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연구 제15권 제4호 2014. 12, 논문 pp. 123 ~ 137 123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 서울시를 대상으로 -

신승만*1)

A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Sales Account of the Micro Merchants 
by Semimonthly Sunday Off System of Megamarket and Its Policy 

Implication
- Focusing on the Seoul Area -

Seung Man Shin*

요약：본 연구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도 도입이 중소상인의 매출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대해평가한것이다. 이를위해서울시 4개구역의상인(1,0000명)과소비자(600명)를대상으로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무휴업은 대형마트에서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 등으

로의 실질적 소비 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에 소비자의 47.5%가 동네슈퍼

(49.2%), 전통시장(19.2%) 등에서구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의무휴업일에동네슈퍼및전통

시장에서의구매금액이평소구매액보다 35%이상높아의무휴업제도의유효성을뒷받침하고있다. 향후

대형마트․SSM의무휴업제도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보다 높은 성과창출의 관점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3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주제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중소유통상인, 영업제한, 의무휴업일

ABSTRACT：This study is to assess how the introduction of semimonthly Sunday off system of 
megemarket & SSM affects the sales growth of micro-merchant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Micro Merchants(1,000 samples) and consumers(600 samples) in Seoul.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sales account of micro-merchants rose by 10.4% on duty holiday 
than normal business day. And the 61.0% of micro-merchants respond that obligations of semimonthly 
Sunday off System help to increase revenue. In examining the buying patterns of consumers, 47.5% 
of customers using large-Mart and SSM respond that they have visited the other channel for buying 
the goods due to the semimonthly Sunday off system of megemarket & SSM.
Key Words：wholesale mart, SSM(Super-Super Market), small merchants, limitation on business, 
setting up scheduled day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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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유통시장 개방이후외국대형유통업체들의국

내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면서, 국내의유통시

장 변화의 속도는 소매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

꾸어놓았다. 대형할인점은그동안우리나라의소

매시장의 주류를 이루어온 전통시장, 백화점, 슈

퍼마켓 등의 한정 상품이나 열위상품의 특판 및

비정기적 할인판매와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성

격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경제여건

및 소비자의 구매패턴의 변화와 맞물려 급성장

해왔다.

국내 최초 대형마트의 시작은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을 시작으로 200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백

화점을제치고, 유통산업의대표적인선두업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 수는

1998년도에 92개에서 2010년에는 438개로 3,761%

가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474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다(서울지

역은 70개의 대형마트가 영업, 전체의 14.8%)(중

소기업청, 2014).

한편, 대형마트의 점증적 골목상권의 진입으로

인해 시장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전통시

장․재래상권과 지역 중소유통업자의 몰락이 가

속화되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위해대형마트에대한등록제한및사

업조정제도 등 법적 규제를 강화시켜 왔다. 그러

나대형유통업체들은국내대형마트점포시장포

화 및 정부규제로 인한 침체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upper Supper Market:

SSM) 사업진출을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SSM점포수는 2006년 292개에서 2010년 866개로

196.6%가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106개가영업

중이다. 특히 서울지역에는 249개가 영업(2013년

기준) 중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중

소기업청, 2014).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대

형마트(대규모점포)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성장은 골목상권을 포함한 영세상인들의 생업 및

생존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

형마트․SSM과주변영세상점의상생을통해민

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유통법)을 개정

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 기업형 슈퍼마켓과더불

어대기업지분이51%이상인가맹점도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미 짧은 기간내에 골목상권 주변에

뿌리내린 SSM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점과,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2년 2월에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

형마트와SSM의업무시간제한((자정∼10시) 및

휴무일지정(2일)을의무화하도록하면서, 2012년

4월에는전국에걸쳐서대형마트․SSM에서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유통법의 개정은 대형마트․SSM과 상

권범위가 겹치는 많은 영세상인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주장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

법 개정이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는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는 입장이

다. 우선 대형마트와 SSM 규제에찬성하는측에

서는 대기업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전통시장, 소상

공인들의삶의터전을위협하고있는상황이기때

문에 일정범위 내에서의 영업제한은당연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의 입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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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제손실이 야기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말 영

업의 금지는 소비자의쇼핑불편뿐만 아니라 지역

의 고용에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마트와

SSM를 대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일영업제한이주변영세상인들에게실질적인이

득으로 연계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상공인

의 경우는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액 증감여부와

증감 폭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소비자의 경우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의

