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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의 대표적 공공장소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도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방법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통시장 재생의 선진사례로 알려진 보스턴 ‘퀸시마켓’과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을 대상지로 선정하
여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시장을 구성
하는 다양한 공간 및 시설은 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둘째,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공공공간이
시장건물과 오픈스페이스에 조성되었다. 셋째,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음료를 공공공공에서 취식할 수 있으며, 만
남, 휴식, 공연 및 행사가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단일화된 집행력을 갖는 회사 또는 비영리주체가 시장운
영을 담당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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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ult of efforts for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 have not been satisf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mplications on planning and design method for revitalization of 
the traditional market in Korean cities. For that, theoretical review and case analysis were conducted 
on public spaces in ‘Quincy Market’ and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various spaces and facilities that make up the traditional market show a 
synergistic effect through linkage. (2) Various public spaces for traditional market users have been 
made in market buildings and open spaces. (3) Food and beverages sold in traditional markets can be 
eaten in public spaces, and meetings, breaks, performances and events are held in public spaces. (4) 
A company or non-profit organization with unified executive power is in charge of or participating in 
market operation.

Key Words :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Public Space, Quincy Market, Granville Isl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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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시장은 지나 온 시간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

겨있는 도시의 대표적 공공장소로서, 지역 중심 상업 공
간이면서 커뮤니티 공간[1]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내의 전통시장은 유통시장 및 생활방식의 변
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쇠퇴를 맞고 있다. 전통시장
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0년 대형마트 출점 
규제, 2012년 의무휴업 지정 등을 시행하였으나, 효과를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고[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지원해 온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역시 아케이
드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업내
용으로 인하여 지역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지역사회와 
전통시장이 유지해 온 고유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역효과
가 발생[3]하는 등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통시장의 쇠퇴는 국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
라 국외의 도시들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국외의 
도시들은 시장의 시설 개선 등 물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운영 및 마케팅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
다. 즉,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상품 및 
식음료의 판매, 이용객이 식음료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 등 그 시장
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과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용객의 취식 및 식사, 휴식, 만남 등의 활동을 위
한 공공공간의 제공이 이러한 즐거움과 편의성을 제공하
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도시재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
진다. 과거 도시의 중추적인 공공시설이자 시민의 기억을 
담은 장소였던 전통시장의 쇠퇴는 그 지역의 쇠퇴와 연
관되어 있으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그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서도 전통시장은 주요대상으로 선
정되며, 전통시장 활성화가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
의 대상지인 미국 보스턴의 ‘퀸시마켓’과 캐나다 밴쿠버
의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
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두 사례대
상지 모두 시장재생을 통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하였으며, 
이용객을 위한 공공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통시
장 재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통시장재생을 통한 도시
재생의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이용객을 위한 공공공

간이 잘 조성되는 있는 국외 선진사례인 ‘퀸시마켓’과 ‘그
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
업의 내용으로는 제시1)되었으나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전통시장의 공공공간 조성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 도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방법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미국 보스턴(Boston, 

Massachusetts)의 ‘퀸시마켓(Quincy Market)’과 캐나
다 밴쿠버(Vancouver, British Columbia)의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으
로 설정하였다. 두 시장은 모두 그 도시를 대표하는 전통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통시장 활
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내용적 범
위는 전통시장의 공간구성, 공공공간의 종류, 공공공간의 
용도, 전통시장의 운영주체, 공공공간 활성화 및 특화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서 대상지 방문시기는 
2016년 8월 및 2017년 12월이었으며, 자료수집의 시점
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진행
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전통시장 
내 공공공간 등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사례분석에서
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기본사고 및 분석의 틀
에 의하여 사례대상지인 ‘퀸시마켓’과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전통시장의 활성화
2.1.1 전통시장 활성화의 의의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
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문화‧편의시설 설치’가 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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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고 관련법2)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국에 1,450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전
통시장이라는 용어는 2009년 이전까지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낙후되고 젊은 소비층에 다가가지 못
하는 이미지가 강해, 200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2010년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맞춰 위생, 청결 등 장보기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4-6]

