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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rkets are the basic urban facilities for maintaining daily life. Although the urban structure changed

rapidly and the population quickly concentrated in the city, the markets remained traditional and backward.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small excess marke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d pushed ahead with

the market modernization plan since 196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market modernization plan and the progress of this project, and to identify the historical meaning of this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The market modernization plan aimed to modernize market operation

system as well as buildings, and the Government was able to achieve its first goal by enforcing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as the markets were newly built with the relatively large scaled fireproof structures.

Despite its various limitations, these markets were also regarded as the model of the moder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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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대 중후반 서울에서는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

되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대대

적인 행정구역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경제개발 5개년계

획의 성과에 힘입어 건설물량이 확대되었다. 이와 함

께 서울시는 연료 현대화, 장비 현대화, 전차 현대화,

묘지 현대화 등 각종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필수적인

도시시설의 개조사업에 착수했다.1) 이 연구는 그 가운

데 서울시가 1967년부터 추진한 시장 현대화계획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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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료현대화전시장 3일개장20일까지」,『경향신문』, 1966.12.02.;

「오물수거료 시민에 2중부담」,『매일경제』, 1966.12.26.;「전차는

변두리로」,『동아일보』, 1967.09.20.;「1967 새서울설계 우렁찬 건

설보」,『경향신문』, 1967.01.04.

용과 의미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시장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

시시설 중 하나이다. 그런데 도시구조는 급속히 변해

가고 인구집중은 현저했지만, 시장은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소매업은 특수한 기술 없이 적은 자본과

가족적 노동을 활용해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산

업이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시장은 과잉상태에 이르

렀고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시장 현대화계획은

시장의 불안정한 유통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런데 시장 현대화계획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서울시 정부가 주도했지만, 전적

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이었다. 둘째, 현대화된 시

장은 상업과 주거시설을 결합한 상가아파트 형태를 취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가아파트와 관련한 기존연구는,

상가아파트가 도시개발과 긴밀히 연계해 건설되면서

블록형이나 선형(線形)의 대규모였음을 밝혔다. 또한

주택난 완화라는 상가아파트 건설의 1차 목표를 강조

해, 단위주호 구성 등 주거시설로서의 특징에 주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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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그러나 건물의 형태는 유사했지만, 주거시설의

확보보다는 기존시장의 개선이 시장 현대화계획의 출

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고층화’

와 ‘복합용도’라는 서울 도시화의 중요한 키워드가 시

장이라는 상업시설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 현대화계획의 수립과정과 실제

추진된 양상을 추적해, 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성

과와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수행을 위

해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당시의 성북구, 용산구, 서대

문구에 위치한 10개 시장의 관련 문서철을 주된 자료

로 삼았다. 여기에는 사업의 모든 과정과 상세한 내용

이 담겨있지는 않지만, 계획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외에 신문기사와 당대에 작성

된 연구 및 사진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중앙도매시장

을 시작으로, 시장 현대화계획의 수립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1967년에 서울시가 작성한 「시장 현대화계획」

과 「슈퍼마켓지도요령」사이에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

을 분석한다.3) 3장에서는 10개 시장을 중심으로 현대

화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계획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본

다. 4장에서는 건축적 특징을 분석하고 현대화계획의

의의를 밝힌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다뤄지지 않

았던 시장 현대화계획을 중심으로, 서울 도시화 과정

의 한 단면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2. 시장 현대화계획의 수립

2-1. 시장법의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 「시장규칙」이 제정되면서

시장이 근대적 제도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시장규칙은

식민지 시장의 통제를 위한 것으로, 시장을 정부 허가

하에 운영하며 원칙적으로 공영화하도록 했다. 또한

경영방식에 따라 재래시장인 1호, 신식시장인 2호(공

설·일용품시장), 3호(도매·경매시장), 4호(곡물·유가증

권거래소)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장을 폐

쇄하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일제강점기 소매업은 시장규칙의 1·2호시장 외에,

번화가에 새로 조성된 상가(상점가)와 백화점에서도

2) 강승현,「1960-1970년대 서울 상가아파트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 논문에서는 홑낫표(「」)를 사용해, 서울시가 추진한 시장 현대

화계획과 1967년에 발포한 「시장 현대화계획」을 구분해 서술했다.

이루어졌다. 건물형식과 판매물품이 엄격히 구분되지

는 않았으나, 허가받은 일정 영역 안에 개설자가 건물

이나 노점을 구축하고 상인들이 지정된 자리에서 사용

료를 지불하며 청과물, 수산물 등 식료품 위주의 일용

필수품을 판매하는 곳이 일반적인 시장이었다면, 비교

적 고층의 상점건물이 연이어 세워진 상가와 대형건물

인 백화점에서는 기호품, 사치품, 의복 등이 전문적으

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4)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시장과

상가의 양적 팽창과 함께 그 경계도 느슨해져 갔다.5)

그럼에도 근린의 시장은 가장 일상적인 생필품 구입장

소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여러 문제도

가시화되었다. 특히 공간적으로 대부분 목조로 지어져

늘 화재위험에 노출되었고, 시설은 노후하고 비위생적

이었으며, 통로가 외기에 노출되어 눈·비에 큰 영향을

받아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6)

그림 1. 1967년 당시 강북구 우이시장(左)과 종로상가(右)의

전경 -『시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 서울사진아카이브

시장규칙이 대한민국 법령으로 정리된 것은 1961년

에 「시장법」이 공포되면서부터였다. 시장법은 시장

규칙의 체계를 계승했다. 하지만 시장규칙이 경영방식

에 따라 시장을 통제하는 데 집중했다면, 시장법은 시

4) 허영란, 「1920∼1930년대 ‘京城’의 도·소매 상업」, 『서울 상업

사 연구』, 서울학연구소, 1998, 쪽332-333, 353-362; 増地庸治郎,

『要説商事要項教授資料』, 東京開成館, 1936, 54-57쪽

5) 일제강점기 상가는 종로, 명동 등 번화가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번화가를 포함한 근린의 가로에도 상가가 조성되었다. 또한 물

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과 상가의 판매물품이 섞이

기 시작했고, 전문화된 시장도 등장했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서

울의 시장』, 서울특별시, 2007, 223-270쪽)

6) 이밖에도 다단계적 유통과정, 극단적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경영방식, 유통과정에서 질의 저하와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는 식료

품 처리시설, 품질에 대한 불안, 극심한 가격변동, 부족한 물량, 구

경조차 두려울 정도로 끈덕진 접객행위, 경제개발로 공업이 발전해

가고 식료품종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대량판매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이를 소비로 연결 못 하는 시장구조 등 기

존시장의 각종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서울특별시,『시정개요』, 서울특별시, 1971, 249-252쪽; 조관수,「한

국 마아케팅의 동향과 문제점」,『마케팅』제1호, 1967, 26-27쪽; 이

시봉,「수퍼·마아켓 경영 그 상품과 서어비스에 있어서의 문제점」,

『마케팅』제4권6호, 1970, 20-21쪽; 이철우,「유통혁명의 기수 수퍼·

마아켓」,『마케팅』제4권10호, 1970, 111쪽; 조인상,「수퍼·마아켓

주식연쇄점 등장」,『마케팅』제5권1호, 1971,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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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있어야 할 ‘시설’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7) 시장에 필

요한 시설은 같은 해 제정된 「시장법 시행령」에 제

시되었다. 구체적으로 1)내화구조의 벽으로써 구획된

건물, 2)소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3)상하수

도 및 변소설비, 4)오물처리장, 5)시장구역 내 도로포

장, 6)채광과 환기설비, 7)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설비 등 총 7가지의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이

처럼 시장법이 제정됨으로써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시

장은 기존에 갖추지 못한 각종 구조와 설비를 갖춰야

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 현

대화’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2. 유통체계 개선모델의 제시 : 뉴서울슈퍼마켓

서울시가 추진한 시장 현대화의 첫 대상지는 서울역

북쪽에 위치한 중앙도매시장이었다. 이 시설은 일제강

점기 경성부 중앙도매시장에 기원한다. 경성부 중앙도

매시장은 1930년대에 도시인구 급증에 따라 전체 유통

망을 통제하고 일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되었다.