무휴업의 효과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의 검토

대형마트․SSM 의무휴업과 관련하여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영업규제의 필요성, 의무휴업에

대한 효과분석, 대형마트의 적정점포 규모 등의

분야에서다양한연구가수행되었다. 그러나아직

까지도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에 대한 찬반

입장이팽배하게진행되는가운데, 대기업유통사

들은 정부의 규제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

부규제정책을 받아들이고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에

대한효과성분석에있음을감안하여그간연구되

어온의무휴업에대한효과분석관련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은주․권영선(2014)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

법개정안이전국소매점의매출액에미치는효과

를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이들은다양한유통채

널들(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소

매점, 무점포소매등)을대상으로시계열회귀분

석을 활용하였다. 그들은 분석결과 영업일 및 영

업시간규제는 대형마트의 매출을감소시키는 효

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려했던일반형 슈퍼마켓과

전문소매점의 매출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증가하

지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규제시작 이후 표

본이 다소 부족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규제정책이 의도한 효과

는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소비

자의 불편함이 증가해 소비자후생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정책의 지속여부를 재고할필

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진욱․최윤정(2013)은 대형소매점의 영업제

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대형소

매점의 영업제한 규제가 재래시장과 중소 슈퍼마

켓의 활성화의 목적을달성하는지의 여부를검토

하고,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관련 당사자의 비

용․편익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이들은 대형

마트 6개사 344개의월별․일별데이터를 활용하

여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을 추정하였는데, 그들

에따르면영업제한으로인해8.77%(월평균 2,307

억원)가 감소하여 연간 총 2조 7,678억원이 감소

한다고 하였다. 반면, 재래시장․소형슈퍼마켓으

로의 소비전환액은 월평균 448억원∼515억원에

그치는것으로추산하여결국대형마트․SSM의

무휴업효과에부정적인입장을주장하였다. 또한

영업제한으로 소비자 소비가감소함에 따라 대형

소매점의납품업체의매출감소는월평균 1,872억

원수준이며, 이중 960억원정도가농어민이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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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협력업체의 손해로 추정하였다.

황영순․박상필(2013)은 전통시장 이용소비자

와 상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방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대형마트․SSM

진입에 대한 영향분석을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

는소비자의대형마트․SSM이용횟수변화와전

통시장 이용횟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대형마트․SSM의 이용은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의 이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도에비해 2013년도는대형

마트․SSM의이용이늘었다는응답이많은반면,

전통시장의 이용은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즉,

대형마트․SSM의 활성화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대형마트․

SSM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하연(2013)는 대형마트 소비자의 소비업태

를 바탕으로 영업제한규제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부 702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SSM, 재래시

장, 소형슈퍼마켓, 기타 소매업체에서 지출하는

소비금액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업

규제로 인해 소비자 1인당 대형마트에서 구매하

는소비액은월평균 18,000원정도감소하는것으

로 나타났다. 결국, 대형마트 지출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재래시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이전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던 신선식품을 대체 소매업

태에서구매하고있고, 취업주부들은여전히기존

대형마트에서구입한다고주장하였다. 다만, SSM

도 규제대상이었지만, 취업주부들이 평일에 SSM

에서소비지출을증대시킨결과오히려SSM에서

소비하는 월간 지출액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신우진․임규채(2013)는 SSM을 대상으로 한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제한 등이 주변 영세상

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으로 연계되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5개의

SSM 이용자 288명을대상으로주중과주말로나

누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SSM의 영

업시간제한과 휴무일 지정으로 인해 대구광역시

내 SSM 매출액이 연간 49.7억원감소하였다. 특

히 이감소액 중약 11%(5.6억원)는 전통시장의

매출액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약 89%(44.1억원)

는일반슈퍼마켓의매출액증가로나타났다. 이들

은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지정을 통해 SSM의

매출액이감소하고, 이감소분이전통시장과일반

슈퍼마켓의매출액증가로연결은되었지만그효

과는 미비하다고 주장하였다.

강희은(2012)은 대형마트․SSM에 대한 의무

휴업등영업제한이전통시장과골목상권등중소

상인의 매출액 증가에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서울지역 중소유통업체 630개를

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그의연구에따

르면, 응답자의 50.7%가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

업제가 경영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 매출액

증감정도에 대해서는 47.2%가 의무휴업제 실시

이후매출액이증가하였다고응답하였다. 특히점

포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대형마트․SSM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의무휴업제의 이익이더크다

고 하였다.

