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  한국 재래시장상인의 창업가정신과 상품화전략이 시장이미지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재래시장 정책에 대한 시사점

논문접수: 2009. 08. 08
수정보완: 2009. 08. 25
게재확정: 2009. 09. 19

한국 재래시장상인의 창업가정신과 상품화

전략이 시장이미지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재래시장 정책에 대한 시사점3)4)5)

서 근 하* ‧ 윤 성 욱** ‧ 서 창 수***

<차  례>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과 가설
Ⅳ.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증
V. 결론 및 전략적 시사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래시장 활성화 요인들을 구조 관계적 관점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혁

신과 창업성공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매개하는 변수들을 총체적 시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상인들의 특성을 위험감수성, 경영경험으로 구분하고 이들 특성이 핵심적

인 시장 활성화 매개변수를 통하여 경영성과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이와 더불어 재래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머천다이징 분야를 상품화 계획과 상품화 실

천분야로 구분하여 가설에 유의한 구조방정식 모형과 경로를 규명하였다. 또한 시장의 이

미지 구성요소에 있어서 시장 가치성, 시장 인지성 그리고 경영성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들 변수들은 실질적으로는 구분된 개념이면서도 각각의 선행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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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래시장의 이미지변수는 시장의 가치성과 인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변

수들이 경영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인 연속단계 형태로 구조경로가 연결되며, 앞 

단계의 개념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인식개념으로 넘어가는 프로세스적 경로를 새롭게 

밝혀주었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향후 재래시장의 후속적인 학술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고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도출하여 검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후

분석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가 네 가지 독립변수가 창업성과에 이르는 직․간접효과에 대

해, 상인의 위험감수성이 0.29(t 2.61), 경영경험이 0.04(t 1.79)이었으며, 상품화 실천은 

0.374(t 2.61)이었다. 시장 활성화 매개변수인 시장 이미지 변수 중에서 시장가치는 0.47(t 

5.25), 시장인지는 0.22(t 2.30)으로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급변하는 유통경영 환경 속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 수립, 경영환경의 주도적 변화능력, 상인들의 경영혁신

과 몰입, 시장 지향적 마케팅 목표수립에 긍정적이고 시사성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상인

들의 개인별 역량과 상인의식 특성별로 경영성과에 유의한 결과들을 효과적으로 유발시켜

서, 독보적이고 역량 있는 경영혁신 틀이 완벽하게 형성된 진취성이 강한 한국형 재래시장 

상인육성과 더불어 활성화사례들을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여 진다.

주제어: 전통시장, 관리성과, 점포이미지, 머천다이징, 점포가치, 점포인지

 I. 서 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생존기반과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외부적으로는 대형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등의 등장과 유통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이용불편, 경영기법의 낙후 등으로 상권과 경

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설개선에서 경영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여 있다(서근하 

2007). 

재래시장의 경영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전국 재래시장 감소율과 매출 증감현황 그

리고 빈 점포 현황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국 재래시장의 수는 06년 

대비 3.7% 감소, 점포수도 8.4%로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이다. 현재 전국 재

래시장의 수는 1,550개, 시장 내 점포수 21만개, 상인 36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매출액은 05년대 20.8%로 감소하였으나, 역으로 대형마트는 26.2%, 무점포판매는 

34.3%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빈 점포 증감상황은 02년 17.7%에서 

08년 11.4%로 빈 점포 발생율이 다소 저하되고 있지만, 매년 10%이상의 높은 빈 점포 발

생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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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1조원에 도달하고 있지만, ‘08년에 전국 재래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활성화 수준이 양호한 시장은 11.9%(A, B등급), 보통시장은 31.3%(C등급), 침체시장은 

56.8%(D, E등급)로 나타나고 과반수이상의 시장이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영 분야별 활성화를 평가한 경영요소를 살펴보면 상권매력도(41.5%), 상인조직(35.7%), 

시장운영(32.6%), 시설수준(22.3%), 점포경영(5.4%), 공동마케팅(5.2%)등으로 전반적으로 낮

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중소기업청 2009). 이러한 실상을 통해 볼 때 현재 재래시장은 

기존의 연구방향과는 달리 새로운 접근과 이해창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래

시장이라는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독창성 못지않게 시설개선을 넘어서 경영개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연구방법의 차별화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경영개

선활동과 경영혁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적 의문점의 제기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성

공한 재래시장 상인은 어떠한 창업가적 정신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재래시장 상인들

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실태는 어떠하며, 이들이 인식하

고 있는 경영혁신의 방해요소와 경영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재래시장 상인의 

창업가 정신은 시장 활성화에 어떤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재래시장의 상품화전략

과 시장가치에 대한 구조적 역할과 그 관계는 어떠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경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한가? 다섯째, 창업가 정신과 상품화 전략 등이 시장 활성화, 경영혁신전략,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는가? 

등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재래시장의 외부상황과 내부여건에 대한 실태 조사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재래시장 상인의 창업자로서의 인간적․경영적 특질에 대한 

배경, 심리, 경영역량 등의 차원에서 상인들이 추구 가능한 머천다이징인 상품화전략을 경

영혁신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재래시장에 대한 시장의 가치와 시장 이미지에 

대하여 재래시장의 불황극복 성과물로 볼 수 있는 경영성과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를 통해 재래시장상인의 핵심적 성공요인을 밝혀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재

래시장의 문제점 분석과 해법에 대한 모색은 재래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고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정책의 장단기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의 교육과 지도활동을 실시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재래시장 불황극복과 경영혁신에 관한 학술연구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

어 왔다. 하지만 한국의 재래시장에 대한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됨

으로서 본격적인 학술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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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소한 분야이었다. 이러한 재래시장이 연구동향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재래시장 경영혁신과 창업성과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구분 연구 분야  연구자 비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 

설립전

재래시장 상인의
애로사항과 실태

변명식 (2001)
구자열 (2001),

송부용, 권성오 (2001)
박영근, 김판준 (2001)

창원지역, 경주지역, 
도심재래시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식도 
조사

재래시장 개발사업의
효과분석

김중식 (2003)
김정태, 오덕성 (1999)
김타열, 장찬호 (1997)

 재래시장의 건축학적 
입장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들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접근함

재래시장 관광자원화 
차원의 발전전략 제시

지진호, 임화순 (2000)
박석희 (1998) 

 재래시장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법으로 관광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연구함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

