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연
번 자치구 시장명 기간 주요행사내용 연락처

1

종로구

장시장 2.2

 제수용품 할인행사(10%)
-건어물,과일,굴비,육류,김,라면,기타 
생활용품  문화공연(노래자랑,장기자랑)
-참여 시민에게 상품권,경품행사
 시민참여 민속놀이
-제기차기,투호놀이,고리던지기 등)

윤 재

010-4650-9140

2 통인시장 2.1~2.13
 경품추첨행사
 공용쿠폰 교환행사

정흥우

02-722-0911

3

   구

삼익패션타운 2.6~2.7

 할인행사(10~30%,일부 제외)
 시민참여 이벤트
-제기차기,팔씨름,풍물놀이,노래자랑
 3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라면)증정

김 순

02-756-7536

4 숭례문상가 2.7~2.8

 할인행사(10~20%,일부 제외)
 시민참여 이벤트
-제기차기,척사 회 등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라면)증정

이해권

02-779-2951

5 서울 앙시장 2.1~2.9

 시민참여 이벤트
-팔씨름 회,투호놀이 등 (1등 10만원,2등 
8만원)
 경품추첨행사
-1등 20만원,2등 15만원,3등 10만원 상당

박정원

02-2232-9559

6
신 부

부시장
1.29~1.30  5만원 이상 구입 시 김(5천원 상당)증정행사 등

김정안

02-2273-0006

7 평화시장 2.5~2.6
 시민참여 이벤트
-풍물패 사물놀이,떡메치기 등

장주홍

02-2265-3531

8

성동구

남시장 2.4
 시민참여 이벤트
-투호놀이,제기차기,팔씨름,떡메치기,윷놀이 
등

이 희
2252-5302

9 뚝도시장 2.5~2.6
 시민참여 이벤트(척사 회)
 5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통시장 상품권 증정 
등

권오
464-4426

10 마장축산물시장 2.24  무료시식회(2,000인분) 이명근
2281-4446

11 용답상가시장 2.1
 시민참여 이벤트
-떡썰기,제기차기,팔씨름,훌라후 돌리기 등

김 홍
2242-5187

12 도선동상 가 1.29

 농수산물 할인 매
-참기름,  등(10~20%)
 시민참여 이벤트
-가래떡썰기,윷놀이,소년소녀가장 떡국떡 

나눠주기 행사 등

이기백
2295-0088

13

진구

곡제일시장 1.30~2.7

 제수용품 할인 매(5~10%)
 보 스쿠폰 우수고객 통시장 상품권 지
 주부 팔씨름 회  제기차기 회
 곡시장 상품권 5만원 구입시 5천원 상품권 증정
 굴비 직거래 매

02-466-5003

14 자양시장 1.26~2.3

 제수용품 할인 매(5~10%)
 가래떡 썰기 회  사라의 떡국떡 나눔행사
 쿠폰추첨(통시장 상품권 증정)
 통시장 무료 주차

02-458-1624

15 동교시장 1.26~2.3

 제수용품 할인 매(5~10%)
 주민 장기자랑  제기차기 회
 쿠폰추첨 경품증정
 우수고객 사은품 증정

02-463-9686

■ 설명 특별 이벤트 참여시장 황(22개구 102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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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룬산시장 2.1~2.7
 제수용품 할인 매(5~10%)
 우수고객 사은품 증정
 가래떡 썰기 회  고객나눔 장기자랑

02-465-2103

17 화양제일시장 1.26~2.3

 제수용품 할인 매(5~10%)
 가래떡 썰기 회
 소득층과 떡국떡 나눔잔치
 우수고객 통시장 상품권 증정

02-465-6221

18

동 문

답십리시장 2.5
 상품권 증정행사,할인쿠폰 행사,민속놀이  
(투호던지기,노래자랑 등)