김범식․조달호(2012)는대형마트․SSM의무

휴업이 전통시장의 매출액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통시장의 애로요인과 지원제도의 개

선방안을모색하였다. 이를위해서울시전통시장

700개 점포를 대상(강동․송파지역 145개, 그 외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127

지역 555개)으로의무휴업일(2, 4주일요일)의매

출액 및 고객 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결과에따르면, 대형마트의무휴업일에강동․

송파지역 전통시장은 점포의 42%에서 일평균매

출액과 고객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고객 1인당 구매액이 늘

어난점포 비율은 7.6%에불과하고, 변화가없었

다는점포비율이 89.7%인것으로미루어보아전

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고객수의증가가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세종․남윤형(2010)은 서비스 무역 일반협

정이후대형마트및SSM진출로인해매출액감

소 등을 입은 중소유통업 452개를 대상으로 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형

마트및 SSM 진출로인해소규모유통업체(슈퍼

마켓, 과일가게, 공산품 등)들은 대형마트․SSM

이 진출하기 전보다 월평균 4,132천원의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소상공인진흥원(2010)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

플러스등특정대형마트로인한특정지역주소유

통업체의피해규모 등 경영현황과 실태를파악하

기 위해 500개 중소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입

점전평균일일매출이 469천원에서대형마트입

점이후 276천원으로점포당일평균 193천원의매

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대형마

트 입점 이후 가장많은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

고 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입점시점을 기준으로

일평균 22.5명(대형마트입점전53.8명→입점후

31.3명)의 고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무급 가족종

사자를 제외한 종사자 수는 대형마트 입점 이후

0.14명(대형마트입점전점포당평균 0.92명→입

점 후 0.78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지정 이후 해당 규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에대해찬반논리가다양하게제시되어왔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들의연구접근방식을보면 2

가지의연구방법론즉, 실태분석과실증분석을통

해 전개되어 왔다. 실증적 연구의 경우는 대형마

트․SSM의무휴업에따른매출액감소분이과연

전통시장과주변중소유통업체에게전가되었는지

에대한계량적측정을통해연구되어왔다. 반면,

실태조사의 경우, 중소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휴업일전․후간의매출액과고객수비교를통해

의무휴업 규제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찬반론적인 의견들

이 제시되어 오면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에

대한새로운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한다는 목소

리도높아지고있으며, 이러한효과규명의미비와

더불어 의무휴업 지정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의 자

유권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대형유통업체들은 유

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정

에대해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기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에 의해 대형마트․

SSM 의무휴업에 대한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특정지역혹은특정시점에국한된설문조사

위주의 연구가 정책의 실제효과를계량적으로추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다른실증

분석에의한접근방식보다는더설득력이있을것

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그간의 계량적 접근방

법론을사용한선행연구를보면, 계량적실증분석

을위해특정상황에대한가정에서부터시작한다.

예를 들면, 정진욱․최윤정(2013)은 대형마트

5개사의 매출액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소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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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으로 8.77%(월평균 2,307억원), 연간 총

2조 7,67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소형슈퍼마켓으로의 소비전환

액은 월평균 448억원∼515억원 수준으로 추산하

였다.

그러나 실제 전체 유통채널 매출은 증가세에

있으며, 또한대형마트의온라인및SSM등새로

운소매업태로의 구매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에서,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 및

SSM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의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한편, 대형마트 매출감소

분에 대해서는 실제 대형마트 5개사의 매출데이

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이와 비교되는

중소슈퍼마켓 매출증가분은 타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의 내용(기존에 수행된설문 표본조사)을 그

대로 대입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은주․권영선(2014)은 Large Sample Data를

이용한 각 업태(백화점, 대형마트, 일반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소매점, 무점포 소매점)의 월매출액

을종속변수로하고, 영업규제를더비변수, 그리고

경기동행지수, 경기선행지수, 소득변수 등을 독립

변수로 하는 선형모형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이처럼 계량적 분석은 변수선택이나 측정방법

등에따라많은차이가발생할수있는데, 이연구

분석모델에다른변수몇개만추가하더라도분석

결과는상당히달라질수있다. 즉, 규제효과에미

칠수있는수많은변수를가지고분석한결과, 이

연구의 모델에서 제시한 변수만이 유의하게 나타

났다고 한다면, 연구결과의 신뢰는 높아질 수 있

을 것이다.