부지는 도시의 중심이자, 화물운송을 철도에 의존하고

있는 유통방식에 유리한 경성역 북쪽의 약 1만 평 규

모 국유지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1938년에 착공되어,

1939년부터 일부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그림 2. 일제강점기 경성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장 전경(左)

과 1967년 중앙도매시장 현대화계획(右) - 土屋積,「京城府中

央卸賣市場の開設に就いて」,『朝鮮と建築』第19輯7號, 1940,

22쪽;「현대식 슈퍼·마케트로 건립 중앙도매시장」,『매일경

제』, 1967.02.10.

이곳은 해방 후에도 중앙도매시장의 지위를 유지했

다.9) 그러나 증가하는 도시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7) 시장법 제2조의 제1호는 “각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비하고 구획

된 지역에서 매일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래집(來集)하여 물품의

매매교환을 행하는 장소”로 시장을 정의했다.

8) 부지 안에는 도매장, 중매인점포, 잡품매장, 사무소, 창고, 냉장고,

저빙고(貯氷庫), 발효실, 주차장, 오물처리장 등이 설치되었다. (박일

향,「일제강점기 경성부 공설시장의 입지와 건축계획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7쪽; 土屋積,「京城府中央卸賣

市場の開設に就いて」,『朝鮮と建築』第19輯7號, 1940, 22-30쪽)

9) 해방 후 1951년 6월 22일에 「중앙도매시장법」이 제정됨에 따

라 시청소재지에는 중앙도매시장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과거 시장

에 협소해졌고, 부지 안에 목조점포들이 세워지며 무

질서해졌다. 서울시는 1960년대 초반부터 시설개량 계

획을 내놓았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김현옥시장이 중앙

도매시장 현대화계획을 발표한 1967년부터였다.10)

이는 단순히 도매시장 시설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김현옥시장은 부지 안에 ‘민자유치’를 통해

‘미국식 슈퍼마켓’과 ‘아파트’를 합친 고층건물을 건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11) 민자유치는 김현옥시장이

강조한 핵심정책으로, 대규모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이었다.12) 부족한 시세(市稅)에 의존하면 시설물

유지관리 등 소극적 행정만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민간자본을 통해 기업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13) 한편 아파트는 공지를 확보하며 주택

을 대량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 간주되었을 뿐만 아

니라, 중앙도매시장 현대화계획에는 세운상가 건설을

활발히 추진하던 서울시의 의욕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슈퍼마켓이라

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도입하고자 했다. 슈퍼마켓은

경제공황으로 실업인구가 폭증하고 소득은 급감한 상

황에서, 창고에 방치된 과잉생산 농산물 처리방안으로

1930년에 미국에서 고안된 식료품 위주의 대형 소매점

이었다. 유통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셀프서비스를 통

해 경비를 줄이고 박리다매로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었다.14) 그리고 “고도의 근대적 경영방법으로 무장한

종합 식료품점의 대명사”로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주

규칙에 의해 개설된 중앙도매시장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다.

10)「중앙도매시장 연내로 시설확장」,『동아일보』, 1963.03.07.;「뉴서

울·슈퍼마키트 개점 소비자들에 편익」,『매일경제』, 1968.06.01.

11) 저층부에 슈퍼마켓, 고층부에 아파트, 중층부에 사무실 등을 배치한다

는 계획이었다. (「새서울설계 우렁찬 건설보」,『경향신문』, 1967.01.04.;

「현대식 슈퍼·마케트로 건립 중앙도매시장」,『매일경제』, 1967.02.10.)

12) 김현옥은 부산시장 시절부터 민자유치를 적극 활용했다. 그 성

과를 대통령이 인정해 서울시장으로 임명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

다. 부산 도시계획의 진척상황을 시찰한 후부터 도시계획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대통령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부산시를 본받아 국

가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자본을 동원한 도시건설 방안을 강

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손정목은 김현옥 서울시장이 재임 4년간

“일에 미친 사람”이었으며, 1967년에는 세운상가를 비롯한 민자유치

사업에 미쳐있었다고 서술했다. (최봉준,「서울의 도시화 초기과정에

서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6-37쪽;「서울특별시부터 보고가자」,『경향신문』, 1966.03.09.; 손

정목,『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 한울, 2003, p.256)

13) 김현옥,「새로운 도시환경의 탄생을 위하여」,『공간』제11호,

1967, p.29; 서울특별시,『도시는 선이다』, 서울특별시, 1969, 5-6쪽

14) 슈퍼마켓은 2차대전 이후 현저히 증가해, 1969년 현재 미국에서

슈퍼마켓의 수는 전체 소매업체의 17%였지만 총매출액은 7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철우, 앞의 글, 108쪽; 서진형,「우리나

라 수퍼·마아케트의 경영개선방안」,『마케팅』제6권3호, 1972, 8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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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5) 국내에는 1964년에 외국인용 슈퍼마켓이 개설

된 바 있었으나, 일반인 대상은 없었다.16) 그런데 샌프

란시스코의 슈퍼마켓을 시찰하는 1961년 당시 박정희

의장과 미6군사령관의 사진(<그림 3>)에서, 슈퍼마켓

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유추해볼 수 있다. 1967년도

서울시 주요 사업계획 중 중앙도매시장 슈퍼마켓을 소

개한 『공간』의 아래 인용문은, 서울시가 이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그림 3. 1961년 샌프란시스코의 슈퍼마켓(左)과 1968년 뉴서울

슈퍼마켓(右)에서의 박정희대통령 –「상항(桑港)시장 돌아보는

박의장」,『동아일보』, 1961.11.23.; 서울사진아카이브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건립되는 슈퍼마켓은 상품을 대

규모화,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하여 부문별 관리의 합

리화로 유통체계의 상(商)질서를 이룩함으로써 소비자에

게 염가 제공하여 타(他) 시장 발전에 핵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주택난 완화도 된다.17)

서울시는 유통개선 모델이자 자극물로서 중앙도매시

장에 “선진적인 슈퍼마켓”을 시범적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18) 이후 서울시는 1967년 4월 29일에

‘중앙시범종합시장 및 중앙아파트’ 건립·운영자 응모를

공고했다. 응모자격은 공익을 위해 건립하고 경영할

법인이었다.19) 사업자로 선정된 대왕흥업(大旺興業)이

11억 원 예산으로 건립한 이 건물은 ‘뉴서울슈퍼마켓’

이라는 이름으로 1968년 6월 1일에 개장되었다. 이날

15) 일본에서는 1940년에 “미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슈퍼마켓을 소

개한 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특수로 급속한 경

제성장을 이루며, 대량소비의 필요를 발판으로 슈퍼마켓이 등장했

다. 1953년 키노쿠니야(紀ノ国屋) 슈퍼마켓이 개점한 이후 1959년까

지 전국에 120개, 1966년까지 8천여 개가 개설되었다. (大丸本部調査

課,『研究資料. 第29輯_スーパーマーケット』, 大丸印刷所, 1940; 안

태호,「세계소매업 순방⑤」,『마케팅』제4권7호, 1970, 112-115쪽)

16) 김종호,「우리나라 수퍼마아켙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8쪽

17) 이와 함께 소개된 1967년도 서울시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1)고가

도로 건설, 2)종묘 주변도로 신설, 3)서울시 종합청사 건립, 4)한강연

안 종합개발, 5)쌍룡대(雙龍臺) 개발, 6)남산 뉴서울타워 건립, 7)사

직·효창·삼청공원 개발, 8)각 구(區) 도서관 시설, 9)낙원시장 현대화

가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제공,「서울 도시계획의 현황과 전망」,

『공간』제11호, 1967, 36-37쪽)

18)「달라질 서울상가 판도」,『매일경제』, 1968.01.01.

19)「서울특별시공고 제63호」,『서울특별시보』, 1967.04.30.

첫 손님이었던 대통령부부는 쇼핑카트를 끌고 상품을

구입하며 유통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했다.20)

그림 4. 뉴서울슈퍼마켓 개점 광고 -「구중앙도매시장을 초

현대화한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슈퍼마켙 개점」,『경향신

문』, 1968.05.17.