전통시장은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지역문
화를 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 1980년대까지 생활용
품 및 공산품, 1차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의 도소매 유통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
지만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
의 지역진출과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
한 유통업태의 출현으로 인해 전통시장의 영업환경은 악
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습관 및 
구매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3] 최근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의 성장과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비
대면 구매방식에 의한 온라인 쇼핑의 증가는 이러한 동
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내 전통시장은 건물형, 가로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건물형의 경우는 건물 내의 상가를 분양 또
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쇠퇴한 건물형 시장의 
경우는 시장재개발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가로형의 경
우는 길 양측으로 개인점포들이 연결되어 형성된 형태로
서, 아케이드 및 어닝 설치 등의 시장현대화사업에 있어
서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혼합형은 건물형 시장과 가로
형 시장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1.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에서 시행된 방법으로

는 관련 제도 및 사업을 들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서,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
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정
부는 지역 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
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
별법’이 제정되었고, 현행 제도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
다.3)

2020년 7월 현재 공고4)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크게 ‘시장경영혁신’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의 2가지로 구분되며, 총 11가지 사업에 대하여 지
원될 예정이다. 시장경영혁신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는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지역 상품 전시회, 특화시장육
성(지역선도형, 문화육성형, 첫걸음 기반조성), 복합청년
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10개 사업이 해당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으로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의 1개 
사업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쇼핑환경을 제
공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개선하
는 사업이다.[3] 이 사업은 시장의 현대화 및 이미지 개선
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가 필요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객접근 및 편의
시설5) 설치이다. 진입도로, 아케이드, 시장 내 도로, 화장
실 등이 해당된다. 둘째는 시설물 개보수 등 노후시설 개
선이다.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교체 및 개량이 해당
된다. 셋째는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 설치이다. 거리
정비, 홍보, 상점조형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넷째는  문
화‧편의시설 설치이다. 배달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
전거 보관소 등이 해당된다. 다섯째는 전기‧가스‧소방‧화
재 방지 등의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정비 
등이다. 이상의 지원 내용 중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진 내
용은 시장 내 도로(통로) 포장, 아케이드 및  어닝 설치, 
간판정비 등이었으며, 현재는 주차장 설치에 중요성을 두
고 있다6). 그러나 이용객의 취식 및 식사, 휴식, 만남 등 
이용객이 머물 수 있는 고객쉼터 등의 공공공간은 전통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지
원내용에도 없는 실정이다. 

3)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http://mss.go.kr

4)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346호)

5) 편의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주차장은 2021년 지원 내용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공고되어 있
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6) 대부분의 시설현대화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판단해서인지 
2021년에는 주차장 설치를 제외한 기존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
원계획은 볼 수 없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222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주
로 시설현대화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상인육성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고객 및 매출의 증가 수준이 미미하며, 시설현
대화사업의 세부사업 항목들의 영향력은 낮은 수준으로 
나온다. 시설현대화사업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3]

2.1.3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의 공공공간
공공공간은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있는 공간으로 편

익과 이익을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
발시키는 공간[7]으로서 관련법7)에서의 정의는 “공공공
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공공간의 역할은 도시민들의 삶과 밀착된 생활공간
으로서 기능성을 높이고, 연대감을 매개로 공간과 도시민
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8]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공간은 공적, 사적 공간 모두를 포함하며, 시민
들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고, 시민의 공공생활과 활동
이 가능한 공간[9]으로서 공익적 사용과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한다[7].  

전통시장의 공공공간은 전통시장 내의 공공공간으로
서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며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 공익성을 추
구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공공공간은 
전통시장 이용객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이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휴식, 위락 등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전통시장에 이용객을 위한 공공
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이용객들은 전통시장에 더 머물 수 
있고, 목적지로서의 전통시장이 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내 전통시장의 공공공간으로는 도로(통로), 주차장, 
시장 건물 내부8) 공공공간, 외부 공공공간 오픈스페이스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 현대
화사업 등 국내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사업은 시장 내 도로(통로)의 정비 및 포장, 아케이드·어
닝 설치, 간판 정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현재는 주

7) 건축기본법 제3조. 3.