추가적으로매우현실적인이슈로서, 계량적분

석에서 사용하는 매출데이터의 경우, 대형마트는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의 매출데이터는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대형마트나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채널을 통한 사

업을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온라

인 채널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반영이

되지않았다는 점은 결국 또 다른결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이 대형마트․SSM에 대한 의무휴업의

효과에 대해서는찬반양론(兩論)이 있을 수 있지

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휴업에 대한 실제효과

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방법이 더 설득

력있다는판단하에실태조사방법론을활용하고

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조사방법 및 표본특성

서울시에는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할때대형

마트는 70개, SSM은 284개(직영 249개, 가맹점

35개)가 입점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4). 본 연

구는대형마트․SSM의무휴업일지정에따른소

상공인의 매출증대 효과를분석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이를위해서울지역중노원구, 구로구, 은평

구, 송파구 등 4개 구의 소상공인 1,000개와 소비

자(주부) 600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

다. 본 실태조사는 2014년 8월 4일∼15일에 실시

되었으며, 직접면접조사에기초하여자료를수집

하였다.

조사항목을 보면, 영세상인 점포주의 경우, 의

무휴업일 전․후 매출액과 매출증감여부 등을 조

사하였으며,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의쇼핑패턴의

관점에서소비채널유형등에대하여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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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특성 I(소상공인)

구분 구로 노원 송파 은평

업태

슈퍼마켓 25.0 25.0 25.0 25.0

정육점 25.0 25.0 25.0 25.0

야채청과물가게 25.0 25.0 25.0 25.0

면적

33㎡ 미만 23.9 24.6 38.6 12.9

33㎡~99㎡ 미만 26.3 22.1 14.9 36.7

99㎡ 이상 24.4 37.0 10.1 28.6

대형마트․
SSM거리

500m 미만 10.0 5.9 46.2 37.9

500m~1km미만 27.2 43.9 16.1 12.8

1km 이상 42.9 39.9 2.5 14.7

합계(개) 250 250 250 250

<표 2> 표본의 특성 II(소비자)

구분 구로 노원 송파 은평

유형
전업주부 29.2 21.9 27.5 21.4

취업주부 15.9 31.7 19.6 32.8

연령

30대 25.0 25.0 25.0 25.0

40대 25.0 25.0 25.0 25.0

50대 25.0 25.0 25.0 25.0

60대 이상 25.0 25.0 25.0 25.0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2.5 43.8 18.8 25.0

200~400만원 미만 23.2 25.4 33.7 17.8

400~600만원 미만 28.9 22.6 15.9 32.6

600만원 이상 20.0 30.0 10.0 40.0

2. 실태분석 결과

1) 의무휴업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

<표3>에서보는바와같이, 대형마트․SSM의

무휴업제가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1.1%가 ‘긍정적’인

응답(매우도움 8.0%, 도움 53.1%)을 한 반면,

7.5%는 ‘부정적’인입장(도움안됨 4.4%, 전혀안됨

3.1%)을 보였다.

한편,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 실시 이후

매출액 증감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10.2%의 매출

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응답자의 51.2%

<표 3>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의 경영도움 여부

구분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도움

도움
도움
안됨

전혀
안됨

전체 8.0 53.1 30.6 4.4 3.1

구로 3.6 47.6 33.2 10.0 3.2

노원 8.8 53.6 23.2 5.6 8.0

송파 4.4 59.2 35.2 0.8 0.4

은평 15.2 52.0 30.8 1.2 0.8

가 매출액이 ‘증가했다’고응답한반면, 1.0%만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점포면적이 99㎡ 미만인 경우 48.9%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고, 점포면적이 165㎡ 이상

인 경우는 71.9%가 ‘증가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점포면적이넓을 경우 의무휴업제에 따른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한편, 서울시 4개 구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SSM 의무휴업 제도 도입에 따른 매출액 증감여

부를 살펴보면, 은평구 지역은 61.2%가 대형마

트․SSM의무휴업실시이후매출이증가하였다

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노원구 지역이

58.8%, 구로구 지역이 43.2%, 송파구 지역이

4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휴업 실시

이후에 매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순을 보면,

구로구가 56.4%, 송파구가 55.2%, 노원구가

40.8%, 그리고 은평구가 38.8%로 나타났다. 대형

마트․SSM의무휴업일실시이후매출액증가비

중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증 결과, 의무휴업일 제도 도입 이후

매출액증가비중에대한지역간의차이는유의한

것으로나타났다(Pearson's Chi-square test: 45.260,

DF 6, p <0.000). 결국, 대형마트와의거리내지소

비자의특성(연령, 소득등)에따라의무휴업제도

의 효과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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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형마트․SSM과의 거리가 500m 미만