그런데 뉴서울슈퍼마켓은 3가지 면에서 원래 계획과

달랐다. 첫째, 층수가 축소되었다. 여러 신문기사는 건

물이 낮게는 지상9층, 높게는 16층으로 지어질 것이라

소개했지만, 개장당시 5층이었으며(<그림 5> 참조),

이후 8층으로 증축되었다.21) 둘째, 착공일인 1967년 8

월 3일 이전에는 6층 이상이 아파트로 계획되었으나,

1968년부터는 호텔로 바뀌었다.22) 셋째, 원래 지하1층-

지상2층에 할당되었던 슈퍼마켓의 운영은 몇 달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건물은 결국 임대업으로 전환되었

다.23) 이렇듯 중앙도매시장 현대화계획은 완전히 성공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낙후된 기존시장을 현대화하는

방안으로서, 슈퍼마켓이라는 새로운 상업시설과 함께

아파트를 결합시킨 고층건물의 모델을 서울시가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림 5. 1968년에 개장한 뉴서울슈퍼마켓 –「뉴서울슈퍼마

켓전경」, 국가기록원 소장, CET0043836, 1968;「뉴서울슈퍼

마켓내부1」, 국가기록원 소장, CET0043836, 1968

2-3.「슈퍼마켓지도요령」과 「시장 현대화계획」

1967년 1월에 중앙도매시장 현대화계획을 발표했던

20)「뉴·서울 슈퍼마킷 개장」,『중앙일보』, 1968.06.01.;「슈퍼·마키

트」,『매일경제』, 1970.06.23.

21) 개장식에서는 지하1층-지상1층의 슈퍼마켓만 문을 열었다. 건물

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 (「중림동 대왕빌딩

옷도매 전문 야시장된다」,『동아일보』, 1993.03.17.)

22) 호텔이 실제로 들어섰는지는 불확실하다. (「아파트엔 2억 8천

만 원」,『매일경제』, 1967.02.04.;「현대식 슈퍼·마케트로 건립 중

앙도매시장」,『매일경제』, 1967.02.10.;「뉴·서울 슈퍼마킷 개장」,

『중앙일보』, 1968.06.01.)

23)「성장산업 변모하는 시장」,『경향신문』, 197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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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어서 현대화 대상을 모든 시장으로 확장했

다. 우선 5월에는 허가갱신을 신청하는 시장과 신설시

장에 대해, 내화시설·소방도로를 갖춘 2층 이상의 현

대식 건물로 개조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대부분이

허가갱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시장

에 대한 조치였다.24) 그리고 뉴서울슈퍼마켓 착공 직

후인 8월에 서울시는 현대화의 목표, 방침, 세부계획을

담은 「시장 현대화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발포한 것이 「슈퍼마켓지도요령」이었다.25)

「슈퍼마켓지도요령」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에게도 생소했던 슈퍼마켓의 운영방식과 필수조건을

다룬 지침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슈퍼마켓 운영을 적

극 장려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즉, 현재까지의 시

장을 “구태를 벗지 못한 운영방식으로 공익성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 비판하며, “선진국에서 번성”하는 슈

퍼마켓을 “소비자에게 싸고 좋은 물건을 편리한 방법

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상질서”로 간주했다. 문서는 10

쪽으로 간략했는데, 목적, 시설, 경영, 상품취급, 점포

배치, 포장, 정찰제(正札制), 종업원복장, 명찰(胸章),

무인도량형기, 상도덕 앙양(昂揚)교육, 지도관 상근주

재 등 12항목에 대해 비교적 세부까지 명시했다.26)

이에 따르면 슈퍼마켓은 경영, 유통, 판매방식, 시설

등 모든 면에서 “타 시장 발전의 핵”이었다. 재래시장

과 가장 큰 차이는 하나의 법인회사가 전체를 경영한

다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상인들이 각자의 점포에서

개별적으로 장사하며 흥정으로 가격을 결정하던 것과

달리, 슈퍼마켓은 ‘일원화’된 ‘대규모 소매시장’과 같았

다. 회사는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일괄구매’해 판매가격을 낮춰, 일용품을 저렴

하게 정가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대규모

화,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합리화’한 방법으로 상품

을 관리했다.27) 소비자는 자신이 직접 선택한 상품들

의 대금을 회사에 ‘일괄지불’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건물은 “초현대식으로 건립”되어야 했다. 내

부공간 조건으로 첫째, 전체 공간은 개방적이어야 했

24)「특정품전문시장 서울시서 설립계획」,『매일경제』, 1967.05.10.

25) 본 절에서 「슈퍼마켓지도요령」과 「시장 현대화계획」의 분

석과 인용(“”), 강조(‘’)에 사용한 원문의 출처는 모두 『시장개설관

계철8(60)』(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이다.

26) 박일향, 「1950-1970년대 서울의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과 맞벽

건축-전후 도시미화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서-」,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20, 218-220쪽

27) 이러한 표현들은 앞서 살펴본 『공간』의 인용문과 일치한다.

다. 각층은 여러 점포로 구성되었지만, 규격화된 간판

을 다는 것으로 구분을 대신했다. 즉, 방화벽 이외의

내벽은 세우지 않는 ‘대매점화(大賣店化)’를 강조했다.

둘째, 상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포장해 대량진열하도록

했다. 특히 직접 만지며 고르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충동 구매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량의 상품을

노출해 진열하는 오픈디스플레이(大量裸陳列)를 부각

했다. 뉴서울슈퍼마켓 내부사진(<그림 3, 5>)은 이러

한 요소가 실제 반영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층별로

1층에는 소비빈도가 가장 높은 식료품을, 2층에는 의

류, 전기용품, 기타 상품을 배치하도록 했다. 기계시설

로는 건물 전체에 냉난방, 식료품용 냉동·냉장시설, 운

반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제시했다.

그림 6.「슈퍼마켓지도요령」과 「시장 현대화계획」-『시

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

한편 「시장 현대화계획」은 크게 시장건물과 운영

방식에 대한 현대화방안을 다루었다. 문서는 목적, 목

표, 시장현황, 무허가시장 현황표, 현대화방침, 세부계

획 등 6항목에 대해 11쪽 분량의 개괄식으로 작성되었

는데, 여기에서 시장운영의 현대화는 다소 간략히 다

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글에서는 ‘슈퍼마켓’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시 서울시가 상정한 슈퍼마켓의

선진성과 운영방식을 암시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서

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28) 즉, 시장을 슈퍼마켓과 유

사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시장건물에 대한 현대화방안은 보다 도시적

차원에서 상세히 다루어졌다. 서울시는 현대화계획이

개별시장의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제2차 5개년계획에 부응해 병진(竝進) 실시”하는 도

시계획이라 간주했다. 게다가 이 계획이 “수도면모를

일신”하는 동시에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선도적 역할”

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장의 다목적

28) ‘목적’에는 “시장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의 재인식, 생산자

와 소비자를 직결해 경제활동 안정 도모, ‘목표’에는 운영 개선으로

시민에 봉사, 유통질서 개선 등이 언급되었고, ‘현대화방침’과 ‘세부

계획’에는 법인설립을 촉구해 민간자본 유치, 기존 법인회사에게

“공익을 목적으로 시장경영”이라는 명문을 정관에 삽입하도록 권유,

정찰제실시, 중간상인 배제, 박리다매를 통한 저가격 정책, 동일상품

은 동일가격으로 판매, 에누리와 강매행위 방지, 선도유지 위한 냉

장시설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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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서울시가, 일용품 공급을

넘어서서 도시경관과 도시발전에 미치는 시장의 역할

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음

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완전 내화구조화, 2)고

층화 장려 및 현대식 시설로 개선, 3)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단기개설 촉진으로 도심인구 분산, 4)무허가시장 일

소, 5)시장 내 환경 정돈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슈

퍼마켓지도요령」이 슈퍼마켓 내부공간의 배치와 시설

에 집중했다면, 「시장 현대화계획」은 시장건물 구조

강화, 규모 확대,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중에 ‘내화구조화’는 시장법에 따른 지침으로 해

석된다. 시장부지에는 소규모 목조건물이 밀집했고 도

로는 노점에 점유 당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대화재

위험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목조·블록조 건물을 내화

구조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1967년부터 1970년까

지 모든 시장의 내화구조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나아가 ‘고층화’를 장려하는 것은, 시장이 일용필수