김세진

010-6225-1824

19 답십리 시장 1.31~2.1
 제수용품 할인행사(30%)
- 굴비,명 음색재료
 경품지  등

정성

070-7788-4435

20 서울약령시장 2.4~2.7

 시민참여 이벤트
-풍물단 공연,7080공연
 경품지 행사
-5만원 구입 시 통시장 상품권 5천원 증정 등

방기생

969-4793

21
청량리

통시장
1.30  상품권 증정행사,경품지 행사 등

이상구

966-1040

22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2.7  상품권 증정행사,경품지 행사 등

성 용

962-5670

23
청량리

청과물시장
1.31  상품권 증정행사,경품지 행사 등

김수성

966-0344

24 회기시장 2.13~2.14
 상품권 증정행사,경품지 행사
 풍물단 공연 등

김선정

963-0323

25

랑구

동부골목시장 1.27~2.9

  품목 할인행사(10~30%)
 상품권 매(10만원권 구매고객 1만원 증정,소진시 까지)
 경품행사(2만원이상 구매시 경품권 증정)
-경품 :온 리상품권 3만원(30명),2만원(90명),

1만원(85명)

김연수

010-8757-8280

26 동원골목시장 1.28~2.1
 상품권 매(10만원권 구매고객 1만원 증정)
 상품권 증정(10만원 이상 구매고객 수증 첨부시 
1만원 상품권 증정,소진시 까지)

이정배

011-732-4661

27 면목골목시장 2.1~2.2
  품목 할인행사(20~30%)
 경품권 증정( 포별 구입 액 상이)
-경품 :온 리상품권 5천원권(560매),1만원권 (200매)

송철섭

011-733-1572

28 우림골목시장 1.28~2.3
 제수용품 할인행사(20~30%)
 상품권 증정(3만원 이상 구매고객 5천원권 상품권 

증정,소진시 까지)

박철우

011-631-8151

29

성북구

돈암제일시장 2.5

 제수용품 할인행사(10~50%)
-건어물류,과일 등(10%),떡류,한우국거리(20~35%),
돼지생고기(50%)

 시민참여 이벤트
-윷놀이,투호놀이,다트놀이,노래자랑,품바공연 등
 경품추첨행사
-추첨 당첨고객에게 통시장 상품권 증정

박석훈

02)926-5133

30 정릉시장 2.2

 제수용품 할인행사(20~40%)
-동태포류(20~30%),굴비 등(30~40%),
사과,배,추     등(20~30%)
 시민참여 이벤트
-여성팔씨름 회,노래자랑,룰렛게임 등
 통시장가는날 쿠폰20매당 5천원 상품권 교환

백재선

070-4126-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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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 골목시장 2.4

 제수용품 할인행사(10~20%)
-야채,과일,생선류(10~20%)
 시민참여 이벤트
-투호놀이,장보기게임 등
 경품추첨행사
 일정 액 이상 구매고객에게 상품권 증정

정호

070-7799-9129

32 석 황 시장 2.3

 제수용품 할인행사(20~30%)
-굴비,가래떡(20~30%),사과,배(10~20%),

동태,참기름(10~30%)
 노래자랑 등 시민참여 이벤트
 경품추첨행사
 5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통시장 상품권 증정 등

노 균

011-9739-6901

33

강북구

수유시장 1.28~2.2

 설빔 할인행사(10~30%)
-한복,아동복,장난감910~30%)
 시민참여 이벤트
-제기차기,투호던지기,윷놀이
 경품추첨행사
-50명 추첨 2만원 통시장 상품권 증정
 통시장이용 감사 사은 잔치
-경품응모권 3장 당 콩기름 1개 증정

김은수

945-4506

34 수유 통시장 1.28~2.2

 제수용품 할인행사(10~30%)
 통시장 이용고개 무료 팝콘 증정
 수유 통시장 앱개발기념행사
-앱 설치시 5천원 상품권 증정(300명)
-개별 포 앱쿠폰 발행
 경품추첨행사
-2만원 통시장 상품권 증정

최기석

989-4730

35 수유재래시장 2.1~2.2

 시민참여 이벤트
-투호던지기,윷놀이
 경품추첨행사
 무료 팝콘행사
 일정 액 이상 구매시 통시장 상품권 증정

이성엽

987-6380

36 번동 북부시장 1.26~2.2
 제수용품 할인행사(10%)
-북어포,약과,밤, 추,곶감,동태,조기 등
 일정 액 이상 구매시 통시장 상품권 증정