설립후

재래시장 경영 및 마케팅 
분석의 전략적 모형개발 

차원에서의 접근

 노승혁,윤성욱,서근하   
(2006)

 시장 경영요소를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개념구성과 
활성화방향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정부정책과 전략을 도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실증조사와 분석)

이민우(2005)
 오동욱, 오완근 (2007)
 박봉두, 노정구 (2007)

시장상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식을 FGI기법과 기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와 

유의도를 분석함

재래시장 성과 및 
효율성측정의 분석적 

모델 접근
박주영(2009)

 시장 활성화를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합회귀분석으로 
분석방법론에 체계를 완성

 

 

  

 

시장경영센터 설립을 기점으로 재래시장 분야의 연구는 많은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물론 시장경영센터의 설립으로 사회적 관심과 국가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성이 부각

된 차원도 있지만, 기존의 기초자료들이 이러한 학술적인 발전의 밑거름과 토대가 되었기

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여진다. 기존의 연구 분야는 다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재래시장 상인의 애로사항과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로서 이들 연구는 주로 재

래시장이 침체되는 원인규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및 시설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 

도입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연구로 요약될 수 있다(변명식 2001, 구자열 2001, 송부용, 권

성오 2001, 박영근, 김판준 2001). 둘째는 재래시장 개발사업의 효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로서 이들 연구는 부동산 재개발 및 재건축의 방향과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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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김중식 2003, 김정태, 오덕성 1999, 김타열, 장찬호 1997). 셋째는 재래시장의 관광 

자원화에 관한 접근으로서 재래시장의 문화관광 활용방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한 전략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서울, 양평, 홍천, 인제의 유명 관광루트에 있는 재래시장

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문화를 관광하고자 하는 문화욕구에 부응하면서 이를 재래시장 방

문목적과 구매활동으로 연결시켜 관광자원개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지진호, 임화순 

2000, 박석희 1998). 

2005년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설립을 기점으로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

자들이 재래시장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의 틀을 세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래시장 경영 및 마케팅 분석의 전략적 모형 개발차원에서의 접근이다. 재래시

장에 대한 접근방식을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구상, 그리고 유통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상인들의 의식과 소비자들의 의식들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여 이

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성과를 이루어 내는 방식이다(노승혁, 윤성욱, 서근하 2006). 둘째,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을 하

는 방식들을 소비자 행동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

호하는 고객특성과 점포속성의 관련성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상관관계와 

유의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아갔다(이민우 2005, 오동욱, 오완근 2007). 셋째, 

재래시장의 활성화 성과를 예측하는 모형으로서 재래시장의 업종비율을 예측변수로 설정

하고 종속변수는 재래시장 유동고객 수로 설정하여 결합회귀모델을 적용하여 기존의 방법

론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세분집단의 수, 모수추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분석모델을 발전시켜 나갔다(박주영 2009). 

이러한 학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중소기업청의 정책지원에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재래시

장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2002년 이후 한국의 재래시장은 ’04년 재래시장특별법을 추가로 

제정하고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7년간(‘02~’08) 709개 시장에 9,675억원을 투입

하였다. 시설개량부분에서는 아케이드 설치(511개 시장), 주차장 설치(286개 시장), 건물개

량(519개 시장), 진입로(82개 시장)의 실적을 올렸으며, 경영혁신분야는 마케팅 지원(843

건), 상인교육 지원(98,000명), 공동상품권 운영(9개 시·도)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와 

더불어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원

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수요에 맞게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재래시장 지원은 

시설개선시장 및 재래시장 총매출액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나

오고 있다. 총매출액에서의 성과는 지난 4년간(‘05~’08) 약 2조 8천억원의 매출액 기여효

과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성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중소기업

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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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래시장 시설개선지원 시장 대비 미지원 시장 성과향상 분석표 

구  분 시설개선 지원시장 미지원시장 대비 증가율 비  고
 일 매출 증가율 7.6% + 17.8%
 빈 점포 발생율 11.0% + 20.5%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아직까지 재래시장의 활성화 수준이 양호한 시

장은 11.9%(A, B등급), 보통시장은 31.3%(C등급), 침체시장은 56.8%(D, E등급)로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도 전국의 재래시장들의 문제점들은 수없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및 유통기반 확충차원에서 각종시책들을 펼쳐 

오고 있다. 2009년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계획에 따르

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2009년 재래시장 지원정책 5대 중점과제 

중 점 과 제

(5대과제 2036억 예산규모)
추 진 전 략

①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185억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62억원)

∘현대식 마트(123억원)
∘대형시장을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마케팅 예산 

활용)

② 경영선진화 촉진
   (177억원)

∘전통시장 활력회복(융자지원 225억원)

∘영업기법 개선(75억원)

∘상인교육·상인조직 육성(45억원)
∘시장홍보 강화(57억원)

  
③ 시설현대화
   (1,626억원)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1,626억원)
∘시설현대화 실효성 제고(비예산)
∘시장정비사업 촉진(비예산)

④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구축 
   (TMO, 비예산)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비예산)

∘상권활성화 지원체계 구축(비예산)

⑤ 지원기관 역량강화
   (48억원)

∘정책연구·조사(4.5), 시장활성화 연구
  (5억원), 기타(2.5억원)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36억원)

    

 자료:  ‘09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수정 재인용(중소기업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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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성과를 전

체 전국의 1,600개 시장을 대상으로 보고 평가한다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

유는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의 무사 안일한 대응자세와 경영전략 부재가 가장 본질적 원인

이기는 하지만, 사후결과 관리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정작 재래시장 활성화와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본래의 취지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와 더불어 획기적인 재래시장의 자발(自
發)적이고 자구(自救)적인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재래시장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이념적 발전모델이 아직도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 구성에 있어서는 연구의 핵심적 관심변수인 재래시장 상인의 특성 

및 상품화 전략이 시장의 가치와 시장의 이미지의 매개변수에 대하여 종속변수인 경영성

과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과 경로를 구성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변수들의 개념화를 만들고, 추수(追隨)적으로 본 연구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통합적 시

각 하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기존 연구들의 관점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상품화전략과 

상인들의 창업가 정신은 시장과 점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시장의 점포이미

지는 가치성과 인지성에 영향을 주어서 최종적으로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상품화 전략과 상인들의 창업가의 정신도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각 개념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및 가설

 경영 성과
․매출액 증가
․고객방문증가

상인 창업가정신
․위험감수성
․경영경험 배경

상품화 전략
․상품화 계획
․상품화 실천  재래시장(점포)

   이 미 지

 ․가치 평가
    (value)
 ․시장 인지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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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래시장 상품화 전략의 개념화 

재래시장의 상품의 가치는 제품의 우월성 또는 탁월성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Zeithaml 1988). 소비자

는 구매활동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상품에 대한 내적 단서를 평가하고 이를 

지각된 상품의 가치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지각하는 평가는 고객이 느끼

는 상품의 품질과 더불어 고객이 지각하는 상품의 가격과 함께 평가받게 된다(Richardson 

et al. 1994; Nguyen et al. 1998). 이와 같이 지각된 상품가치는 상품의 구매와 소비경험

에 따라 소비자가 스스로 지각하게 되는 품질수준과 가격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평가된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Petroshius and Monroe 1987). 