8) 아케이드가 설치된 국내 가로형 시장의 경우, 아트리움 천장 아
래의 도로(통로)를 포함한 공간 전체가 건물 내부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차장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최근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공간을 설치하
는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
공공간의 조성은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통시장 운영주체 차원에서도 국내 전통시장은 공공
공간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 
전통시장의 유형 중 건물형의 경우 관리주체가 일원화됨
으로써 공공공간을 확보하는데 용이할 수 있는 반면, 개
인의 점포로 연계되어 있는 가로형의 경우에는 공공공간
을 확보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즉, 건물형
의 경우에는 시장을 운영하는 관리주체가 시장의 전체 
공간계획에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나, 가로형의 경
우에는 상인회 등의 조직들이 공공공간을 신규 조성하도
록 개별 점포들의 부담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2.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효과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활성화된 전통시장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관련 연구로서, 최재현‧이명훈
[10]은 서울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요인을 물리적 정비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정상규‧반영운[11]은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전통시장의 공간형성 규명차원에서 청주시 육거리시장 
일대의 가로망의 공간형상을 분석하였으며, 박청호‧장한
수‧구자훈[12]은 못골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영향요인을 물리적 및 비물리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비
교분석하였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효과 분석 관련 연구로서, 이준
호‧김영‧김경훈[3]은 진주 중앙 유동시장을 사례로 정부 
차원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사업효과를 분석하였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연구로서, 박상훈‧이희정
[13]은 미국 뉴욕의 BID 사례를 통하여 운영적 측면에서 
상권 관리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도입을 제시하였고, 이상
훈‧송지현‧이정수[14]는 충청남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유형을 도출‧분류하고 만족도를 조사하여 유형
별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이상준‧한상욱‧이정수[1]
는 국내외 시장 활성화 사례의 분석 및 일본의 활성화 방
안을 도입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
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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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된 전통시장 공간특성 관련 연구로서, 박하나‧
박소현[15]은 인현시장을 사례로 시장의 지속적 활성화
에 연관되는 요인으로 해당 시장의 물리적 계획 조건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요약하면, 국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활성화 요인, 사업효과, 공간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외사례를 대상으로 운영방법의 도입을 
제안하는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국외에서는 활발히 추
진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성사례가 미미
한 전통시장의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라는 점, 그리고 국
외선진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계획 및 설계방법론에 있어
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 등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
성을 갖는다.

2.3 분석의 틀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박청호‧장한수‧구자훈[12]
은 전통시장 활성화 영향요인을 물리적 측면(편익시설, 
운영시설, 교류지원 시설 등)과 비물리적 측면(홍보, 마케
팅, 교류활동 등)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재호‧진상윤
[16]은 도시재생을 위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요인과 관련
하여 심리적 측면, 물리적 측면, 다양성 측면, 기능적 측
면, 안정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양희수
는 하드웨어(복합시설, 지역보존, 인프라, 공공임대)와 소
프트웨어(커뮤니티, 교육 및 컨설팅)로 분류하였다.[10]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는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을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분석항목을 설정하였다.

Contents Items

Spatial Composition
of the Market

•Spatial Composition of
  the Site
•Spatial Composition of
  the Market Building

Types of
the Public Space

•Market Building
•Open Space
•Parking Lot

Spatial Use
of the Public Space

•Market Building
•Open Space

Management Body
of the Market

•Land Owner
•Management Subject

Public Space Promotion & 
Branding

•Promotion Program
•Place Identity

Table 1. Analysis Framework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전통시장의 공공공간의 
경우에도 물리적 측면인 하드웨어와 비물리적측면인 소

프트웨어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Table 1과 같이 공공공간의 물리적(하드웨어) 측면
에서 ‘전통시장의 공간구성’, ‘공공공간의 종류’, 비물리적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공공공간의 용도’, ‘전통시장의 운
영주체’, 복합적 측면에서 ‘공공공간 활성화 및 특화’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사례대상지를 분석하였다.

3. 사례분석

3.1 보스턴 ‘퀸시마켓’
3.1.1 대상지 개요
‘퀸시마켓(Quincy Market)’은 Fig. 1과 같이 보스턴

(Boston)의 도심(Downtown)에 위치해 있다. 서측으로
는 보스턴 시청사(Boston City Hall), 법원, 매사추세츠 
주 의사당(Massachusetts State House), 보스턴 중앙
공원(Boston Common) 등이 입지해 있고, 북측으로는 
보스턴 공설시장(Boston Public Market)이 입지해 있다.