품 공급만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도시미화 수단으로

도 간주되었음을 시사한다. 고층건물이 도열한 격자형

시가지는 현대적 도시미관과 동일시되었고, 한국전쟁

후부터 서울시는 도시미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간선도

로변 최저층수를 제한해왔다.29) 그런데 서울시는 시장

현대화에 있어서도 유사한 수법을 제시했다. 고층화의

구체적 방침으로 ‘도심지형 10층 이상, 부심지형 5층

이상, 주변지형 3층 이상’이라는 ‘구역별 시장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절대다수가 1층인 당시로서 이는 대단

히 과한 기준이었다.30) 시장등급제는 복합용도 고층건

물 건설을 유도하는 것이기도 했다. 문서에 따르면 시

장은 ‘주차장, 아파트, 문화시설’을 포함해 “구역별 등

급제에 부응하는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야 했다.31)

이처럼 「시장 현대화계획」은 복합적이었다.32) 계

획의 주된 내용은 노상에 펼쳐져 있던 단층의 시장시

설을 고층의 현대식 복합용도 건물로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장운영 면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소매시설인 슈퍼마켓을 표방했다. 뉴서울슈퍼마켓이

29) 박일향, 앞의 글, 2020, 39-44, 221쪽

30) 1966년에 서울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층수에 따라 살펴보

면, 전체 19,569동 중 15,560동이 1층이었고 1·2층 건물을 합친 수는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시장 역시, 전체 44개동 중 73%가 1층,

18%가 2층, 9%가 4층이었다. (서울특별시,『서울통계연보』, 서울특

별시, 1967, 142쪽)

31) 이외에 ‘시장 내 환경 정돈’에 대해서는 수세식변소 설치, 하수

구 덮개 설치, 주기적인 소독, 철저한 쓰레기 수거·반출을 제시했다.

32) 하지만 내용은 다소 선언적이었으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

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모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33)

3. 시장 현대화계획의 추진

3-1. 시범시장의 선정

계획발표 직후 서울시는 현대화할 시장의 우선순위

를 결정해 보고하도록 각 구에 지시했다. 특히 파급

및 전시효과를 위해 즉시 착수 가능한 시범시장을 1개

씩 선정하도록 했다. 목조거나,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

거나, 외국인 출입이 많은 시장이 대상이었다.34) 이에

따라 1968년에 시행할 14개 시범시장이 정해졌다.35)

시장 이름
지역

(구)

현황 계획

구조
대지

면적

대지

면적
연면적층수

우이시장 성북 목조 443 443 720 3

신길시장 영등포 목조 596 596 1,254 3

휘경(전농)

시장
동대문 목조 1,055 1,048 877 3

용산시장 용산 목조 273 273 796 5

통인시장 종로 목조 245.5 280 9,300 5

신노량진시장 영등포 목조 1,092 1,094 4,655 5

왕십리시장 성동 목조·블록조 2,740 2,760 5,520 5

구영등포

공설시장
영등포 목조 3,715 3,715 18,500 8

낙원시장 종로 목조 2,900 3,000 17,000 15

성동시장 성동 목조·벽돌조 4,200 2,200 6,150 5

남대문시장 중 R.C.·벽돌조 5561 10,900 9,300 13

궁정시장 종로 신설 546 800 2

만리시장 서대문 신설 560 2,000 4

원서시장 종로 신설 100 400 5

※ 지역(구) = 당시 행정구역 / 면적단위 = 평

표 1. 14개 시범시장의 현대화계획 개요 -『시장개설관계철

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

국가기록원에는 이중에 ‘우이시장’과 ‘용산시장’의 현

대화계획 관련문서가 소장되어 있다.36) 이를 통해 시

범시장의 현대화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

을 수 있다. 주변 주거지개발은 사업의 중요한 이유가

33) 1968년 대한뉴스 제678호「건설의 메아리」는 뉴서울슈퍼마켓

을 “우리나라 최대의 현대식 시장”이라 소개했다. (e영상역사관)

34) 시범시장의 현대화방향으로는 1)시장 현대화계획에 부합병행,

2)고층화만이 아닌 가정주부를 위한 시장, 3)선도유지를 필요로 하

는 점포는 냉장시설, 4)김치·된장·간장·육류 등은 포장판매 여행(厲

行, 勵行), 5)진도는 구청장이 직접 간부회의에 보고 등을 제시했다.

35) 14개 중 9개는 목조이기 때문에 철거 후 신축할 것, 2개는 이미

내화구조였지만 입지조건이 좋고 공익성이 커서 보다 현대화해야

할 것, 3개는 신설시장이었다. (『시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

원 소장, BA0039250, 1967)

36) 우이시장은 『시장개설관계철8(60)』(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과 『시장개설관계철10(60)』(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1, 1969),

용산시장은 『시장다변화관계철』(국가기록원 소장, BA0160209, 1968)

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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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우이시장이 위치한 수유동에는 국민주택 단지

가 건설되며 인구가 급증했지만, 기존시장이 이를 뒷

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한강로2가의 용산시장

역시 한강 주변개발로 “인텔리주민이 격증”했지만 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인근에 문화시설도 전무했다.

따라서 단층 목조시장의 현대화는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계획은 몇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고 서울시

의도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 우이시장의 경우,

인접한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아동공원을 매입해 시장

용지를 넓혀서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을 2동 짓는다

는 ‘우이슈퍼마아켙 건립계획’이 1차로 작성되었다. 각

건물 1층에 식료품, 2층에 의류 등 잡화점포를, 3층에

가내수공업 공장을 둔다는 것이었다. 이후 서울시가

출자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에서, 우이시장주식회사가

출자하는 것으로 내용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우이시장

현대화 건립계획’이 2차로 수립되었다(<그림 7> 참

조). 하지만 용지를 넓히려는 구상은 주공 및 국민주

택번영회와의 의견 충돌로 계속 보류되었고, 서울시는

결국 1968년에 착공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1969년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3차로 작성된 ‘우이

시장 현대화 건립수정안’은 기존대지에 건축면적을 증

가시킨 3층 건물을 1동 짓는 계획으로서, 1-2층 용도

는 기존과 같고 3층은 서민주택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7. 우이시장(上)과 용산시장(下)의 현대화계획 투시도 -

『시장개설관계철8(60)』, 국가기록원 소장, BA0039250, 1967;

『시장다변화관계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160209, 1968

 

용산시장 현대화는 설계상 이유로 번복되었다. 용산

시장주식회사가 원래 3층으로 건설하는 안을 제출했으

나 서울시가 5층 이상 짓도록 지시함으로써, 자금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계획수립이 미뤄졌다. 이어서

제출한 설계도는 구조문제로 반려되었고, 충무로 소재

1급 건축사에게 의뢰해 계획을 수정했다. 장기적으로

10층을 짓되 우선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1970년

까지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지하에는 극장·사무실, 1층

에는 식료품, 2층에는 의류 등 점포, 3-5층은 미정의

계획이었다(<그림 7> 참조). 그러나 이 역시 건폐율

초과, 비상계단·소화시설 미비 등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상이 국가기록원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

범시장 현대화의 추진과정이다. 현대화계획의 목표와

기한에 맞게 우이시장과 용산시장이 신축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37) 이외에 신문기사 등을 통해 1960년대

후반에 실제로 현대화가 추진된 시범시장이라 볼 수

있는 것은 통인시장, 왕십리시장(<그림 8>),38) 영등포

공설시장, 낙원시장, 남대문시장 정도이다.39) 서울시는

시범시장을 통해 현대화의 성과를 빨리 확인하고자 했

지만, 이를 원활히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40)

그림 8. 왕십리시장 현대화 준공 광고 -「현대식 상가준공

왕십리종합시장」,『동아일보』, 1968.09.23.

 

3-2. 시장 현대화의 추진과정

시범시장을 시작으로 각 구청은 현대화사업을 이어

갔다. 국가기록원에는 당시 서대문구와 용산구에 위치

한 8개 시장의 현대화계획 문서 일부가 소장되어 있

다. 이를 통해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대상

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개설허가가 만료된 시장에

대해 현대화해야 갱신해준다는 조건을 건 경우, 구청

37) 우이시장은 현재에도 같은 위치에 있지만, 건물은 3층이 아니라

2층이다. 1970년의 신문기사는 서울에 우이슈퍼 등 ‘대규모 상점군’

이 들어서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여기에서 ‘우이슈퍼’가 우이시장을

현대화한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용산시장은 같은 주소지에 ‘용산상

가아파트’가 세워졌음을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건설

시기와 규모는 알 수 없으며, 현재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다.