정철화

902-5110

37

도 구

방학동

도깨비시장
1.28~1.31

 포별 할인행사(과일,생선,정육,야채 10~30%)
 통시장 상품권 할인 매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 경품응모권 증정(룰렛 

게임,1등 1명, 통시장상품권 50만원)

윤종순

02-954-1225

38 창동신창시장 2.1~2.8
 포별 할인행사(5~10%)
 포별 1만원 이상 구매고객에 사은품 는 

할인쿠폰 증정

사성진

02-990-0040

39 창동골목시장 1.31~2.2

 포별 할인행사(10~30%)
 링던지기 이벤트
 포별 일정 액 이상 구매고객에 사은품 는 
경품응모권 증정(룰렛 게임, 통시장상품권)

오세출

02-992-6757

40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1.31~2.2

 제수용품 할인행사(10~15%)
 방문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통시장상품권 증정
 경품 추첨행사
-배추,무, ,라면,귤,화장지 등
 시장 쿠폰행사
-행사당일 쿠폰 모아온 고객에게 상품권 증정 

김창원

976-4143

41 은평구 림시장 2.1~2.8

 제수용품 할인행사(10%)
 경품행사
-5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증정
 시민참여 이벤트
-제기차기,윷놀이 등

용균

010-3888-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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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시장 2.7~2.9

 경품행사
-5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증정
 시민참여 이벤트
-제기차기,윷놀이 등

박경수

011-714-2841

43 신응암시장 2.3~2.9
 제수용품 할인행사(20%)
 시민참여 이벤트(노래자랑)
 경품행사( 통시장 상품권)

양 석

011-9760-3426

44 연서시장 1.28~2.3
 제수용품 할인(20%)  1차상품 할인(10%)
 경품행사(수증 5만원 이상 시 당면 500g증정)
 시민참여 이벤트(품바공연)

박병근

011-284-2518

45 연신내상 가 2.1~2.8
 경품행사
-5만원 이상 구매시 통시장 상품권 5천원 지

이한철

017-747-1618

46

서 문

인왕시장 2.5

 제수용품 할인행사(15~20%)
-생선,채소류
 시민참여 이벤트
-다트게임,투호던지기,팔씨름,노래자랑,제기차기

이재석

017-247-1987

47 천시장 2.4

 제수용품 할인행사(15~20%)
-건어물,과일류
 시민참여 이벤트
-국악공연,팔씨름 회,노래자랑

이평주

011-401-1926

48

마포구

마포공덕시장 1.26~2.3

 할인행사(10%)
-명태,배추,사과,딸기,돼지고기 등
 시민참여 이벤트
-제기차기,윷놀이
 통시장 상품권 증정 행사

박종서

010-2234-4783

49 서교시장 2.4~2.8

 제수용품 직거래장터 운
 설 기획상품 할인행사(20~30%)
 시만참여 이벤트
-주민 노래  장기자랑 행사,민속놀이

 통시장 상품권으로 구입 시 웰빙떡 증정
 경품추첨행사

김종백

010-2208-5766

50 망원시장 1.28~2.7

 할인행사(10~50%)
-정육(20~30%),식품잡화(20%),이불,의류(10~50%)
 시민참여 이벤트
-팔씨름,제기차기,가래떡썰기 회(다문화가정)

조태섭

011-8772-3593

51
망원동월드컵

시장 1.28~2.2

 할인행사(30%)
-우리 라면, 굴비,정육,귤 등
 시민참여 이벤트
-떡썰기,행운의 다트
 온 리상품권 추첨 증정행사

홍지

010-3740-1151

52

양천구

목3동시장 2.2

 제수용품 할인행사(10~20%)
 시민참여 이벤트
-복주머니 고르기,가족 투호던지기,다트 등
 경품행사
-1등 10만원,2등 5만원,3등 2만원 등