인경우 52.8%가 ‘증가했다’고응답하고, 거리가 1

㎞이상인경우 51.2%가 ‘증가했다’고응답함으로

써대형마트등과의거리가가까운경우의무휴업

제의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형마트․SSM의무휴업실시이후매출증감여부

구분 증가 감소 차이없음

전체 51.2 1.0 47.8

점포
규모

99㎡ 미만 48.9 0.9 50.2

99~165㎡ 미만 64.5 3.2 32.3

165㎡ 이상 71.9 0.0 28.1

거리

500m미만 52.8 1.3 45.9

500m~1,000m미만 49.2 2.1 48.8

1,000m 이상 51.2 0.2 47.8

지역구

서울 구로구 43.2 0.4 56.4

서울 노원구 58.8 0.4 40.8

서울 송파구 41.6 3.2 55.2

서울 은평구 61.2 0.0 38.8

한편, 대형마트․SSM의무휴업일과그렇지않

은 날(동일요일)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그림

1>에서보는바와같이, 7월 13일휴무일은전주(7

월 6일) 대비 13.9만원(증감률 14.7%), 7월 27일

휴무일은 전주(7월 20일) 대비 13.7만원(증감률

13.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4.3만원

108.2만원

(14.7%증가)

98.5만원

112.2만원

(13.9%증가)

7월6일 7월13일 7월20일 7월27일

<그림 1> 7월 동일요일(일요일) 평균 매출액

<그림 2>는 7월 한달간의 의무휴업일(13일과

27일)과그렇지않은날(6일과 21일)간의매출액

을 비교한 것이다. 즉, 7월의무휴업일총매출액

은 220.4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날의 총매출액

192.8만원보다 1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4.3만원

(7.6일)

총매출액

192.8만원

의무휴업일
매출액

108.2만원

(7.13일)

총매출액

220.4만원

총매출액

증가율

14.3%

112.2만원

(7.27일)

98.5만원

(7.21일)

의무휴업일
전주(동일요일) 

매출액

<그림 2> 7월 의무휴업일 전․후 동일요일 매출액 비교

2) 의무휴업에 따른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표5>에서보는바와같이, 대형마트․SSM의

무휴업제도 시행이전과 비교시 소비자들의 구입

처 변화 여부를살펴보면, 17.0%가 ‘변화가 있다’

고응답한반면, ‘변화가없다’는응답은 80.5%로

나타났다 즉, 대형마트․SSM 이외의 곳으로 구

입처가 이동하는 경향은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또한, 주부중에서도전업주부, 그리고가

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의 구입처 변

화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도 실시 이후

구입처에변화가있다고응답한지역간비중의차

이에 대해 피어슨의카이제곱검증 결과, 의무휴

업일제도도입이후구입처변화가있다는비중의

지역간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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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구입처별 평소 지출비용(1회당, 만원)

구분
동네
슈퍼

대형
마트
SSM*

동네
소매점

백화점
식품관

전통
시장

편의점

평소(A) 1.7 9.9 1.7 0.5 1.6 0.3

의무
휴업일(B)

1.8 5.2 1.9 3.5 2.7 2.3

B-A 0.1 -4.7 0.2 3 1.1 2

* 다른지역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SSM을 의미

Chi-square test: 14.263, DF 6, p < 0.027).

<표 5> 의무휴업제도시행이전과비교시구입처변화
여부

구 분 변화있음1)
변화
없음

잘
모르겠음

전 체 17.0 80.5 2.5

주부유형
전업주부 18.3 79.6 2.2

취업주부 15.1 81.9 3.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0.5 86.0 3.5

200~400만원 미만 15.7 81.6 2.7

400~600만원 미만 19.6 78.1 2.3

600만원 이상 24.4 75.6 0.0

지역구

서울 구로구 12.5 84.4 3.1

서울 노원구 22.0 76.0 2.0

서울 송파구 21.3 78.7 0.0

서울 은평구 16.7 80.0 3.3

주: 1) 대형마트, SSM이외의 곳

한편,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조사한 결과(<그림 3>), 의

무휴업일 전․후에 구입한다는 의견은 52.5%로

나타났고, 당일 다른 곳에서 구입한다는 의견은

47.5%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평소 구입처별 지출비용(1회당, 음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52.5%