(「뉴·코리아(9)슈퍼·마키트<유통혁명>」,『매일경제』, 1970.06.25.;「평

북도민 사무실 한강로2가 이전」,『경향신문』, 1975.04.25.)

38) 왕십리시장을 현대화한 왕십리종합시장을, 1968년의 신문광고는

‘현대식 상가주택’이라 표현했다. 내부에 주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식 상가준공 왕십리종합시장」,『동아일보』, 1968.09.23.)

39) 이중에 낙원시장을 현대화하는 ‘낙원슈퍼마키트 및 아파트’ 공사

만이 1967년에 착공된 것으로 보인다. (「낙원슈퍼·마키트 26일 기

공」,『매일경제』, 1967.10.26.)

40) 이처럼 사업이 미진할 때 서울시는, 과제의 긴급성을 인식해 적

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권고하거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개

설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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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름
지역

(구)

사업

구분

현황 계획

구조
대지

면적

점포

수
주체

계획

연도
구조

대지

면적

연면

적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용산시장 용산 시범 목조 273 52 용산시장(주) 1967-68 R.C. 273 796 극장 점포 - - -

우이시장 성북 시범 목조 443 98 우이시장(주) 1967-69 R.C. 443 720 점포 서민주택

수일시장 서대문 양성시멘트블록조1,115 97 수일시장(주) 1968-69 R.C. 685 986 점포 아파트

한남시장 용산 갱신 - - - 남한남산업(주) 1968-69 R.C. 421 1,512
주차장

오물장
점포

문화시설

아파트
아파트

대림시장 서대문 갱신시멘트블록조1,059 129 대림기업(주) 1969 R.C. 1,001 1,668 점포 점포·아파트

대조시장 서대문 특수 목조 1,648 92 불광상가(주) 1969 R.C. 932 3,800
주차장

시장
점포

공원

예식장
아파트

응암시장 서대문 특수 목조 670 91 응암시장(주) 1969-70 R.C. 300

A

(353)

기계실

찻집
점포

옥탑(펜
트하우스)

B(85) 점포

용문시장 용산 갱신 - 496 131 용문(주) 1970 R.C. - 450 점포 사무실·주택

용산제일

시장
용산 특수 - 576 - 용산제일시장(주) 1970 R.C. 576 1,680 -

이태원시장 용산 특수 목조 360 75 이태원시장(주) 1970-71 R.C. 399 1,480 주차장 점포
점포

아파트
아파트

※ 지역(구) = 당시 행정구역 / 면적단위 = 평 / 계획연도 =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연도

※ 용문시장의 구체적인 계획내용은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누락되어, 신문기사로 대체함.

표 2. 국가기록원 소장 시장 현대화계획서의 내용 -『시장다변화관계철』, BA0160209, 1968;『시장개설관계철8(60)』, BA0039250,

1967;『시장개설관계철10(60)』, BA0039251, 1969;『시장관계철(수색시장-1)』, BA0036193, 1968;『한남시장시설변경철』, BA0578743, 1968;

『시장관계철(대림시장-2)』, BA0036180, 1964;『시장관계철』, BA0036209, 1968;『시장관계철(응암-1)』, BA0036189, 1963;『용문시장갱신

허가철2』, BA0160205, 1967;「시장 어제 오늘<15>용문시장」,『경향신문』, 1971.12.21.;『이태원시장시설변경승인철』, BA0578751, 1969

특수사업으로 선정한 경우,41) 무허가시장을 양성화하

는 경우였다. 사업은 시장을 개축·운영할 주식회사가

개설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현대화계획서, 정관(定

款), 업무규정 등 서류를 제출해 시의 승인을 받고, 승

인사항과 같은 내용의 설계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준공하고 준공검사와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표 2>는 각 회

사가 제출한 계획서의 문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42)

각 시장은 「시장 현대화계획」의 ‘내화구조화’와

‘고층화’라는 목표를 충실히 따르고자 했다. 목조·블록

조였던 단층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지상3-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시장을 신축한다는 것이 공통점이었

다. 또한 건물은 복합용도로 계획되었다. 대개 지하에

주차장, 지상1-2층에 점포, 상층부에 주거시설을 두도

록 했다. 중간층에 문화시설 등을 계획하기도 했다.43)

41) 구청 특수사업의 의미는 자료에 언급되지 않았다. 개설허가 갱

신을 위해 현대화를 추진하던 시장을, 특수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다. 시장 현대화는 민간자본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공공자금

이 투입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42) 계획이 몇 차례 수정된 경우,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가장 마지

막 안으로 기입했다.

43) 한남시장은 2층에 ‘문화시설’을, 대조시장은 3층에 ‘어린이공원,

예식장, 다방, 이발소, 미용원, 오락실 등’을 계획했다. 한편 시범시

장이었던 용산시장은 지하에 ‘극장’을 설치하는 계획안을 마련했으

나, 서울시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한남시장시설변경철』, 국가기

록원 소장, BA0578743, 1968;『시장관계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036209,

각 시장은 현대화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도면

모를 일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고급상가’를

건설함으로써 주변 외인주택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용

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44)

이중에 주거시설은 표면적으로 주택난 해소를 위한

것이었지만, 자금 마련방안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

조시장 현대화계획에서는 총 3억 원의 소요예산을 회

사자본금 1억 원 및 점포 임대보증금과 아파트 분양금

2억 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45) 시장 현대화는 공공자

금의 보조 없이 진행되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이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대부분

기존상인이 연합해 설립한 영세한 회사로 추정된다.46)

따라서 충분한 자본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과 임대는 중요한 재원이 되었을 것이다.47)

1968;『시장다변화관계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160209, 1968)

44)『한남시장시설변경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578743, 1968

45)『시장관계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036209, 1968; 박일향, 앞

의 글, 2020, 222쪽

46) 신문기사도 “든든한 자본주가 나서지 않아 몇몇 특정인들이 나

서 영세자본을 규합”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판 민간자본 유치사업 부진」,『동아일보』, 1968.09.10.)

47) 자본 없는 몇몇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도한 임대계약금을 요구

해, 상인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편 응암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기존대지 670평 중 370평을 매각해 그

자금을 바탕으로 현대화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판 민간자

본 유치사업 부진」,『동아일보』, 1968.09.10.;『시장관계철(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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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범시장의 경우와 같이, 사업은 원만히 진

행되지 못했다. 자금문제로 목표연도를 지키지 못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빈번했고,48)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기도 했으며,49) 계획과 다르게 지어지기도 했다.50)

구청 간에 사업 건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심해, 현

실성 없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그

럼에도 서울시는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1973년경까지 계속 추진해나갔다.51)

4. 시장 현대화계획의 건축적 특징

   

4-1. 시장건물의 고층화와 복합화

「시장 현대화계획」의 핵심은 철근콘크리트조의 현

대식 ‘고층건물’ 건설이었다. <표 3>은 앞서 언급한 8

개 시장의 문서에 첨부된 계획입면도와 실제 건설양상

을 비교한 것이다.52) 그런데 입면도가 <표 2>에서 확

인한 계획 층수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

건설양상은 규모에 따라 3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

째, 수일시장처럼 아예 시행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대림·응암·이태원시장처럼 계획 층수보다 낮게 지어진

경우이다. 셋째, 한남·용산제일시장처럼 더 높게 지어

진 경우이다.53) 즉, 현대화된 건물이 원래의 계획을 충

1)』, 국가기록원 소장, BA0036189, 1963)

48) 한남시장은 1968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침수지역이었기 때문

에 위치변경을 이유로 사업이 연기되었다. 이어서 결국 원래 위치에

1968년에 기공하는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자금부족으로 다시 연기되

었다. 대림·대조·이태원시장 역시 완공 예정기한을 넘겨 시행되었다.

