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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일 주 3~4회 주 1~2회 월 1~2회 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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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잘 모름
대형마트 입지 규제 
대형마트 규모 규제  

영업시간 규제 
판매 품목제한 
판매수량 제한

자료번호 : A1-2013-0010

자 료 명 : 대형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2013

<대형마트 규제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1.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1) 서울
(2) 인천, 경기, 강원
(3) 부산, 울산, 경남
(4) 대구, 경북
(5) 대전, 충청, 세종
(6) 광주, 전라, 제주

=> 2,3,4,5,6 번 응답자는 설문종료

2. 귀 댁에서는 평소 장보실 때 아래의 장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3. 최근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입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
형마트 규제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규제가 필요 없다  (5번으로)
 (2) 규제가 필요하다 
 (3) 잘 모르겠다  (5번으로)

4. 다음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형마트 규제책들입니다. 각각의 규제 정책에 대
한 찬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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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판매 제한으로 선정된 품목>
 채소류 (양파, 대파, 풋고추 등 17가지 품목)
 신선식품 (두부, 계란 등 9가지 품목)
 수산물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 7개 품목)
 정육 (사골, 도가니 등 5개 품목)
 건어물 (북어, 미역, 다시마, 멸치 등 8개 품목)
 기호식품 (담배, 맥주, 소주, 막걸리)
 종량제 봉투

5. 만약에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할 경우, 제한 품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채소류  
 (2) 신선조리식품(두부, 계란 등)   
 (3) 생선류  
 (4) 정육 
 (5) 건어물  
 (6) 기호식품(담배, 주류 등)  
 (7) 문구 
 (8) 의류   
 (9) 공산품
 (10) 제한 품목 없음

● 최근 서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이
어 아래 목록의 51가지 판매 제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품목을 토
대로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 여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 찬성  (7번으로)
   (2) 반대  (8번으로)
   (3) 잘 모르겠다 (9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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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2) 가격이 더 낮아질 것이다
   (3) 품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   
   (4) 기타 (   )
=>문7 응답자 문9로

8.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2) 가격이 더 비싸질 것이다
  (3) 두 번 장을 보게 되어 불편하다  
  (4) 품질을 못 믿겠다          
  (5) 기타 (    )
  
9. 위 제품에 대해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수량과 용량을 제한하는 용량 
제한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대용량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소용량은 전통시장이나 동
네 슈퍼에서 판매하는 방안)
  (1) 찬성  
  (2) 반대  
  (3) 잘 모르겠다

10.  만약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서 신선 식품 등에 대해 판매 규제를 할 
경우 불편함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1. 평소 신선제품을 구매할 때 어디를 선호하십니까?
(1) 전통시장 
(2) 대형마트 ->13번으로 

12. 전통시장에서 신선제품을 구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신선해서
(2) 값이 싸서
(3) 영세 상인을 위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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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까워서 
(5) 기타
=> 설문 종료

13. 대형마트에서 신선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신선해서 
(2) 값이 싸서
(3) 대형 기업이라 믿을수 있어서(환불, 교환 등 편리)
(4) 편리해서 
(5)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