

살펴보았다. 위 선정된 4곳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표적 사례들로 시장

의 특징을 잘 살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 아

이덴티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로 하여금 긍정적 이

미지를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 대상인 순천웃장의 역사 및 현

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0년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이후 미관개선

및 주차장 공사, 아케이트 설치로 소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 하였

다. 반면 입구에 설치된 4곳의 간판디자인과 안내표지판, 국밥골목의 메

뉴판은 통일성이 없어 보였고 보는 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100년

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통일성 없는 내․외관의 환경 디자인은 개

선해야하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제4장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향 제

시에서는 순천웃장 디자인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

대로 순천웃장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최종 콘셉트는 ‘시장은 플랫폼

(platform)’으로 정하였다.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머물고 가는 플랫폼,

정이 넘치는 플랫폼, 소통과 문화광장으로서의 장소적 플랫폼으로 핵심

가치를 정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순천웃장의 브랜드 디자인 이미지를 통일성 있게 전달하고 시각디자인

물 중심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시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현재의 순천웃장 문제점과 개선되어야할 점을 살펴본 후 순

천웃장의 특징을 잘 살린 브랜드 디자인 아이덴티티 개발하여 방문객들

로 하여금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역 전통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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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가운데�귀중한�시간�내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본�설문지「국내�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브랜드�아이덴티티�연구」를� 위한�자료

로서�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모든� 내용은� 순수�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무기명� 처리� 됩니다.� 본� 설문지는�

정답이�없으며,�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솔직하게�답변해�주시면�됩니다.� 성

의�있는�답변�부탁드립니다.

본�설문에�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설 문 지

국내 전통시장 브랜드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아이덴티티 연구에 관한 설문조사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 임 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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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통계적 분류를 위한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체크 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 ② 남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떠합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생 ② 직장인 ③ 주부 ④ 자영업 ⑤ 전문직 ⑥ 기타

5. 귀하의 월 소득 규모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6. 귀하의 주거 형태는?

① 아파트

② 일반주택

③ 전원주택

④ 연립주택

7. 귀하의 혼인 여부?

① 기혼 ②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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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자연적임 도시적임

오래됨 새로움

복잡함 단순함

동적임 정적임

부드러움 딱딱함

감각적임 실용적임

다양함 심플함

쾌활함 차분함

Ⅱ. 국내 전통시장 이미지 설문조사

1. 국내 전통시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복수선택 가능)

① 상품 구입목적

② 호기심에 의한 방문

③ 관광을 위한 방문

④ 주변 지역 방문 시

⑤ 기타( )

2. 일 년 기준 전통시장을 몇 회 방문 하십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회 이상

3. 국내 전통시장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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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전통시장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① 지역 특산물 판매

② 다양한 볼거리와 맛집

③ 저렴한 가격과 가격 흥정

④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장소

⑤ 정과 인심

⑥ 기타( )

Ⅲ. 순천웃장의 인지도와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

1. 순천 중앙로에 위치한 순천웃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방문하신 적이 있다면 방문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국밥골목 방문

② 내일로 여행 참여

③ 상품 구입을 위해

④ 단순 구경 및 흥미

⑤ 추석, 설 등 명절 때

⑥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참여를 위해

⑦ 기타( )

3. 방문하신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접근성이 불편해서

② 위생상태 및 서비스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③ 주차시설이 불편해서

④ 이용하는데 불편 할 것 같아서(카드, 주차장, 화장실, 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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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품의 품종 및 원산지를 믿을 수 없어서

⑥ 상점들을 찾기 힘들어서

⑦ 기타( )

4. 순천웃장의 국밥골목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은 있다.

④ 잘 알지 못한다.

⑤ 전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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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자연적임 도시적임

오래됨 새로움

복잡함 단순함

동적임 정적임

부드러움 딱딱함

감각적임 실용적임

다양함 심플함

쾌활함 차분함

5. 위의 순천웃장의 이미지를 보시고 어떤 이미지가 연상 되십니까?

Ⅳ. 순천웃장의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1. 위의 사진을 본 후 이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은 어떻습니까?

① 사진만 보고도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②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③ 크게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④ 기타( )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순천웃장의 디자인 브랜딩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외관 개선을 위한 안내표지판 및 간판 등의 통일성

② 홍보 및 정보전달을 위한 SNS활용 및 홍보물 배포

③ 패키지 디자인 개선(박스포장, 앞치마, 공동물품 등)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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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자연적임 도시적임

오래됨 새로움

복잡함 단순함

동적임 정적임

부드러움 딱딱함

감각적임 실용적임

다양함 심플함

쾌활함 차분함

3. 전통시장으로서 순천웃장의 시각 디자인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순천웃장과 국밥골목의 긍정적 이미지 상승과 함께 매출증대를 위한 홍보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순천만 및 순천만국가정원의 관광객을 순천

웃장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④ 기타( )

4. 앞으로 개선 될 순천웃장의 이미지는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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