자영업자의 성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구(서근하 2007)를 살펴보면, 재래시

장 불황극복을 위한 경영혁신의 방법으로서 시장 활성화 4단계 발전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시장의 발전은 1단계 상품의 가치부여로 출발하여서, 2단계 상품의 구색 갖추기, 그리고 3

단계 유통활성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당 시장의 브랜드 홍보로 말미암아 재래시

장이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결정요인에 최종적으로 선택될 수 있음을 밝혔다. 

박봉두,노정구(2007)의 재래시장 경쟁력구성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한 연구를 살

펴보면 국내최초로 재래시장에 소비자에 대한 FGI 기법으로 조사하고 경쟁력을 추출한 연

구로서 시사 하는 바가 매우 높다. 연구과정에서 7번의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추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성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재래시장의 경쟁우위 요인

을 도출하여 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입지의 편의성, 저렴한 가격, 우수한 품질, 다양한 

상품구색, 정, 1차 신선식품, 구색의 전문성 등 모두 7가지의 경쟁우위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재래시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당위성을 본 연구가 제공하였

고,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 요인들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과 같은 경쟁 소매

업태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것들을 밝혀냈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재래시장의 상품구성이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주

영 2009)를 살펴보면 재래시장의 상품구성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결합회귀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활성화 근린시장의 경우는 축산물과 가정용품의 비중이 유동 

고객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소시장의 경우는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유동고객 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상품가치는 재래시장의 경

영성과에 관한 구조적 역할에서 재래시장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가격과 판매촉진

에 대해서도 고객의 지각된 가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

구자들에게 상품의 가치는 서비스 질과 더불어 고객만족의 핵심적 선행요인으로 설정되기

도 하였다(Petroshius and Monroe 1987; Richardson et al. 1994; Nguyen et al. 1998, 노

승혁, 윤성욱, 서근하 2006).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와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

구에서도 재래시장 상품화 전략들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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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포이미지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한다.   

    H1a: 상품화 계획은 시장 이미지의 가치평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상품화 계획은 시장 이미지의 시장인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c: 상품화 계획은 시장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a: 상품화 실천은 시장 이미지의 가치평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상품화 실천은 시장 이미지의 시장인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c: 상품화 실천은 시장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재래시장 상인의 창업가 정신특성의 개념화 

기업성과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창업자의 창업가 정신은 많은 연구에서 연구주제의 

핵심요소로 다루어져왔다(Covin and Sleven 1989). 여기서 창업가 정신이란 기업의 업무공

정, 실제적인 업무수행,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과 같이 기

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기질로 표현할 수 있다(Matsuno et al. 2002). 이 중에

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진취성은 기업의 유리한 이점을 획득하기 위하여 업계 최

초로 도전하는 창조성과 프리미엄급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한 목표설정, 높은 가격을 받아

내기 위한 가격활동, 시장에서 경쟁자보다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표면적인(Skim)활동 등으

로 볼 수 있다(Zahara and Covin 1995). 이러한 창업가 정신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을 살

펴보면 대부분 창업자들의 공통적․개인적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 경험, 혹은 배경과 

같은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함께 심리적․행동적 특성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Begley and Boyd 1987, Sandberg and Hofer 1987, 윤성욱, 서근하 2003). 

1) 창업자의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은 창업자가 창업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위험성에 대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감수하고자 하는 창업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위험감수성향을 가진 사

람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 위험 감수성향이 

낮은 창업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하고 조심스럽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자 한다.

Smith and Miner(1984)는 위험회피가 저성장 기업을 이끄는 창업자보다 고성장을 이

끄는 창업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Begley and Boyd(1987)는 성취욕

구, 위험감수성향 등이 높은 경영자가 높은 재무적 성과를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과도하게 

높은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적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중간 정도의 위험감수성향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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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성과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

창업자의 배경적 특성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외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창업자 

개인적 특성규명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창업자 특성을 파악하는 전형적인 방법

이 창업자의 인구 통계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

진 사람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의 결정과 경영성과를 공통적인 일정한 방향

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성별, 연령, 학력, 경험 등으

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 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창업성공과 불황극복을 위한 성공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수행된 서

근하(2007)의 한국 영세자영업자의 성공을 위한 소상공인의 정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에 의한 성공결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수정하여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자 특성을 파악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창업자의 인구 통계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동 연구는 이러한 특징은 성

별, 연령, 학력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하여 살펴보고 있다. 

첫째, 성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문이다. Sexton and Bowman(1990)는 

창업자의 특성, 경험을 기준으로 순응, 열정수준, 대인감정수준, 위험감수성향, 자율과 변화

에 부여하는 가치, 사회적 재능, 의존성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창업자의 특성과 경험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1) 그러나 Buttner 

and Rosen(1989)은 남성과 여성간의 창업자 특성비교 결과 경험이나 욕구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Smith and Miner(1984)은 위험감수성이 높은 남성은 기회추구형 

창업에 유리하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뛰어난 여성은 자율성이 강한 장인형 기

업에서 더욱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혔다. 윤성욱․서근하(2003)는 한국의 소상공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마케팅인식을 중심으로 사업체를 성공업체와 실패업체의 둘로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 여 성별의 차이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2)

둘째, 연령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문이다. 연령에 관한 연구는 상반된 결

과들을 보이고 있다. Birley and Norburn(1987)은 나이가 젊을수록 혁신 지향적이며 위험 

감수성이 뛰어났으며, 이러한 성향은 나이가 젊을수록 기술 지향적 기업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Cooper(1985)는 나이 많은 창업자들이 젊은 창업자