휴업일 전후
대형마트/SSM에서 구입

47.5%

당일
다른 곳에서 구입

<그림 3> 의무휴업일 소비자의 구매처 변화

SSM에서 9.9만원, 동네슈퍼 1.7만원, 동네전문소

매점 1.7만원, 전통시장 1.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를 보면, 대형마트․SSM에서는 5.2만원,

백화점식품관은 3.5만원, 전통시장은 2.7만원, 동

네소매점은 1.9만원, 동네슈퍼은 1.8만원 등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에 변화가 있음을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의 구입처별 평소지출 비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같다. 4개 구 중 의무휴업일

날 동네 골목상권(동네슈퍼, 동네소매점 및 전통

시장)으로의 지출변화가 큰 지역은 노원구로 3.8

만원이 증가(동네슈퍼, 0.2만원, 동네소매점 1.7만

원, 전통시장 1.9만원)하였고, 그다음으로는구로

구(1.4만원), 은평구(0.6만원) 그리고 송파구(0.1

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휴업일당일다른곳에서구입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입처별 이용을 살펴보면

(<그림 5>), 동네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비중이

49.2%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전통시

장 19.6%, 동네전문소매점 16.5%, 영업하는다른

지역의 대형마트․SSM이 13.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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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8

0.0

3.7

1.1 0.9

0.2

-5.2

1.7

2.7

1.9 1.8

<구로구>

<노원구>

-0.1

-5.8

-0.3

2.7

0.5

-0.5

<송파구>

0.0

-6.7

0.0

4.6

0.6

4.5<은평구>

동네소매점 백화점식품관

전통시장

동네슈퍼 대형마트/SSM

편의점

<그림 4> 소비자평소와의무휴업일간지출비용차이(만원)

49.2%

19.6%

16.5%
13.0%

1.6% 0.1%

동네
슈퍼

전통
시장

동네
소매

대형
마트
SSM

(영업중)

백화점
식품관

편의점

<그림 5> 의무휴업에 따른 구입처별 이용비중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도로 인한 구입처

의 변화(구매금액)는 크게 없지만, 대형마트․

SSM 이외의 곳으로 구입처가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의무휴업제도 도입의 효과성을간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 의무휴업일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

한 결과, 응답한 소비자의 63.4%가 도움이될것

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6>).

2.4%

61.0%

16.3%
17.1%

3.3%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안됨

<긍정> 63.4% <부정> 20.4%

<그림 6> 의무휴업제의 경영도움 여부(소비자)

Ⅳ.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1. 정책적 시사점

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제도 도입에 따른 대형마트에서 동네상

권(동네슈퍼, 전통시장 등)으로의 소비이전은 창

출되고는있으나그규모면에서는그성과가가크

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에서처럼, 의무휴업일에소비자의47.5%

가 대형마트 대신 동네슈퍼(49.2%), 전통시장

(19.6%), 동네소매점(16.5%) 등에서구매하고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소비자

구매이전효과결과는동네슈퍼점주대상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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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소비자 구매이전 효과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대형마트 의

무휴업일과 그렇지않은날의 매출액 증감여부에

대해 51.2%가증가하였다(<표 4> 참조)고응답하

고 있으며, 총 매출액은 비휴업일(동일 요일) 대

비 평균 14.3%가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특히, 의무휴업일에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에서

의 구매금액을 보면, 동네슈퍼의 경우 평소 구매

액(1.7만원)보다 5.9%(1천원 증가)가 증가하였

고, 전통시장은 1.6만원에서 2.7만원(68.8%증가),

동네전문소매점은 1.7만원에서 1.9만원, 동네편의

점은 0.3만원에서 2.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대형마트․SSM은9.9만원에서5.2만원으로47.5%

가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휴업제도의 유효성

을다소뒷받침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 소비자

들이 동네슈퍼에서 1회 방문시 구매하는 금액은

1.7만원인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동네슈퍼

에서 구매하는 금액은 1.8만원으로 1천원만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크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날 동네상권

(동네슈퍼및전통시장)에서의구매비중(빈도)은

높으나구매금액이낮아동네슈퍼및전통시장등

의 상품경쟁력의 한계를 시사하고 있다.