Fig. 1. Quincy Market Location Map 
(www.google.com/map)

‘퀸시마켓’은 ‘파뉼 홀 시장(Faneuil Hall 
Marketplace)’의 일원이다. 전체 파뉼 홀 시장은 Fig. 2
와 같이 ‘퀸시마켓’을 중심으로 좌‧우의 ‘사우스 마켓
(South Market)’과 ‘노스 마켓(North Market)’, 서측의 
‘파뉼 홀’, 동측의 ‘쇼핑센터(Shopping Center)’로 구성
된다.9)

‘퀸시마켓’의 역사는 보스턴시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
었다. 1822년 보스턴시가 성립되었고, 도심의 상업수요
는 파뉼 홀의 용량을 초과하여 성장하였다. 이에 판매 공
간의 확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점상을 위한 실내 구조
물인 ‘퀸시마켓 건물10)’이 1826년에 건축되었다. [17]

9) 도면상의 ①이 ‘퀸시마켓’, ②가 ‘사우스 마켓’, ③이 ‘노스 마켓’, 
④가 ‘파뉼 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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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und Floor Site Plan of Quincy Market
(Source: Faneuil Hall Marketplace[18])

Fig. 3의 ‘퀸시마켓 건물’은 높이 2층, 길이 163m, 
2,500㎡ 규모이다. ‘퀸시마켓 건물’ 중간부분의 원통형 
돔(cooper-based dome)에는 현재 개방된 공공 좌석구
역(open common seating area)과 측면주출입구(the 
major side entrance)가 위치한다.[17]

Fig. 3. Quincy Market Site Overview

과거 식료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부터 현재 푸드스톨
(food-stall),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으로 업종 및 특성은 
바뀌었지만, ‘퀸시마켓’은 보스턴시민들의 식품 공급처로 
지속되고 있다. 2층에는 코미디 클럽이, 지하에는 바
(bar)와 레스토랑이 있다.[17]

1970년대 초 보스턴의 육류와 농산물점이 대형화·현
대화된 시설로 이전함으로써 ‘퀸시마켓’은 쇠퇴하기 시작
하였다. 재생의 계기는 공공과 민간자금의 결합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으로서,  벤자민 톰슨 건축사무소
(Benjamin Thompson and Associates)와 라우즈 컴
퍼니(Rouse Company) 개발회사가 새로운 건물 형태인 
페스티발 마켓플레이스(the festival marketplace)11)를 

10) ‘퀸시마켓 건물’은 1966년 ‘국가등록역사장소’(U.S.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및 ‘국가역사유산’(U.S. 
National Landmark)에 지정되었다.[15]

11) 기존의 쇠퇴한 도심전통시장은 물론 교외지역에 있는 쇼핑몰

개발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페스티벌 마켓플레이스 
개념에 기반을 둔 ‘퀸시마켓’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전통
시장 활성화를 통해 도심 전체를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촉매제로 활용되어 도심재생전략의 성공사례로 인식[19]
되는 등 도시재생의 효과를 보여준다.

3.1.2 전통시장의 공간구성
‘퀸시마켓’의 전체 공간구성은 Fig. 2와 같이 ‘퀸시마

켓’, ‘사우스 마켓’, ‘노스 마켓’, ‘파뉼 홀’,  ‘쇼핑센터’의 건
물들과 건물 사이 광장 등의 외부 오픈스페이스로 이루
어진다.

시장 건물 내부 공간구성은 Fig. 4와 같이 중앙 복도
(도면상의 ①)를 중심으로 양측에 소매점(도면상의 ②)이 
배치되어 있다. 가운데 부분(도면상의 ③)이 돔 공간으로
서 시장건물 내부의 공공공간에 해당한다. Fig. 5는 ‘퀸시
마켓 건물’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6은 시장 건
물의 보행접근 및 동선을 보여준다. 

Fig. 4. 1st Floor of Quincy Market Building
(Source: Faneuil Hall Marketplace[18])

Fig. 5. Indoor of Quincy Market Building

과도 차별적인 시장[16]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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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destrian Circulation of Quincy Market
(Source: Faneuil Hall Marketplace[18])

3.1.3 공공공간의 종류
‘퀸시마켓 건물’에는 Fig. 7과 같이 보이드(void) 된 

돔(dome) 공간이 있고, 돔 공간의 1층 및 2층에 이용자
를 위한 공공공간이 있다. 돔 공간에는 좌석 및 테이블과 
휴지통 등 이용자를 위한 가구 등이 설치되어 있고, 벽면
에는 예전에 사용된 상업용 간판을 부착하여 건물의 역
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7. Dome Space in Quincy Market Building
(Source: www.bostonmagazine.com)

오픈스페이스에는 ‘시장광장’(Fig. 3 및 Fig. 10), Fig. 
8의 ‘유리캐노피 공간(Glass Canopies)’과 ‘파티오 좌석 
공간(Seating Patio)’이 조성되어 있다.12) 

유리캐노피 공간 및 파티오 좌석공간은 파뉼 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 작성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조
성된 공공공간으로서, 유리캐노피 및 파라솔 등 태양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치와 좌석 및 테이블, 휴지통 등 이
용자를 위한 가구 등이 설치되어 있다.