에 비하여 생존의 가능성도 높고, 수입 면에서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성욱․서근하(2003)는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3)

1) 남성과 여성의 성별차이에 대한 분석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율성과 변화에 대한 가치의 정도
가 낮은 반면, 위험감수성향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2) 여성창업자에 비하여 남성창업자의 성공률이 1.85 배로 남성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연령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가 40대 이상이 40대 미만에 비하여 성공률이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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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문이다. 창업자에 대한 특성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온 또 다른 배경적 특성은 학력이다. Cooper et al.(1994)와 Cooper 

and Gascon(1995)는 창업자의 학력은 지식, 기술, 문제해결 능력, 동기유발 그리고 자신감

과 관련되어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극복하게 해 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Cooper(1985)와 Sanderberg and 

Hofer(1987)는 창업자의 학력이 경영성과와 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창업자

의 특성이 진취성과 독립성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학력의 축적과는 상관이 없으며 창업기

회가 되면 언제든지 학업을 그만두고 창업전선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혁신성이 높은 기술적 사업에 대하여 창업자의 높은 교육수준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제

고시키므로 이러한 업종은 학력이 높음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우

리나라의 첨단기술과 생명공학의 벤처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윤성욱․서근

하(2003)는 연령에 따른 창업결과가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4) (서근하 2007, 수정 재인용).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와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재래시장 상인

들이 창업가정신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의 점포이미지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3a: 창업가정신(위험감수성)은 시장 이미지의 가치평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창업가정신(위험감수성)은 시장 이미지의 시장인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c: 창업가정신(위험감수성)은 시장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a: 창업가정신(경영배경)은 시장 이미지의 가치평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b: 창업가정신(경영배경)은 시장 이미지의 시장인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c: 창업가정신(경영배경)은 시장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재래시장 시장(점포) 이미지와 경영성과의 개념화

1) 시장(점포) 이미지

시장 이미지는 소비자가 특정 시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같은 전반적 인

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재래시장에서의 시장 이미지는 특정 재래시장에 대하여 쇼핑시

4) 창업자의 학력을 고졸이하와 전문대 이상의 학력으로 구분한 결과, 전문대 이상인 창업자가 고졸
이하의 학력자에 비하여 성공률이 1.8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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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느끼는 이미지에 대한 태도 및 행위로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래시장에 

대한 인상은 소비자가 느끼는 점포의 속성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소비자가 시장과 점포

에 갖는 태도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James et al. 1976; Srinivasan et al. 2002, 서근하 

2006). 

점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기능적 특성과 심리적 속성에 의해 고객의 마음속에 점

포가 정의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발전하여 왔다. 고객이 이상적인 점포이미지를 경험하였을 

때, 이는 점포만족(Store Satisfaction), 점포태도(Store Attitude), 점포애호도(Store Patronage)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이미지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점포이미지에 대한 연구모형들을 살펴보면 상품의 질은 제품 이미지의 선행 변

수로서 분위기, 정책, 서비스, 점원관련 이미지와 더불어 점포태도, 점포만족 그리고 단골

행위와 같은 점포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김철민, 조광행 (2004)

은 점포이미지를 구성하는 결정요인으로 지각된 서비스 질과 지각된 상품 가치임과 동시

에 지각된 상품 가치는 고객만족과 점포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고객이 

해당점포에 대하여 이상적인 점포이미지를 경험하였을 때, 점포만족, 점포태도, 점포애호도

(Store Patronage)등의 점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e.g., James et al. 1976, 

Baker et al. 1994, 조광행, 임채운 1999). 이러한 메커니즘에서는 부가적인 각종 서비스부

문은 점포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고객들의 눈에 보이는 가

격과 판매촉진 등이 점포충성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식된 가치에 대하여 직접적인 

결정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정희(2002)는 점포환경, 제품품질, 서비스 품질은 점포이미지의 구성요소라기보다는 

점포이미지 선행요인을 임을 밝혔다. 이러한 점포의 물리적 환경은 주변요인, 디자인요인, 

사회요인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매개로 하여 점포이미지와 점포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서근하(2006)는 인터넷 쇼핑몰의 점포이미지 향상을 위한 연구

에서 상품가치는 e-점포이미지와 e-점포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e-점포이미지는 매개변수로서 서비스의 질이라는 선행요인을 통하여 전

환장벽과 점포충성도에 유의한 요소라는 것과 상품가치로 부터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못

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e-점포이미지는 쇼핑만족만으로는 전환장벽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는 원인분석과 문제점 해결을 가상점포 이미지라는 새로운 매개변수

를 통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전환장벽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이처럼 점포 이미지가 점포충성도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15-20% 내외이며, 사회경제적 특성 및 지역애호도 등을 추가요인으로 포함시켜도 변량이 

30% 미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mes, Durand and Dreves 1976; Sirgy and Samli 

1985; Sirohi, Mclaughlin and Wittin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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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성과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창업가정신, 상품화 전략, 마케팅활동성, 활성화 경영전략 등

은 경영성과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상품화 전략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마케팅 활동성은 

기업이 추구하는 마케팅 활동의 실천 정도로 볼 수 있으며 Dunn et al(1986)은 미국의 창

업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성을 시험하여 19가지 항목의 마케팅 활동성을 정리하였다. 

이 19가지 마케팅 활동성의 범위는 고객관계, 광고, 판매활동, 가격활동, 시장 리서치, 

판매예측, 판매 컨트롤, 공공관계, 제품계획, 신용제공, 판매훈련, 품질관리, 딜러 관계, 판매

원 모집, 제품 서비스, 제품 스케쥴, 보관하역, 포장, 상품창고운영 등으로 규정하였다. 재

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가정신 측면과 마케팅 활동성 측면에서에의 활성화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상인정신과 경영성과와 연관된 연구로서 Jaworski 

and Kohli(1993)는 시장지향성이 고객의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서 

종업원의 입장에서의 효익성을 함께 조사하였다. 고객 만족을 위하여 일하는 종업원은 업

무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낌과 동시에 목적을 달성한 종업원은 개인적 성취감과 조직에 대

한 소속감까지 느낌을 밝혀냈다. 