즉, 대형마트의 대안으로 소비자가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을찾지만 구매금액은 1.8만원과 2.7만원

으로총 4.5만원수준인반면, 타구입처(전문소매

점 1.9만원, 영업중인대형마트․SSM 5.2만원, 백

화점식품관 3.5만원및편의점 2.3만원)에서의구

매금액은12.9만원으로약 8.4만원이더높게나타

나고있다. 결국동네슈퍼에서대형마트와경쟁적

인상품구색을제공할경우, 합리적인소비자라면

동네슈퍼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대형마트 휴무시 동

네슈퍼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소비자 입장에서

대형마트 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의 한계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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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실태조사의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반적 소비감소 등

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기존 선행연구에 비해낮

은것으로나타났다. 대형마트의무휴업일의경우

소비자들은평소소비의 94%수준을유지하여가

계소비감소내지경기위축등의영향은크지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와의거리 등

지역특성에 따라서는 의무휴업일에도 평소 소비

의 100%수준의소비가이루어지고있는데, 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감소(8.77%) 및

관련혼잡비용, 농수산업등공급업체의매출감소

피해 등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 기존 연구(정진

욱․최윤정, 20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 향후 정책방향

본 실태조사 결과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제도의 효과성은 영업규제라는 제도적 관점 이외

에, 관련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정책과더불어검

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 이유는 대형

마트에 대한 동네슈퍼, 전통시장 등의 상대적 경

쟁력 수준에 따라 의무휴업 제도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수준에실질적차이가나타나기때문이다.

따라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부정적 효과(소

비위축등)를최소화하고, 긍정적효과(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의무휴업 제도에 관한 정책적 논

의는 ‘효과성유무’에서벗어나 ‘효과성및효율성

극대화’ 방안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본 조사는 의무휴업 제도가 일정 수준의 효과

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효과제도의 여지가 큼

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의무휴업에 부정적 효과

를 보고한 최근 연구들도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효과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효과의크기가 작

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

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관점에서의접근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1) 의무휴업 제도의 상권별 차별적 접근

상권별 특성에 따른 의무휴업 제도의 차별적

적용을통해본연의취지와효과극대화를추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휴업에 따른 구매처 이

전효과나 구매금액 수준은 지역(대형마트와의거

리등)과소비자(연령, 소득및전업주부유무등)

특성에 따라 실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상권특성에 따라 의무휴업제도를세분화(휴업

일, 휴업일수 등)하여 적용함으로써 부정적 효과

를최소화하면서도긍정적효과제고가가능하다.

요컨대, 지역특성에따라의무휴업일확대가바람

직한반면, 일부지역은오히려의무휴업일최소화

(예, 소비자 후생감소 등 의무휴업제도의 부정적

측면 최소화)가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행정구역이

아닌, 소비자의체감상권을기준으로한의무휴업

제도의 운영도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

형마트의무휴업일의대체구매자중 13.0%가동

네슈퍼나 전통시장이 아닌, 타 지역의 비휴무 대

형마트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구매액

도 5.2만원으로 동네슈퍼, 전통시장에 비해 매우

높은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소비자선호및상

품경쟁력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행정구역이 아

닌체감상권별의무휴업제도를실시할경우, 동네

슈퍼 등 자영업자에서의 대체소비를더욱증대시

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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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권수준의 종합적 접근

상호간 복잡다기한 경쟁․보완․대체 관계를

맺고 있는 대형마트․SSM, 동네슈퍼, 전통시장

및 동네전문소매점 등을 포괄하는 지역 상권수준

의접근이필요하다. 소비자관점에서는대형마트,

SSM, 동네슈퍼, 전통시장등은모두 ‘상품구매욕

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대체․보완적소매채널’

로서, 최근에는각종 TV홈쇼핑, 온라인쇼핑등으

로 채널이 다각화되고 있으며, 지역상권 및 소비

자 특성에 따라, 또는 상품유형에 따라 소매채널

별 상대적 점유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대형마트와자영업자간경쟁

력 관계가 아닌, 대형마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에 대한 보완적 경쟁․대체 관계로서 자영업자의

포지셔닝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대형마트를 상권수준 자영업자 지

원정책수립및실행에보완적협력자로서참여시

키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형마

트가 보유하는 지역상권 소비자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면, 대형마트․SSM의 규모․범위의 효율

성, 경영․기술적특성을고려하여보완적인상품

과서비스를중심으로인근동네슈퍼, 자영업자의

포지셔닝을 구축함으로써사회전체적 가치 창출

의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다.