12) Fig. 8. 도면상의 ④에 해당하는 것이 유리캐노피 공간이고, 
Fig. 9. 도면상의 ①에 해당하는 것이 좌석이 있는 캐노피 공간
이다.

a. Glass Canopies b. Patio Seating

Fig. 8. Open Space of Quincy Market

‘퀸시마켓’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없다. 보행중심의 도
심환경 조성을 반영하여 대중교통과 보행을 통하여 접근
이 가능하고, 보행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이용이 이루어지
지 때문이다. 주차장을 이용할 방문객은 인근의 ‘도크 스
퀘어 주차장(Dock Square Parking Garage)’　또는 ‘보
스턴 공설시장(Boston Public Market)’의 지하주차장 
등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3.1.4 공공공간의 용도
‘퀸시마켓 건물’의 돔(dome)은 이용객들이 앉을 수 있

는 좌석이 설치된 공간(seating area)으로 2010년에 조
성되었으며, Fig. 9와 같이 지금은 푸드코트(food 
court)에서 구입한 음식·음료를 취식 및 식사를 할 수 있
고, 만남과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용도로 이용된다.[18]

Fig. 9. Use of the Seating Area under the Dome

오픈스페이스로서 ‘퀸시마켓 건물’의 동‧서측 광장은  
Fig. 10과 같이 다양한 거리 공연자의 공공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른 오픈스페이스의 경우에도 이용객
들의 휴식을 위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Fig. 10. Performances in Open space of Quinc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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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전통시장의 운영주체
‘퀸시마켓’은 보스턴시의 소유이며, ‘제임스 라우즈 회

사(James Rouse Company)’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퀸시마켓'이 성공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라우즈 회사가 
‘퀸시마켓’의 토지사용권을 보스턴 시로부터 획득하여, 
단일화된 운영자로서 ‘퀸시마켓’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나의 주체로서 ‘퀸시마켓’을 운영하고 있기
에 이벤트 등을 열 수 있고, 매출이 기대 이하로 형편없
거나 지역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새로
운 임차인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임대 상점으로 부터는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이를 매출이 크지 않은 임차인들
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의 역할을 수행한다[19]는 것이다.

3.1.6 공공공간 활성화 및 특화
‘퀸시마켓’의 공공공간 활성화 및 특화는 공공공간 활

성화 프로그램과 장소정체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페스티벌 마켓플레이스’의 일환으로 공연 및 이벤트 등
의 프로그램을 시장 내 공공공간에서 진행한다.

역사문화자산인 ‘퀸시마켓’의 보전을 통해 건물들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예전에 사용된 상업용 간판
을 돔 공간의 벽면 등에 부착하는 등 장소정체성13)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특화하고 있다.

3.2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
3.2.1 대상지 개요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는 Fig. 11.과 같

이 밴쿠버(Vancouver) 시내에 위치한 쇼핑구역이다. 밴
쿠버 도심(Downtown Vancouver)과는 폴스만(False 
Creek)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며, ‘그랜빌 스트리트 브릿
지(Granville Street Bridge)’의 하부에 위치해 있
다.[21]

Fig. 12.와 같이 그랜빌 아일랜드 내에는 ‘그랜빌 아일
랜드 공설시장(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마리
나, 호텔, 아트센터(Arts Umbrella), 폴스크릭 커뮤니티 
센터(False Creek Community Center), 공연극장
(Performing Arts Theater)등의 건물 및 시설들과 오
픈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21]

13) 기존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을 지역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장소정체성을 표현하고, 대상지만의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전
략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20]

Fig. 11.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Location Map 
(Source : www.google.com/map)

Fig. 12. Site Plan of Granville Island
(Source : www.granvilleisland.com)

그랜빌 아일랜드는 밴쿠버항(Vancouver Harbour)
이 성장함에 따라, 1915년에 공업제조지역(industrial 
manufacturing area)을 위한 매립사업에 의하여 조성
된 곳이다. 과거에는 공업제조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밴쿠
버 관광과 위락의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Fig. 13.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Site Overview

Fig. 13의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은 1979년에 설
립되었으며, 시장 건물은 그랜빌 아일랜드 재생사업의 일
환으로 같은 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하여 약4,645
㎡의 규모로 건축되었다. 시장에는 50개의 상설 소매점
과 다양한 장인의 가내 산업 식품과 수공예품을 판매하
는 100개 이상의 순환제 노점상이 있으며, 농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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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er’s market), 주간 판매상, 밴쿠버 지역공예품 작
가 등의 업종으로 특징지어진다.[21]