Matsuno et al.(2002)는 시장성과를 시장점유율, 전체 판매 비중에서 신제품의 판매비

율, ROI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시장지향성이 시정점유율과 신제품 판매비율에는 유의하지 

않고 오히려 ROI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

적인 토대와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재래시장의 시장과 점포이미지

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의 점포이미지와 경영성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5a: 시장 이미지(가치성)는 시장인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b: 시장 이미지(인지성)는 시장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c: 시장 이미지(가치성)는 시장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증 

1. 연구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재래시장 상인의 특성과 머천다이징인 상품화전략이 시장이미지를 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재래시장 상인의 마케팅과 경영노력이 

점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과 업종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부산과 경남 마산과 창원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재래시장 4군데를 선정하였

으며 업종에서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종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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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앞에서 제시한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각 변수에 대한 적절한 문

항을 배치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요원은 해당지역

별로 사업체 현황을 사전에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사업체 통계조사요원들 중

에서 선발하여 이들이 설문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후에 재래시

장 상인과 직접적인 인터뷰방식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함께 작성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응답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전

문 조사요원들이 해당 질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배부한 설문지는 총 350부였으며, 이 가운데 300부가 회수되었고 이중에서 설문지의 

응답이 성실하지 못한 응답자는 제외한 총 245부가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245부의 응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는 남자와 여성의 비율이 

1/2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68.6%)가 상인 학력비율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40

세-59세가 72% 으로 노령화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남녀 및 연령에 대한 비율

이 인구 통계적으로 재래시장 상인 비율측면에서 편의 없이 표본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개념의 측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기존에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해당 개념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정제 후 분석에 사용된 최종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은 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유․무형의 위험을 스스로 용인하는 성향으로 정의

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창업가정신의 역량특성을 기초로 하여 Matsuno et al. 

(2002), Zahara and Covin(1995)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창업가의 위험감

수성은 사업의 위험성 인지, 위기돌파 과감성, 위기변화 대처성, 경영 변화기의 위험성 인

지, 사업경영의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들을 항목별로 척도화하였다. 이들 척도

는 각각 Likert의 5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2) 경영경험 및 배경

경영경험은 기존 점포에서 재래시장의 품목에 맞는 판매 및 유통과 서비스경험을 가진 

것그러고 과거의 경영에 대한 신념과 성공경험으로 정의 하였다.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창

업가 정신의 역량특성을 기초로 하여서 Matsuno et al.(2002), Zahara and Covin(1995)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은 과거 성공적 점포운영 경험, 과거 경영 

목표달성 경험, 과거 경영훈련 경험 정도를 파악하는 능력들을 요인별로 척도화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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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척도는 각각 Likert의 5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3) 상품화 계획

시장활성화의 독립변수 중에서 유형의 품질을 상품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머천다이징 

기획수립능력을 상품화 계획으로 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Petroshius and Monroe 

(1987), Jones et al.(2000)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은 재래시장의 

상품의 가격경쟁력, 비용의 절감성, 마케팅 계획, 상품화, 상품 라이프 사이클, 기술성, 유

통성, 영업성, 경제적 이익성에 대한 계획요인들을 항목별로 척도화하였다. 이들 척도는 각

각 Likert의 5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4) 상품화 실천 

상품화 실천은 재래시장에서 머천다이징을 하기 위하여 실천 가능한 마케팅 방안으로 

정의하고, 머천다이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행동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Petroshius and Monroe(1987), Jones et al.(2000)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은 재래시장의 상품 다양성정도, 구색, 광고, 디자인, 브랜드, 인테리어, 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한 요인들을 항목별로 척도화 하였다. 이들 척도는 각각 Likert의 5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5) 시장이미지(가치성)

시장과 점포 이미지는 재래시장 및 해당 점포에 대하여 소비자가 가지게 되는 전반적

인 인상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Baker, Grewal and Parasuraman 

(1994), Petroshius and Monroe(1987), Jones et al.(2000)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질문내용은 쇼핑의 즐거움, 분위기, 브랜드, 친근감, 매력도, 품격 등에 대한 요인

들을 항목별로 척도화하였다. 이들 척도는 각각 Likert의 5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6) 시장이미지(인지성)

점포 충성도의 경로는 Oliver(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Cognition) 충성도, 감정적 

충성도, 의도적 충성도, 행위적 충성도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인지도를 고객이 

해당 점포에 대하여 거래행위를 현재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로 Price and Arnould(1999)의 연구

에서 사용된 척도를 다음과 같이 재래시장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인지적, 감정적, 의도적, 행위적 충성도로 구분하였다. 시장의 인지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

하였다. 1) 이 시장에 대하여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2) 이 시장은 좋은 인상을 주는 매

장이다. 3) 이 시장은 이용하고 싶은 분위기가 난다 4) 이 시장의 분위기는 쇼핑할 기분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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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영성과

사업체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는 재무적 경영지표를 비롯한 다양한 성과평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Lussier(1995)와 Matsuno et al.(2002)의 연구에 기초한 재무

적 성과 중 자금관리, 계획성, 상담, 가격, 촉진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재래시장 상인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ROE의 창업성공에 대한 결과들을 성공기업과 실

패기업으로 구분하는 종속변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합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연속화하여 사용하였다. 

2) 측정치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기존문헌을 토대로 재래시장의 창업가정신과 상품화 전략이 시장이미지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 대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전체적으로 구

조방정식 모형의 7개의 구조적 개념에 종속되는 하위차원은 기존문헌에서 검증된 30개 측

정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4개의 독립 변수 중 창업가정신에서는 하위개념으로 위험

감수성과 경영경험에 따른 경영배경으로 설정하고, 상품화 전략에서는 하위차원으로 상품

화 계획과 상품화 실천에 대하여 설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단일 차원성을 분

석한 결과 상품화전략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화전략의 상품화계획 분야에

서 6개의 하위차원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과 상품화 실천분야의 5개 문항이 모두 단일요인

에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단계에서 계획과 실천분야의 각각 8개 문항을 측정한 

결과가 계획분야의 2개, 실천분야의 3개 문항의 경우는 적재 값이 낮게 나와서 추후 분석

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2> 재래시장 상품화전략에 대한 측정모형

  주1: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각 하위차원의 합산치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주2: a:1.0에 고정함 
   * : 유의도 p < 0.1 
   Fit: χ2=101.96(df=43), RMSEA=0.075, NFI=0.896 NNFI=0.88, CFI=0.91, GFI=0.93, AGFI=0.89  

RMR=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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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 전략과 동등한 선행변수의 개념으로 독립변수로 선정한 상인들의 창업가 정신