(『한남시장시설변경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578743, 1968;『시

장관계철(대림시장-2)』, 국가기록원 소장, BA0036180, 1964;『시장

관계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036209, 1968;『이태원시장시설변경

승인철』, 국가기록원 소장, BA0578751, 1969)

49) 수일시장 현대화는 당시 수색국민학교 진입로에 위치했던 무허

가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이었다. 수일시장주식회사가 1968년에 제출

한 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교육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별도

의 소방도로 신설을 지시했다. 그리고 회사는 1969년에 수정계획을

제출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무허가시장을

‘수일시장’으로 양성화해줬지만 1975년까지도 현대화는 추진되지 않

았다. (『시장관계철(수색시장-1)』, 국가기록원 소장, BA0036193,

1968;「통학로가 시장으로 둔갑」,『경향신문』, 1975.10.21.)

50) 대림시장은 1969년에 1층(점포), 1970년에 2-4층(점포·아파트)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으나, 승인받지 않은 건물을 지

어 1970년에 서울시로부터 위법건물 철거를 지시받았고, 1971년에는

1층만을 준공해 1층 이외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당했다.

(『시장관계철(대림시장-2)』, 국가기록원 소장, BA0036180, 1964)

51)「서울판 민간자본 유치사업 부진」,『동아일보』, 1968.09.10.;

「시장 현대화계획 9월 말 65% 완료」,『조선일보』, 1972.10.22.

52) 국가기록원 소장문서에는 다른 시기에 작성된 계획도면들이 몇

번에 걸쳐 첨부되거나, 아예 도면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표 3>

은 각 시장의 계획도면 중에 가장 마지막 것을 정리한 표이다.

53) 두 시장의 계획 층수는 모두 지상4층이었다. 그런데 한남시장은

실히 따랐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당시 항공사

진을 보면, 신축된 시장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

았거나 소규모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대

형의 고층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한계로 전체 시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1972년까지 『시정개요』에 사업성

과를 실었지만, 기록의 정확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

다.54) 하지만 현대화사업은 서울시내 시장의 전반적

고층화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래시장 현대화와 함께 신설시장 건립을 대거 허가해

줬다.55) 이와 함께 시장건설에서는 고층화 경향이 나

타났다.56) 이는 구역별 시장등급제를 통해 모든 시장

의 고층화를 유도함으로써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처럼 시장이 고층화된 데에는 “시장의 다

목적 이용”이라는 지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이다. <표 2>의 현대화계획서에서도 저층부의 점포

외에, 공통적으로 상층부에 주거시설 등이 계획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화된 시장들은 ‘초현대식’,

‘최고급’의 ‘상가’ 및 ‘(상가·시장)아파트’ 등 다양하게

불렸다.57) 이 중에 ‘상가’는 원래 상점이 늘어선 거리

를 의미했지만, 세운상가를 계기로 상행위가 이뤄지는

여러 개의 점포로 구성된 건물로 일반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58) 그리고 일용품을 파는 노천의 시장도 현

항공사진을 통해 5층으로 지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용산제일시

장은 1970년의 분양광고에서는 12층으로 소개되었다가 실제로는 7

층으로 지어졌다. 이외에 현대화된 대조시장의 층수는 미상이며, 또

한 용문시장 현대화계획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문기사에

따르면 원래 계획에 따라 3층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용산

제일시장 점포임대 및 남산아파-트 분양안내」,『조선일보』,

1970.06.28.;「시장 어제오늘<15> 용문시장」,『경향신문』, 1971.12.21.)

54) 1972년까지 현대화 대상으로 신문에 발표된 시장은 40여 개에

달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정개요』에서 1972년까지 14개 시장을

완료했고, 6개를 진행 중이며, 1973년에 추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이 목록에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시장들이 대다

수 누락되었다. 그리고 1973년부터는 시장 현대화에 대한 내용을 싣

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시정개요』, 서울특별시, 1972, 213-214쪽)

55) 서울의 시장은 1966년에 85개에서, 1967년에 87개, 1968년에 95

개, 1969년에 117개, 1970년에 146개, 1971년에 185개로 증가했다.

(서울특별시,『서울통계연보』, 서울특별시, 1972, 153쪽)

56)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준 시장의 동수를 층수에 따라 살펴보면,

1966년에는 1층 규모가 73%로 대부분이었지만, 1968년에는 2층이

50%, 1969년에는 3층이 45%로 1위를 점했다. 또한 1970년에는

6·7·8층 시장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통계가 실제 준공 여부를 알

려주지는 않지만, 시장의 건설 경향을 보여준다. (서울특별시,『서울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1971, 174-175쪽)

57) 예를 들어 대조시장은 ‘불광상가’, 용산제일시장은 ‘남산아파트’,

이태원시장은 ‘이태원시장아파트’, 시범시장이었던 용산시장은 ‘용산

상가아파트’로 불렸다. (「시장 어제오늘<완> 불광시장」,『경향신

문』, 1971.12.22.;「용산제일시장 점포임대 및 남산아파-트 분양안

내」,『조선일보』, 1970.06.28.;「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최고급아파트

파격적인 염가로 분양개시!」,『매일경제』, 197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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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일시장 한남시장 대림시장 대조시장

계획

입면도

1973년

2009년 미시행 미상(철거) 미상(철거)

구분 응암시장 용문시장 용산제일시장* 이태원시장

계획

입면도
누락 누락

1973년

2009년

* 입면도 누락으로, 광고의 투시도로 대신함.

표 3. 8개 시장의 계획과 실제 – 국가기록원 자료(<표 2>의 출처);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카카오맵;「시장 어제오늘

<15> 용문시장」,『경향신문』, 1971.12.21.;「용산제일시장 점포임대 및 남산아파-트 분양안내」,『조선일보』, 1970.06.28.

대화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층의 현대식 건물로 변

모하면서, ‘상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59)

복합용도 상업시설의 건설이라는 점에서, 현대화된

시장과 선행연구에서 다뤄졌던 도심의 상가아파트는

매우 유사했다. 하지만 시장건물은 보다 소형이었다.

불량지구정비, 하천복개 등 대규모 도심개발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설사, 은행, 개인 등이 대자본을 투입해

건설한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가아파트였다면, 시

장 현대화사업은 대부분 기존 시장용지에 상인 연합체

가 소자본으로 시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60)

58)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2쪽

59) 시장 이름을 ‘상가’로 바꾸는 것은, 현대화되었다는 인상을 주었

다. (「시장 어제오늘<13> 영등포시장」,『경향신문』, 1971.12.14.)

60) 강승현의 연구는, 자료를 통해 규모확인이 가능한 서울 소재 상

가아파트 가운데 최저는 3층, 최고는 17층이었으며, 5층(32%), 6층

(21%), 4·7·8층(각 11%), 17층(7%), 3·9층(각 4%) 순으로 많았음을

하지만 규모의 차이는 있었으나,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설을 한 건물에 수용하는 공간계획 수법은 유사했

다. 건축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대지와 유사한

형태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시장건물의 평면은 대개

비정형이었다. 그리고 점포가 위치한 1층에는 전면 주

출입구 외에도 사방으로 건물 출입구를 만들고 이를

격자형의 복도로 연결해, 활발한 소통을 도모했다. 그

런데 상층의 주거시설 진입을 위해 전용 출입구를 두

는 경우는 드물었다.61) 이처럼 가로와의 연계성을 확

밝혔다. 여기에서 언급된 상가아파트의 건설비를 신문기사에서 살펴

보면 대개 5억 원 이상으로, 시장 현대화계획의 예산(응암시장 2천7

백만 원, 한남시장 5천만 원, 용산제일시장 9천만 원 등)과 큰 차이

를 보였다. (강승현, 앞의 글, 38, 76-82쪽;「세운상가 판매확인제실

시」,『매일경제』, 1967.07.27.;「성북천변에 상가아파트」,『조선일

보』, 1967.10.24.;「특혜로 전락」,『매일경제』, 1968.03.25.)

61) 1층 계획평면도를 보면, 출입구는 대림시장 3개, 대조시장 10개

이상, 응암시장 5개, 용산제일시장 4개 이상, 이태원시장 4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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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입구

시장입구

아파트입구

아파트

입구

점포

(84개)

수세식

화장실 아파트

중정

점포

(12개)

수세식

화장실

아파트

중정

1층(시장층) 2층(주거층) 3층(주거층)

그림 9. 이태원시장의 계획평면도 -『이태원시장시설변경승인철』(BA0578751, 1969)의 도면을 편집

보하고자 1층에 여러 출입구를 설치하는 한편, 거주민

도 건물 내부에서 계단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적인 상가아파트의 특징이기도 했다.62)

거주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중정을 활용하는 것도

공통점이었다. 항공사진 분석과 답사를 통해, 현대화된

한남·응암·용산제일·이태원시장에 중정이 조성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태원시장은, 계획

도면에서도 중정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에도 화

단·장독대 등으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사례였다.63)

주거층 채광·통풍을 위한 중정 계획은, 외부공간이 부

족한 상가아파트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이었다.