1953년의 화재로 인하여 1956년 공장들이 밴쿠버 남
부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산업의 쇠퇴에 의해 섬 내 건물
들은 노후화되었다. 재개발에 대한 계획과정이 1970년
대 들어 시작되었고, 연방정부가 1973~1982년에 걸쳐 
재생사업을 시행[21,22]함으로써 쇠퇴한 공업지역이었던 
그랜빌 아일랜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쇼
핑‧문화‧예술‧위락의 장소로 재생되었다. ‘그랜빌 아일랜
드 공설시장’은 앵커시설의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효과가 밴쿠버시의 도시재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2.2 전통시장의 공간구성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의 전체 공간구성은 Fig. 

12.와 같이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 마리나, 호텔, 아
트센터, 폴스크릭 커뮤니티 센터, 공연극장 등의 건물 및 
시설들과 오픈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21] ‘그랜빌 아
일랜드 공설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Fig. 14.의 
가운데 건물이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 건물’이고, 건
물 북측의 수변공간이 ‘공설시장 안마당(the Public 
Market Courtyard)’이고, 건물 남측의 삼각형 광장이 
‘트라이앵글 스퀘어(Triangle Square)’이다.

Fig. 14. Site Plan of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Source : www.granvilleisland.com)

‘그랜빌 공설시장 건물’의 공간구성은 Fig. 15.와 같이 
판매점, 통로,  화장실, 좌석공간(Seating Area), 편의공
간, 의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6.은 시장건물의 
내부를 보여주는 사진으로서 통로를 중심으로 판매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Fig. 15. 1st Floor Plan of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Building

Fig. 16. Indoor of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3.2.3 공공공간의 종류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 건물’에는 Fig. 17.의 ‘푸드 

홀 좌석구역(Food Hall Seating Area)’과 Fig. 18.의 
‘공공좌석구역(Public Seating Area)’이 있다. 공공좌석
구역은 푸드 홀 끝의 2층 공간에 위치한다. Fig. 15.의 ①
이 푸드 홀 좌석구역, ②가 공공좌석구역, ③이 옥외 공공
좌석구역이다. 이들 좌석공간에는 좌석 및 테이블과 휴지
통 등 이용자를 위한 가구 등이 설치되어 있다.

Fig. 17. Food Hall view from Public Seat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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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Public Seating Area over Food Hall

오픈스페이스인 ‘공설시장 안마당’은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 건물’로 둘러싸인 수변공공공간으로서 Fig. 19.
의 a와 같이 좌석구역과 수변친수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 건물’ 남측 전면의 ‘트라이앵
글 스퀘어’는 Fig. 19의 b와 같이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a. Public Market Courtyard b. Triangle Square

Fig. 19. Open Space of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에서의 주차는 전체 그랜
빌 아일랜드 단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은 단지 외곽으로 조성되어 있고, 
단지 내부는 보행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랜빌 아일랜
드 입구에는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이 잘 조성되어 대중
교통을 통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

3.2.4 공공공간의 용도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 건물’의 공공공간은 음식·

음료의 취식 및 식사, 휴식, 만남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다. Fig. 20.과 같이 푸드 홀의 공공공간을 가운데에 두
고 양측으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푸드 홀 끝부
분에 위치한 다락형태의 공공좌석도 취식 및 식사, 휴식, 
만남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Fig. 20. Use of the Food Hall & Public Seating Area

오픈스페이스인 공설시장 안마당은 음식·음료의 취식 
및 식사, 휴식, 만남을 위한 용도와 친수공간으로 사용되
며, 트라이앵글 스퀘어는 Fig. 21과 같이 각종 이벤트 및 
행사의 장소로 사용된다.

Fig. 21. Events at Granville Island Triangle Square

3.2.5 전통시장의 운영주체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을 포함하여 그랜빌 아일

랜드는 캐나다 중앙정부(the Government of Canada)
의 소유이며, 연방정부를 대리하여 ‘캐나다 융자 및 주택
공사(CN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가 관리한다. 운영에는 ‘빅토리아 컬럼비
아 사회(Victoria Columbia Society)’의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인 ‘그랜빌 아일랜드 사업 ‧ 
공동체 협회(Granville Island Business and 
Community Association)’가 참여하고 있다.