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감수성과 경영경험과 배경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위험감수성 분야의 3개의 하위차원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과 경영경험과 배경분야의 3개 

문항이 모두 단일요인에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단계에서 위험감수성과 경영경험

과 배경의 각 4개 문항을 측정한 결과가 각각 1개씩 문항의 경우가 적재 값이 낮게 나와

서 추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3> 재래시장 창업가 정신에 대한 측정모형

  주1: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각 하위차원의 합산치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주2: a:1.0에 고정함 
   * : 유의도 p < 0.1 
   Fit:χ2=7.21(df=8),RMSEA=0.000, NFI=0.98, NNFI=1.00, CFI=1.00, GFI=0.99, AGFI=0.97, 

RMR=0.03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α를 저하시키는 상품화전략, 창업가정신, 시장이미지에서 8개

의 변수를 제거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위험감수성, 경

영경험, 시장인지의 3개 척도를 추가로 정제하였다. 최종 측정개념에 대한 Cronbach's α는 

상품화 계획(6개 항목) 0.84, 상품화 실천(5개 항목) 0.88, 위험감수성(3개 항목) 0.81, 경영

경험과 배경(3개 항목) 0.78, 시장가치(6개 항목) 0.84, 시장 인지(3개 항목) 0.74, 경영성과

(4개 항목) 0.85로 나타났으며, 개념 당 항목수가 평균 3문항임을 고려할 때 측정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념별 측정항목 및 신뢰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또한 사용된 변수들 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신뢰성 분석 후 각 연구 개념별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시장의 인지성에서 1개의 변수를 제거

하였다. 척도정제 절차는 Anderson and Gerbing(1988)이 주장한 2 단계 접근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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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평균   편차     1      2       3      4      5      6      7    

1.상품화계획    2.45   1.15
2.상품화실천    3.10   0.67
3.위험감수성    2.27   1.17
4.경험 배경     2.54   0.97
5.시장 가치     2.79   0.74 
6.시장 인지     2.88   0.71
7.경영 성과     2.53   0.87  

   1.00 
   0.60**  1.00
   0.61**  0.56**  1.00  
   0.26*   0.32**  0.33**  1.00  
   0.56**  0.40**  0.48**  0.44**  1.00  
   0.28**  0.34**  0.45**  0.54**  0.33**  1.00  
   0.08    0.27*   0.53**  0.17   0.11    0.32**  1.00   

수행하였으며, 척도정제 과정을 거쳐 2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상관관계 자료를 

PRELIS를 통하여 구한 다음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표 4> 신뢰도 분석결과 

항목
측 정 항 목 수 

연구단위 신뢰도
(Cronbach's α)최초 신뢰성

분석결과
타당성

분석결과 최종

상품화 계획 8 7 6 6 0.84
상품화 실천 8 5 5 5 0.88
위험 감수성 4 4 3 3 0.81
경영경험배경 4 4 4 3 0.78

시장 가치 6 3 3 6 0.84
시장 인지 6 4 4 3 0.74
경영성과 4 3 3 4 0.85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 값과 t값을 검증한 결과 모든 측

정항목은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측

정항목들이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한 모델간의 비교는 두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하는 비 제약

모델과 두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를 1로 제약한 제약모델을 비교하였다. 30개 모든 쌍에 

대한 비교에서 두 모델의 χ2 값의 차이는 p<0.05 수준에서 임계치인 χ2 (1) =3.84를 모두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든 쌍에서 제약모델이 비 제약 모델보다 χ2 값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나 각 연구 개념이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척도들의 집중타당성

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고 각 단계별로 최적상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측정모델에 대한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는 χ2=632.09(df=384), RMSEA=0.052, NFI=0.81, 

NNFI=0.90, CFI=0.91 GFI=0.85, AGFI=0.82, RMR=0.057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지수들의 

모델적합도는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각 연구 

개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등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분석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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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Lisrel 8.50을 이용하여 공분산 구조모델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표는 χ2=632.09(df=384), RMSEA=0.052, NFI=0.81, 

NNFI=0.90, CFI=0.91, GFI=0.85, AGFI=0.82, RMR=0.057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지수들의 

모델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품화 계획

상품화 실천

위험감수성

경험배경

시장 가치

시장 인지

시장경영성과

재래시장(점포) 이미지-0.04

0.11

-0.01

0.54

0.20

0.13

0.11

0.01

-0.01

0.12

0.15

0.53

0.20

0.22

0.35

H1

H2

H3

H4

H5

H2b

H1a
H1b

H1c

H2c

H3c

H4c

H5cH2a

H3a

H4a

H5a

H3b

H4b

H5b

<그림 4> 경로계수 추정결과

가설 1에서 재래시장의 머천다이징인 상품화 전략을 상품화 계획부분, 상품화 실천부

분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역할과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품화 전략인 

상품화 계획분야는 시장가치, 시장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a, H1b, H1c의 상품화 계획은 시장가치, 시장인

지 그리고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상품화 전략부분에서 상품화 계획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규명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 유통성, 영업성 향상을 위한 각종 머천다이징 계획수립은 단지 계획으로 끝나는 

것으로 실제적인 재래시장 현장에서 경영성과로 이어지 않는다는 경영혁신의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한 결과로 보여진다. 

가설2에서는 상품화 전략부분에서 상품화 실천은 시장가치, 시장인지 그리고 경영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의 검증결과는 H2b의 상품화 

실천은 시장의 가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만이 정(+)의 방향 유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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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었다. 나머지 시장인지와 경영성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기각 되었다. 이는 상품의 가치가 시장 점포의 경쟁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점포이미지의 시

작으로 본 김정희(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가치가 해당점포의 상품의 

구색다양하게 하고 시장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구조모형은 재래시장과 점

포 이미지의 핵심 경쟁력을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재래시장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경영의 

축이 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이고 최초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광고, 상품디자인 개선, 브랜드 구축, 점포인테리어 개선, 그리고 각종 비용절감들

의 상품화 전략의 실천들이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시장의 가치에 직접적인 정(+)의 방향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재미있고 시사점 있는 연구결과를 나타

내 보여 주었다.