그림 10. 이태원시장 2층 주거층의 중정 - 연구자 촬영

한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

회적 기대도 높아졌다. 당시 신문기사는, 기존의 영세

한 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통해 “육중한 모습”의 ‘현대

식 빌딩상가’로 바뀌면서 “대시장으로 발전”해가는 상

황을 소개했다. 시장건물에 전보다 많은 점포가 만들

어졌고, 판매물품도 생활필수품에서 고급품까지 다양

계획되었다. 이 중에 이태원시장만이 아파트용 출입구를 따로 표기

했으나(<그림 9> 참조), 실제 건물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계획

도면은 없지만, 용문시장에는 계단이 건물 전·후면의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시장과 구별된다.

62)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범 차원에서 거주성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은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강승현, 앞의 글, 97-101쪽)

63) 단, 이태원시장 현대화계획은 전체를 5층으로 하고, 2층에는 미

용실 등 점포가 가운데 중정을 둘러싸고 그 가장자리에 아파트가

있는 계획이었다(<그림 9> 참조). 하지만 실제로 건물은 3층 높이

로 건설되었고, 2층 중정 주변에 점포가 배치되지 않았다.

해졌으며, 고객도 인근주민에서 경기도민으로까지 확

장된 것이다. 시장건물 상층부에 예식장, 홀 등 대규모

집회시설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었다.64)

4-2. 시장시설의 현대화

저층부 시장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공간계획 특

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5) 시장시설이 위치한 층

의 내부공간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점포와 수

세식화장실, 복도, 계단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1층에는

여러 개의 건물 출입구를 두는 동시에, 가로를 향해

문을 설치한 개별점포들을 건물 외곽선을 따라 연이어

배치했다. 즉, 실내를 거치지 않고도 길가의 점포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입면계획에서도 1층에는

바닥부터 천장 보까지 유리창호를 설치해 개방적인 쇼

윈도를 조성하고 2층 이상에는 외벽 중앙부에만 창을

설치하는 등, 층별 차이를 드러냈다(<표 3> 참조).66)

그리고 1층 내부에는 기둥 간격에 따라 일정하게 벽

으로 구획한 개별점포들을 중복도로 연결했다. 각 점

포의 규모는 시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복도에 면

한 전면길이는 2.4-4m, 면적은 약 2-7평, 층고는 3m

내외로 계획되었다. 또한 복도의 폭은 점포 전면길이

와 유사하거나 더 넓게 계획하는 경향이 있었다. 점포

사이의 내벽은 시멘트벽돌로 세우는 한편, 복도 쪽으

64)「시장 어제오늘<1> 남대문시장(上)」,『경향신문』, 1971.11.10.;「시장

어제오늘<8> 중앙시장」,『경향신문』, 1971.12.03.;「시장 어제오늘<13>

영등포시장」,『경향신문』, 1971.12.14.;「시장 어제오늘<14> 천호시장」,

『경향신문』, 1971.12.18.;「시장 어제오늘<15> 용문시장」,『경향신문』,

1971.12.21.; 「시장 어제오늘<완> 불광시장」,『경향신문』, 1971.12.22.

65) 시장건물이 현존하더라도 많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에 소장된 계획도면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66) 다른 층과는 달리 1층에 쇼윈도를 설치해 개방감을 주는 입면

계획방식은 세운상가, 남아현아파트, 동대문상가, 유진상가, 대왕상

가 등 5층 이상의 대형 상가아파트에도 적용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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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식화장실

점포 홀

수세식화장실

1층(시장층) 2층(시장층)

그림 11. 대조시장의 계획평면도 -『시장관계철』(국가기록원 소장, BA0036209, 1968)의 도면을 편집

로는 전면에 유리창호를 설치해 상품을 시각적으로 노

출시켰다. 점포의 바닥과 벽체 하부는 시멘트몰탈이나

인조석, 벽체 상부와 천장은 회벽으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외에 층별로 1-2개소의 화장실을, 건

물 모서리나 중앙부에 여러 개의 계단을 계획했다.

그런데 2개 층에 걸쳐 시장시설을 계획하는 경우에

1층은 이처럼 일정 면적의 규격화된 개별점포로 구획

하는 반면, 2층은 큰 홀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층별로 다른 규모의 판매공간을 배치했다. 대표적

으로 대조시장은 1층을 약 190개 점포(shop)로, 2층을

4개 홀(shopping area)로 구성했다.67) 층별 내부공간의

모습을 세운상가 사진(<그림 12>)으로 유추해보면, 1

층은 복도를 따라 늘어선 소규모 점포들이 일종의 상

점가를 이루고, 2층은 백화점과 같이 넓은 공간에 다

양한 상품을 진열해놓은 풍경이었으리라 추정된다.68)

그림 12. 1967년 세운상가의 내부사진 - 서울사진아카이브

이 밖에 방화·위생을 위한 설비계획도 강화되었다.

서울시는 방화시설, 도로포장,69) 상하수도, 수세식화장

67) 계획평면도에서 1층 점포는 shop(수일·대조시장), store(응암시

장), 2층 홀은 hall(수일시장), store(응암시장) 등으로 기입되었다.

68) 대조시장 현대화계획은 지하1층에서 곡물·청과·수산물, 지상1층

에서 전기용품·문방구·일용잡화, 2층에서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

도록 했다. 이 중에 지하1층 도면은 누락되었다. 층별 판매물품의

차이가 내부공간 구성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료

의 부족으로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한편 세운상가, 낙원상가, 대

왕상가, 남아현아파트, 유진상가 등에서도 판매공간이 소형 점포와

대형 홀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70) 오물처리장 등 시장법에서 규정한 각종 설비의

내역을 현대화계획서에 반드시 기입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수산물 등 식료품 점포에는 냉동·냉장시설을 의

무화하고,71) 시장 안에 기거생활을 위한 온돌을 엄금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도록 했다.72) 이처럼 현대화된

시장에는 최신의 대규모 상가아파트와 유사한 공간계

획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계획방식에는 공

간의 효율화, 규격화, 획일화의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 필수적인 설비를 구축하고자 했다. 낙후된

공간이었던 시장에 대대적인 변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시장 현대화가 건물과 운영방식의 현대화를

포괄했다는 점을 환기하면, 「시장 현대화계획」에서

제시한 운영방식에 대한 방안은 다소 미흡하게 반영되

었음을 알 수 있다.73) 나아가 시장의 현대화된 운영방

식이 슈퍼마켓과 유사했다는 점에서,74) 슈퍼마켓의 조

69) 시장용지 안의 비포장도로는 수해와 소방 상 문제를 야기했다.

(「시장내 도로포장」,『경향신문』, 1967.02.13.)

70) 수세식화장실은 당시 정부가 강력히 권장한 것이었다. 특히 서

울시는 1969년부터 건축면적 50평 이상의 건축허가조건으로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장 및 학교·극장·병원·여관·목욕탕 등

주요시설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변소개량사업을 펼쳤다.

(「수세식변소를 권장」,『경향신문』, 1969.02.21.)

71) 시장에 냉장고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부패한

수산물로 인한 식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어개류 끓여 먹

자」,『조선일보』, 1969.09.04.;「생선조개류 수거 세균검사실시」,

『경향신문』, 1970.03.25.)

72) 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주요 원인은, 상인들이 점포 안에 거

주하기 위해 설치한 온돌 등 난방장치에 있었다. (「시장 안 화재위

험 모두 철거」,『경향신문』, 1975.11.13.)

73) 서울시는 법인설립, 정찰제실시, 중간상인 배제, 박리다매, 가격

통일 등 방안을 제시했다. 주식회사가 현대화 사업시행과 시장관리

를 맡았고, 공통적으로 업무규정에 “상거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정찰제를 이행하고 부정거래를 엄금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시장운영 개선을 위한 일부 조건을 현대화계획에 반영했다

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외는 계획서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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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도 적절히 반영되지는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슈

퍼마켓의 핵심인 운영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다.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주식회사들은, 전체를

직영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해 자율적으로

영업하게 하는 것으로 업무규정을 작성했다.75) 따라서

체계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운영방식은 실현될 수 없었다.