3.2.6 공공공간 활성화 및 특화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의 공공공간 활성화 및 특

화는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그램과 장소정체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랜빌 아일랜드가 공업지구에서 위락지
구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수변공간으로서의 매력과 더불
어 시민들이 공공공간에서 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프로그램이 공공공간 활성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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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정체성 측면에서는 과거 공업제조지역이었던 시
절의 산업시설 및 공간의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하여 전
통시장을 특화하고 있다.

3.3. 분석의 종합
3.3.1 전통시장의 공간구성
사례대상 전통시장의 전체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시대

적인 요구에 맞추어 공간 및 시설이 추가되고, 재활성화
를 위한 시장재생이 진행되었다. Table 2와 같이 ‘퀸시
마켓’의 경우에는 시대적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 및 시설이 추가되었고,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
의 경우에는 쇠퇴한 공업지역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공
간 및 시설로 전환되었다.

시장건물의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Table 2와 같이 판
매공간 외에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퀸시마켓’과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 모두 판매점, 통
로, 편의공간 이외에도 이용객들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시
장건물이 구성되어 있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공간과 시설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체 시장공간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용객
을 위한 공공공간이 전통시장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3.2 공공공간의 종류
사례대상 시장건물에는 공공공간으로서 이용객에게 

개방되어 있는 좌석공간(Seating Area)이 조성되어 있
었다. Table. 2와 같이 ‘퀸시마켓’의 경우 돔 공간의 1층 
및 2층에 좌석공간이 있으며,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
장’의 경우에는 푸드 홀 및 공공좌석구역에 좌석공간이 
있다.

오픈스페이스 공공공간에도 이용자를 위한 좌석공간
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공연 및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
공공간이 조성되어 있었다. Table 2와 같이 ‘퀸시마켓’의 
경우에는 옥외 좌석공간으로 유리캐노피 공간과 파티오 
좌석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장건물의 동‧서측에는 광
장이 조성되어 있다.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의 경우
에는 공설시장 안마당과 트라이앵글 스퀘어가 조성되어 
있다.

사례대상지는 전통시장 전용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
지는 않다. ‘퀸시마켓’의 경우는 보행중심의 이용과 접근
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이 없고, ‘그랜빌 아
일랜드 공설시장’의 경우는 그랜빌 아일랜드 단지차원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례대상지에는 시장건물에는 물
론 오픈스페이스에도 다양한 종류의 공공공간이 조성되
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및 보행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3.3 공공공간의 용도
사례대상 시장건물 내부의 공공공간은 음식‧음료의 취

식 및 식사, 대화, 만남, 휴식 등의 용도로 이용된다. 
Table 2와 같이 ‘퀸시마켓 건물’ 내 돔 공간의 1층 및 2
층 좌석공간에는 시장 내 판매점에서 구입한 음식‧음료의 
취식을 중심으로 이용되며,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
의 푸드홀 좌석공간 및 공공좌석구역은 푸드홀에서 구입
한 음식‧음료의 취식 및 식사, 대화, 만남, 휴식 등의 용도
로 이용된다.

오픈스페이스 공공공간에서는 음식‧음료의 취식, 식사, 
대화, 만남, 휴식 등과 각종 공연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Table 2와 같이 ‘퀸시마켓’의 유리 캐노피 공간 및 
파티오 좌석공간은 레스토랑으로 이용되고, 시장건물의 
동‧서측 오픈스페이스는 다양한 거리 공연자의 공공공연
이 이루어진다.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의 경우 공설
시장 안마당의 좌석공간은 음식‧음료의 취식 등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시장 안마당 및 트라이앵글 스퀘어에서는 
각종 이벤트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례대상지의 공공공간은 음식‧음
료의 취식 및 식사, 만남, 휴식, 공연 및 행사 등 이용객
들의 위락을 위한 용도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4 전통시장의 운영주체
사례대상 전통시장의 소유권은 중앙정부 및 시정부에 

있지만, 운영은 중앙 및 시정부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은 
단일 주체가 담당하고 있다. Table 2와 같이 ‘퀸시마켓’
의 경우에는 보스턴 시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제임
스 라우즈 회사가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랜빌 아일
랜드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를 대리하여 캐나다 
융자 및 주택공사(CNHC)가 관리하고, 비영리 단체인 그
랜빌 아일랜드 사업 ‧ 공동체 협회(GIBCA)가 운영에 참
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 상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상위조직으로서, 주식회사와 같은 단일화 회사의 형태
[16] 또는 비영리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공공간이 조성‧유지되기 위해서
는 단일화된 집행력을 갖는 회사 또는 비영리주체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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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Quincy Market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Spatial 
Composition
of the Market