가설 3에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에 대한 위험감수성이 시장가치, 시장인지 그리

고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가설 검증결과 

가설 H3a, H3b는 모두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기

각되었다. 그러나 H3c의 위험감수성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조광행, 임채운(1999), 김정희(2002), 노승혁․윤성욱․서근하(2006) 연구 결

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위험감수성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창업가정신과 경영성과에 대한 경로와 구조적 역할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재래시장 인적구성과 이들이 성격에 대한 중요한 단면으로서 시

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 재래시장 상인 대부분이 50대 전후이며 

도전정신과 위험감수성향이 낮음을 감안하여 볼 때, 시장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벤

처기업과 같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대하여 자발적인 리스크를 가

지고 도전하는 상인들만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임을 밝혀 준 연구결과이다. 

가설4 에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기존의 경영경험과 배경이 시장가치, 시장인지 그리

고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H4b,  

H4c의 경영경험과 배경이 시장의 인지성과 경영성과에 두 가지 경로에 모두 유의적인 정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재래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경험과 확고

한 경영신념과 긍정적인 목표달성의 경험을 가진 상인들의 잠재역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

여, 시장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시장 지원 유관기관들에 대하여 새로운 

교육목표와 혁신의 과제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설 5에서는 시장의 이미

지는 시장의 가치와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지성에 의하여 시장의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전

제하에서 시작하였다. 시장의 가치는 시장의 인지와 그리고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를 검증한 결과 세 개의 가설은 독특하게도 모두 

유의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이미지와 

경영성과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시장의 이미지

는 시장의 가치와 시장의 인지 그리고 경영성과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축차적인 연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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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 내   용 추정
계수

표준
오차 t-value 결과

H1a

H1b

H1c

ϒ11 상품화 계획 → 시장 가치 -0.04 0.09 -0.48 기각
ϒ12 상품화 계획 → 시장 인지  0.54 0.09 -1.15 기각

ϒ13 상품화 계획 → 경영 성과  -0.01 0.09  -0.14 기각

H2a

H2b

H2c

ϒ21 상품화 실천 → 시장 가치  0.11 0.08  6.56** 채택
ϒ22 상품화 실천 → 시장 인지  0.01 0.10  0.09 기각

ϒ23 상품화 실천 → 경영 성과   0.11 0.10  1.09 기각

H3a

H3b

H3c

ϒ31 위험 감수성 → 시장 가치 -0.01 0.09  1.30 기각
ϒ32 위험 감수성 → 시장 인지  0.13 0.10  1.35 기각

ϒ33 위험 감수성 → 경영성과   0.20 0.10  1.99* 채택

H4a

H4b

H4c

β21 경영경험 배경 → 시장 가치 -0.01 0.07 -0.09 기각
β31 경영경험 배경 → 시장 인지  0.20 0.07  1.99** 채택

β41 경영경험 배경 → 경영 성과   0.15 0.07      2.07** 채택

H5a

H5b

H5c

β32 시장 가치 → 시장인지  0.15 0.09 5.89** 채택
β42 시장 인지 → 경영 성과  0.22 0.10 2.30** 채택

β52 시장 가치→  경영 성과   0.35 0.10  3.49** 채택

유의수준 : **= p< .01,  *= p< .05 

형태로 구조경로가 연결되며, 앞 단계의 개념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인식개념으로 넘

어가는 프로세스적 경로임을 새롭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국내에서 처음 연구

가 된 모형으로서 향후 후속적인 학술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준다. 또한 이 과

정에서 시장의 가치는 경영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임이 밝혀졌

다. 이러한 구조 모델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Ⅴ. 결론 및 전략적 시사점

1. 연구결과 및 전략적 시사점 

본 연구는 재래시장 활성화 요인들을 구조 관계적 관점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혁

신과 창업성공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매개하는 변수들을 총체적 시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상인들의 특성을 위험감수성, 경영경험으로 구분하고 이들 특성이 핵심적

인 시장 활성화 매개변수를 통하여 경영성과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이와 더불어 재래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머천다이징 분야를 상품화 계획과 상품화 실

천분야로 구분하여 가설에 유의한 구조방정식 모형과 경로를 규명하였다. 또한 시장의 이

미지 구성요소에 있어서 시장 가치성, 시장인지성 그리고 경영성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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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변수들은 실질적으로는 구분된 개념이면서도 각각의 선행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래시장이 유의한 경영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

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영, 머천다이징, 시장이미지 개선을 위한 브랜드 경영, 마케팅교

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먼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첫째, 재래시장 상인의 특성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상인의 경영의식과 특성을 경영성과

에 연관하거나, 혹은 인구 통계적 특성만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단순화하거나 다

중회귀방정식으로 모델화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인특성을 창업가 정신차원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창업가 정신 차원에서 핵심적 변수로

는 위험감수성과 상인들의 과거 경영경험과 배경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각종 매개변수들을 

통한 시장 이미지 변수와 경영성과에 대하여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관계 

구조적 차원에서 내․외생변수들을 밝혀 내고자하였다. 

이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성과를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 창업가 정신 특성, 인구통

계 특성, 상품화전략에 관한 머천다이징, 시장 가치와 인지에 대한 시장 이미지변수들을 

각각의 개념들을 별도의 독립개념으로 보지 않고, 종합적인 구조모형 개념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이미지와 성공에 대한 새로운 연구모

형을 제시하는 이론적 공헌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 재래시장에 관한 연구로서 우선 시장상인의 실태와 애로조사 그리고 시장의 재

건축과 재개발의 효과에 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의외로 시장

상인이 내부적인 창업가 정신과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관련된 연구들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상인들의 불황극복 노력과 경영활성화에 의해 

경영성과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국내에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상인들의 경영개선 의지와 경

영 활성화를 평가하는 척도의 개발은 이 분야의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각하여 볼 

때, 향후 중소기업 분야에서 시장 경영활성화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재래시장 내의 점포들 간의 경영성과 차이, 상인들 특성에 따른 경영

성과 차이가 날 수 있는 현상들을 언급함으로써 아직도 기초수준의 연구단계인 재래시장 

경영개선과 불황극복을 위한 문제점 해결차원에서 이론적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는 상인의 개인적 의식특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시장과 점포의 이미지 개선이 시장의 가

치 향상과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시장 이미지 변수들이 실질적으로 구분된 개념이면서도 각각의 선행변수들이 될 수 있

는 가능성을 규명하고, 이와 연계하여 경영성과를 유출하는 각종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도

록 이론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재래시장 상인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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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개선을 하고자 할 때 상인들의 창업자 정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인과관계에 의하여 구조 방정식모형으로 명확하게 규명했

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 이미지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경영성과와 절차적인 단