3) 동네슈퍼 등 자영업자 상품력 제고

대형마트․SSM에 대한 보완․대체적 구매처

로서의 동네슈퍼 등 자영업자의 경쟁력 특히, 상

품력(상품구색의폭과넓이, 품질 및 가격 등) 제

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상품력

제고의노력없이단지기존의구매환경에대한개

선에만 집중할 경우에는 대형마트․SSM 의무휴

업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태조사의 결과에서처럼, 대형마트․SSM에 따

른자영업자로의구매이전이50%이하(47.5%)이

지만, 평소보다 소비금액이 10.8% 정도 증가(평

소 구매금액 15.7만원, 의무휴업일 구매금액 17.4

만원, <표 6> 참조)한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소

비자가원하는상품구색(동일또는보완, 대체)을

잘만 갖춘다면 충분히 대형마트․SSM과 경쟁이

가능하며, 생존할수있음을추측할수있다. 특히,

대형마트 휴무일에 적지 않은 수의 소비자가 타

지역 대형마트에서 소비하는 점도 동네상권의 경

쟁력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오랜 기간

생존과 성장을확보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일반적

으로 지역 대형마트에없는 상품, 예를 들면필요

한 상품을 대신확보해 주거나, 오래된 상품을 수

리해 주거나, 부품을 구해서 수리해주는 등 대형

마트에서충족되지못하는깊이있는서비스를제

공함으로써경쟁력을확보해나가고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상품력 제고는 무엇보다도 대형마트․

SSM와의 차별적․보완적 포지셔닝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상권의 상품수요에 대하

여 대형마트․SSM과의 차별적 포지셔닝을 갖출

수 있는 상품의폭과깊이,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과 같은

소규모 소매업과 이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도매

업간의 협업적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지원마련

이요구된다. 즉, 소매업과도매업간의체계적물

류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존보다 상품구색을더쉽

고, 빠르게 확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에서의 우위적 차별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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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급속한

증가와대형업체간의경쟁심화는우리지역상권

의중소유통분야에커다란어려움을초래하였다.

지난 5년(2008년∼2012년) 동안서울지역에문을

닫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연평균 178,742개

로 약 89만개가 넘는다(국세청, 2013).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마트․

SSM의무휴업제도도입에따른소상공인매출증

대 효과를파악하는데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

해 서울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1,000명과 주부(소

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7월한달간의 의무

휴업일과 의무휴업이 없는 날(동일요일)간의 매

출 및 고객수 증감여부를 조사하였고, 이와더불

어 의무휴업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동시에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SSM에 대한 의

무휴업 등 영업제한제도는 서울지역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미약하지만 소폭의 긍정적 효과에 기

여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이유는소상공인응

답자 중 51.2%가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으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액은 평소보다 10.2%의 매출

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구

매패턴 변화를 보면, 소비자 응답자의 17%가 의

무휴업제도 도입으로 본인의 소비구매처가 변화

하였다고응답하고 있으며, 대형마트․SSM 의무

휴업일로인해 47.5%가당일다른곳에서물품을

구입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구매처변화로

인해소상공인의매출액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

있다.

그간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도의 효과성

에대하여다양한찬반론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

해오고있으나, 유통산업환경및소비패턴등의

지속적 변화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제도

만으로는 우리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 의무휴업제도가 1%만의 효과가 있다

고 한다면, 그 효과성의 크기에 대한 논쟁보다는

이제 그크기를 어떻게 하면 높여나갈수 있을지

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 수립이 더

시급한 때라 사료된다.

다만, 본연구결과가설문조사에기초하고있다

는 점에서 조사표본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전체를

대표할만한정도의큰규모로진행되지못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본집단의 편

의(bias) 가능성이존재할수있음을밝힌다. 향후

연구에서는전체모집단을대표할수있도록조사

지역과 업종, 그리고 소비자의 표본을 보다 광범

위하게선정하여본연구의결과를일반화하는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제도의 효과에

대한 보다 정합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설문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설문조사의 한계성으

로 인해충분한설문조사를 하지못한 점에서 그

한계가있으며, 이로인해분석결과와정책적연계

성이 미흡한 부분을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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