•Spatial Composition of the Site

•Faneuil Hall        •Quincy Market
•South Market      •North Market
•Shopping Center
•Open Spaces
 - Plazas

•Public Market    •Marina
•Hotel            •Arts Umbrella
•False Creek Community Center
•Performing Arts Theater
•Open Spaces
 - The Public Market Courtyard
 - Triangle Square

•Spatial Composition of the 
Market Building

•Central Corridor     •Shops
•Dome Seating Hall  •Entrance

•Corridor           •Shops
•Seating Area      •Restroom
•First Aid Room    •Entrance

Type of 
the Public Space

•Market Building •Dome Seating Hall •Food Hall Seating Area
•Public Seating Area

•Open Space •Plaza
•Patio Sitting       •Glass Canopies

•the Public Market Courtyard
•Triangle Square

•Parking Lot •There is no Parking Lot in the Site
•Use near Parking Lot •Use the Public Parking Lot of Granville Island

Spatial Use of the 
Public Space

•Market Building •Eating  •Relax  •Talking •Eating  •Relax  •Talking

•Open Space •Eating  •Relax  •Talking
•Performance

•Eating  •Relax  •Talking
•Performance

Management 
Body
of the Market

•Land Owner •City of Boston •Canada Federal Government

•Management Subject •The James W. Rouse Company 
•Canada Mortgage and Hosing Corporation 
(CMMC)

•Granville Island Business and Community 
Association

 (Non Profit BC Society)

Public Space 
Promotion & 
Branding

•Program •Festival Market Program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Place Identity •Market Building : U.S.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 U.S. National Landmark

•Regenerated Site of Old Industrial 
Manufacturing Area

Table 2. Synthesis of Analysis

장운영을 담당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3.5 공공공간 활성화 및 특화
사례대상 전통시장은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

하여 공공공간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장소정체성을 구현
함으로써 지역상징성을 반영한 특화를 보여준다.  ‘퀸시
마켓’은 페스티벌 마켓플레이스 개념 하에 공연 및 이벤
트 등의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그
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은 수변공간으로서의 매력과 시
민들의 행사를 공공공간에서 개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장소정체성 측면에서 ‘퀸시마켓’은 역사문화자산인 건
물들의 보전과 예전에 사용된 상업용 간판을 돔 공간의 
벽면 등에 부착하여 장소정체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그
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은 과거 공업제조지역이었던 시
절의 산업시설 및 공간의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하여 전
통시장을 특화하고 있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례대상지에는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공공공간 활성화하고 있
으며, 장소정체성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특화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설
계 방법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국외 선진사
례인 ‘퀸시마켓’과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장’을 대상으
로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공간
구성, 공공공간의 종류, 공공공간의 용도, 전통시장의 운
영주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시장을 구
성하는 다양한 공간 및 시설은 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
를 나타낸다. 둘째,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공공
공간이 시장건물과 오픈스페이스에 조성되었다. 셋째, 전
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음료를 공공공간에서 취식할 
수 있으며, 만남, 휴식, 공연 및 행사가 공공공간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넷째, 단일화된 집행력을 갖는 회사 또는 
비영리주체가 시장운영을 담당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사례대상지인 ‘퀸시마켓’과 ‘그랜빌 아일랜드 공설시
장’은 시장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
다. 또한 이용객을 위한 공공공간이 잘 조성됨으로써, 단
순한 쇼핑공간을 넘어 고객의 휴식·여가를 위한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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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는 것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타 유통업들

과 판매를 경쟁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즉, 단순 
판매 기능을 극복하고,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발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대상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식
품(음식) 및 음료 등의 판매와 더불어 이를 취식 및 식사, 
휴식, 만남 등을 가질 수 있는 공공공간이 시장건물 및 
오픈스페이스에 조성되고 이용객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오픈스페이스는 거리공연자의 공공공연과 시민들의 이벤
트가 개최되는 장소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외사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자료의 확보 
및 국내 실정과의 차이 등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한계와 
사례개수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특히 국내의 
전통시장 중 개인점포로 구성된 전통시장과 단일주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례대상지 간에는 공공공간의 조성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조건이 상이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국내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개선
방향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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