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작단계를 시장의 가치성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하여 

시장 대한 인지성 강화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로 시장 경영성과로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아직까지는 시장 경영혁신 변수들에 대한 구조와 경로효과에 대하여 연구 조

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는 본 연구가설과 같이 시장이미지 개선을 통하

여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주

었다는데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으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재래시장 경영지원현장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실무적인 시사점도 제공하여 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인특성을 실제적으로 시사점이 있는 위험감수성, 경영경험과 배

경 2가지 개념으로 선정하고, 이와 더불어 재래시장 상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머천다이징

에 대하여 상품화 계획과 실천분야의 2가지 개념을 포함하여 총 4가지 개념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요인들이 시장의 이미지인 시장 가치성과 시장인지성과 같은 2단계

의 순차적인 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구조적 관계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경영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즉, 상인의 창업가 특성에

서 위험감수성은 시장의 경영성과에 대하여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오히려 상인의 

경영경험과 배경은 시장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시장 인지성

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재래시장 상인의 중요한 성공요

인 특성을 제시한다면 상인의 위험감수성과 경영경험과 배경은 시장이미지와 더불어 경영

성과와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핵심요소이다. 

둘째, 재래시장 머천다이징에 대하여 기존연구에서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이 재래시장

의 특성과 관련하여 밝혀졌다. 머천다이징에서 상품화 계획분야의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지

만, 상품화 실천분야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매우 의미가 있는 구조경로임을 밝혀 주었다. 

상품화 실천은 시장가치성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시장의 이

미지가 순차적인 경로에 의하여 시장의 가치성과  인지성을 거쳐서 최종적인 경영성과에 

유의한 경로를 미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주었다. 

셋째, 본 연구의 핵심적인 매개변수인 시장이미지에 대한 경로 규명의 결과이다. 재래

시장의 이미지와 경영성과에 관한 상호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시장의 이미지는 시장 가치성과 시장의 인지성 그리고 종속변수인 경

영성과에 연결되는 구조경로가 순차적인 연속단계 형태로 구조방정식 연결 경로가 연결되

며, 앞 단계의 개념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인식개념으로 넘어가는 축차적인 프로세스

적 경로임을 새롭게 밝혀 주었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향후 재래시장 학술연구에 있어서 이



94    유통과학연구․제7권 제3호 [2009년 9월]

론적 배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도출하여 검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후분석을 통하

여 알아 본 결과가 네 가지 독립변수가 창업성과에 이르는 직․간접효과에 대해, 상인의 위

험감수성이 0.29(t 2.61), 경영경험이 0.04(t 1.79)이었으며, 상품화 실천은 0.374(t 2.61)이었

다. 시장 활성화 매개변수인 시장 이미지 변수 중에서 시장가치는 0.47(t 5.25), 시장인지는 

0.22(t 2.30)로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시사점은 시장상인이 창업자로서 정신력에 있어서 벤처기

업과 같은 위험감수성이 강화되도록 하고 이러한 정신적 특성이 재래시장의 시장이미지에

서 시정의 가치성과 시장의 인지성에 직결되도록 각종 유관기관에서 정부정책 실행과 중

소기업 경영자 교육과 컨설팅 수행 시에 정규교과 과목으로 만들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일반기업의 경영상황과 관련하여 위험감수성이 높은 

것은 바람직 않으나, 재래시장 자체의 시장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함을 설득할 필요성도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급변하는 유통경영 환경 속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실제적으

로 도움이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 수립, 경영환경의 주도적 변화능력, 상인들의 경영

혁신과 조직화 추구, 머천다이징 마케팅몰입, 시장 지향적 마케팅 목표수립에 긍정적이고 

시사성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상인지원 유관기관들은 상인들의 지원과 각종 교육 

훈련시에 상인들의 개인별 역량과 상인의식 특성별로 경영성과에 유의한 결과들을 효과적

으로 유발시켜서, 독보적이고 역량 있는 경영혁신 틀이 완벽하게 형성된 진취성이 강한 한

국형 재래시장 상인육성과 더불어 활성화사례들을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여 진다.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이상과 같은 이론적, 실무적 기여와 마케팅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요 결정변수 선정의 한계점이다. 재래시장의 경영활성화 결정요인에는 경영

몰입, 자금운영 및 재무관리, 사업의 아이템, 제품의 수명주기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물

어보는 추가변수에 대하여 폭 넓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연구하였으면 보다 더 많은 전략적 시사점이 나왔으리라 여겨진다. 둘째는 본 연

구에서 제시된 가정들의 관계와 구성개념과의 경로를 보다 더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위하여 재래시장 특성에 맞는 시설개선에 투입된 자금의 규모와 상인회의 조

직화의 정도와 같은 상황변수를 도입하여 조절효과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었다. 다양한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매개변수들 간의 관계와 선행변수들과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

상되며 다양한 시사점들도 나타나리라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산․경남에 있는 

재래시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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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적 모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하더라도 재래시장 전체에 대하여 일반화시키기 위

하여 서울 경기지역, 대전 충남지역, 광주 전남지역에서의 대표업종들을 선발하여 보다 다

양한 표본을 이용한 반복연구와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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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s of Entrepreneurial Proclivity and 
Merchandising Strategy on Conventional Market and Its   

    Policy Implications5)6)7)

Suh, Geun-Ha* ‧ Yoon, Sung-Wook** ‧ Suh, Chang-So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relevant factors that influence 

successful start-ups and management innovations of traditional markets from the point 

of market structures and relations. To do this, we devide an entrepreneurship of  

merchant into two factors, risk taking and managerial experience and choose product 

planning and its implementation to see merchandising of traditional markets. In this 

study we identify that several factors we chose are contributing to generating 

management performances through market promotional parameters. Also we confirm 

that image factors of traditional markets is consist of awareness and value of markets, 

and that these factors shows some sequential and continual patterns in the course of 

generating performances. In additions, it is identified that four independent factors 

have positive effects to star-up success; risk taking 0.29(t 2.61), managerial experience 

0.04(t 1.79), merchandising implementation 0.374(t 2.61), market value 0.47(t 5.25), 

market awareness 0.22(t 2.30).

This study can help merchants of traditional markets to make and change their 

market strategies, restructure their businesses and survive in the field. This also 

provide some ideas and guidances to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n formulating 

traditional market policies.  

Key words : traditional market, managerial performance, store image, 

merchandising, store value, store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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