실제로 현대화사업이 사회인식이나 유통구조에 대한

분석 없이 고층 건설에만 집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

다.76) 이와 함께 “근대화 의지, 성급한 모방, 인위적

조작만으로” 슈퍼마켓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왔

다.77) 결국 민간에 의존했던 슈퍼마켓 설립은, 1970년

대에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거시적 유통구조 개선 차원

의 문제로 확장되었다.78) 동시에 현대화사업은 1973년

부터 간판정비, 가격표시 등 축소된 목표를 지향한, 새

마을운동의 일환인 ‘시장 정화’사업으로 전환되었다.79)

74) 시장 현대화의 첫 결과가 뉴서울슈퍼마켓이었고, 시범시장인 우

이시장은 계획안 이름도 슈퍼마켓이며 층별 판매상품도 「슈퍼마켓

지도요령」을 따르는 등, 시장 현대화와 슈퍼마켓의 관련성은 컸다.

75) 상인들에게 임대하기 위해, 1층을 여러 점포로 구획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슈퍼마켓에서 강조한 ‘대매점화’나 셀프서비스를

통한 경비 절감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76) 현대화라는 목표에 따라 수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시장개

설을 허가해서 ‘호화판 고층빌딩’은 늘어났지만, 상가 과잉으로 많은

점포가 비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일용필수품을 취급하는 영세상인

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어 고급품을 파는 점포 비중이 커지

면서, 일반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

었다. 영세상인이 신축시장에 입주하지 못해 옆에 노점을 만드는 상

황도 벌어졌다.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물은 현대화했지만, 점포 사이

에 나무 칸막이를 설치해 대화재로 이어지기도 했다. (「골치 아픈

무허시장」,『매일경제』, 1969.08.30.;「패턴 무시한 난맥 시장 현대화」,

『매일경제』, 1970.02.21.;「소비자엔 혜택 없다」,『매일경제』,

1970.02.21.;「호화판 시장 허가남발」,『경향신문』, 1971.10.30.;「상가 이

상붐」,『동아일보』, 1971.12.07.;「시장 어제오늘<13> 영등포시장(하)」,

『경향신문』, 1971.12.14.;「텅텅 빈 건물-임대 불황」,『동아일보』,

1972.05.20.;「명암 유통근대화(6) 시장대화재」,『매일경제』, 1975.12.18.)

77) 1960년대에 뉴서울슈퍼마켓이나 민간에 의해 개설된 몇몇 사례

와 같이, 슈퍼마켓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깊은 논의

는 197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슈퍼마켓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소득수

준, 구매습관, 완전 가공식품의 대량생산, 각종 설비의 국내조달, 미

숙한 경영 등이 지목되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상품을 대량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점에 있었다. 영세한 상인들로서 슈퍼마켓 운영은 불가능한 것이

었다. (한국마케팅협회,「미도파수퍼마아켓 늦은 출발이지만 매장효

율 살려 상품회전 제일 높은 편」,『마케팅』제5권5호, 1971, p.19;

한국마케팅협회,「경영에 실패한 최초이자 최대의 수퍼 마아켓」,

『마케팅』제5권5호, 1971, 24쪽; 한국마케팅협회,「더 깊은 내용엔

이런 점이 문제였다」,『마케팅』제5권7호, 1971, 25쪽; 안태호,「수

퍼·마아켓 경영 그 경영기술과 입지조건에 있어서의 문제점」,『마

케팅』제4권6호, 1970, 18-19쪽; 유붕노,「수퍼·마아켓 경영 그 자본

과 시설에 있어서의 문제점」,『마케팅』제4권6호, 1970, 16-17쪽)

78)「전국주요도시 유통구조개선책 확정」,『매일경제』, 1974.02.25.

;「단축될 유통단계」,『매일경제』, 1974.03.09.

79)「서울시 시장정화 새마을 촉진대회 수납액 7% 투자 의무화」,『매

그런데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장 현대화계획

은, 시장의 한 유형으로 ‘상가건물형’이 자리 잡는 데

기여했으리라 생각된다.80) 서울에서 상가아파트 건설

이 1960년대 중후반에 활성화되다가 1970년대 중반 이

후 단지형 아파트에 주도권을 넘겨줬던 시기적 흐름과

유사하게, 주거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고층건물로 시장

을 재건축하는 현대화사업도 종료되었다. 하지만 사업

을 통해 일반에게 소개된 중층규모 건물형태의 일용품

시장은 현대적 시장의 모범으로 인식되었고,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서울 전역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81)

그림 13. 도곡동 상가 분양광고의 투시도 -「도일상가분

양」,『매일경제』, 1978.03.06.

5. 결 론

이상에서 196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시장 현대화

계획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서울시는 기존시장

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과 운영방식의

현대화방안을 담은 「시장 현대화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시장건물의 개량에 초점을 맞춰

시행되었다. 당시 건설된 시장의 규모, 시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서울 전역의 낙후된 시장을

내화구조의 복합용도 고층건물로 전환하고자 했던 서

울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후부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고층건물 건설을 강

조했다. 고층건물은 파괴된 시가지를 현대적 도시외관

으로 빠르게 성형하는 동시에,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

는 방법이라 간주되었다. 시장 현대화계획은 1950년대

일경제』, 1973.09.19.;「250개 시장정화」,『경향신문』, 1973.10.09.

8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통시장을

형태에 따라 상가건물형, 노점형, 장옥(場屋)형, 상가주택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가건물형은 대형 단일건물 또는 연결된 몇 동의

건물로, 노점형은 노점상으로만, 장옥형은 건축물이 아닌 장옥(천막

지붕 등)으로만, 상가주택복합형은 골목시장과 같이 여러 형태의 건

물 집합으로 구성된 시장을 가리킨다. 2018년 현재 서울소재 전통시

장의 50%가 상가건물형 시장으로 조사되었다.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

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 19쪽)

81) 특히 신개발지의 단지형 아파트 주변에는 일용품을 판매하는

‘OO상가·시장’ 건설이 빈번했다. 당시 분양광고는 주택이 밀집한 상

권, 현대적 시설, 큰 규모를 강조했다. 내부에는 주로 지하층의 식료

품 점포(슈퍼마켓 등)와 함께, 상층부에는 주거가 아닌 식당·은행·약

국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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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심 간선도로변으로 상가주택 건설을 강제하는 것

에서 시작한 서울시의 복합용도 고층건물 건설정책의

연장선에 위치했다. 또한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서울시

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상가아파트 건설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구역별 시장등급제에 따라 시장건물의

연면적이 증가한 상황에서, 주거 등 다른 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발상이었다. 사업을 추진한

시장회사들은 영세한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

가아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건물을 재건축했다.

접근성을 고려한 1층 평면, 거주환경을 위한 중정, 가

로변의 점포를 강조한 개방적 입면, 규격화된 다수의

소형 점포와 대형 홀로 구성된 판매공간 등 획일적이

고 근대적인 계획방식에서, 도시건축의 한 유형으로서

메가스트럭처에 대한 구상이 세운상가와 같은 고급건

축뿐만 아니라, 소자본으로 이루어진 민간의 건축에도

적용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상가아파트

설계 경험을 가진 건축가들이 현대화사업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 현대화계획은,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시시설이지만 주택, 학교, 관공서 등과 달리 정부 관

리에서 소외되었던 시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였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결과물은 도시의

현대적인 시장에 대한 선례가 되어, 이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

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시장 현대화계획은 분명한 한계도 가지고 있

었다. 모든 것을 민간에게 일임하는 수법으로는 원활

한 시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유통구조에 대한

체계적 계획 없이는, 「시장 현대화계획」의 복합적인

목표가 모두 달성될 수는 없었다. 건설을 통한 현대화

에 집중한 이 사업은, 외적 성장에 몰두했던 1960년대

후반 서울의 도시화 과정을 반영한다. 시장 현대화계

획은 서구화, 규모의 거대화, 용도의 복합화, 근대적

계획의 도입을 통해 건축의 변화를 도모했던 한국건축

의 1960년대적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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