문성기

2644-3238

53 목4동시장 2.2

 제수용품 할인행사(10~30%)
 시민참여 이벤트
-가수공연,복주머니행운잡기,팔씨름 회,훌라후

돌리기,노래자랑
 경품행사
-1등 10만원,2등 5만원,3등 2만원 등

신선우

2647-9191

54 신 시장 2.1~2.5

 제수용품 할인행사
 시민참여 이벤트
-가래떡썰기,제기차기,행운의 복불복게임
 고객 떡국나눔행사(2.1~2.2,500명)
 경품추첨(공용쿠폰 소지 20명 상품권 2만원 증정)

박선종

260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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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경창시장 2.1

 제수용품 할인 매(10만원 구매시 5%할인)
 시민참여 이벤트
-비석치기,투호 회,노래자랑,복주머니 찾기 등
 경품추첨
-1등 10만원,2등 5만원,3등 3만원 등

한상규

2606-5988

56

강서구

까치산시장 2.1~2.8

 고객 사은품 행사
 시민참여 이벤트
-투호놀이,제기차기 등
 풍물패공연

양승철

2606-4500

57 남부골목시장 1.29
 주민참여 노래자랑 행사 등
-1등 10만원,2등 7만원,3등 5만원 등

김경윤

2646-5656

58
화곡 앙골목

시장 1.29

 시민참여 이벤트
-노래자랑,장기자랑,민속놀이 경연
 고객 감사 경품이벤트
-시장이용 물품교환권 증정

설동규

070-8887-315

1

59 송화골목시장 1.31

 시장활성화 퀴즈 회
-퀴즈정답자 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 증정
 시민참여 이벤트
-투호놀이,제기차기 등

김은

2696-5225

60

구로구

남구로시장 1.26~2.5
 공용쿠폰 발행  경품교환
 포별 할인행사 등

하재윤

010-5463-1161

61 구로시장 1.26~2.5
 경품권 추첨
 시민참여 이벤트
-풍물놀이,장기자랑

이종운

010-6761-3252

62 고척근린시장 1.26~2.5
 경품권 추첨
 포별 할인행사
 시민참여 이벤트(풍물놀이)

이동호

010-9269-4339

63

천구

남문시장 2.4~2.5

 제수용품,과일 할인행사 등(최  50%)
-야채,과일(최 50%),코다리,동태포(최 50%)
 주민참여이벤트(시루떡 만들기 등)
 통시장 상품권 증정행사 등

손덕용

010-8620-0310

64
명시장  

주변상 가 미정
 연 인 공연,
 통시장상품권 경품행사 등

이순복

010-8220-5403

65 독산동우시장 미정  통시장 상품권 증정행사 등
문 국

011-9117-3089

66 은행나무시장 2.4~2.8

 상인과 주민이 함게하는 국민체조
 추억을 만드는 아마추어 사진
 아빠 길거리 부침 회
 한가족 시장 장보기
 '꿈잘꿨네'경품행사

용모

010-3784-5448

67

등포

신시장 2.5
 시민참여 이벤트
-윷놀이,알까기,화살던지기

안

02)842-0003

68 일시장 2.1
 제수용품 할인행사
-조기(25%)등

박성인

02)2633-9047

69 우리시장 1.29~2.2
 민속놀이(제기차기,윷놀이)
 사은품 증정행사 등

임순조

02)832-2605

70 조 시장 2.1
 과일 할인행사(30%)
-사과,배,귤 등

최형일

02)2675-3269

71
등포시장

기계공구상가
1.26~2.3

 사은품 증정행사,경품행사 등
-5만원이상 구매시 칼,가 세트 증정

최성용

02)2635-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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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남서울상가 2.1

 제수  선물용품 할인행사(20%)
-제기류,문그,완구류
 시민참여 이벤트
-가래떡썰기,제기차기 등

김동한

02)2634-7610

73 사러가 1.26~2.8
 응모권 추첨행사 등
-3만원이상 구매 시 응모권 지  후 추첨

남정헌

02)834-8900

74 제일상가 1.31
 경품행사  민속놀이 등
- 다리기, 형윷놀이 등
 5만원이상 구매 시 통시장 상품권 증정

창덕

02)2634-0310

75 삼구시장 1.30
 시민참여 이벤트
-딱지치기,윷놀이 등

고태호

02)2634-0536

76 신상가 2.1
 민속놀이
-가래떡썰기,제기차기
 5만원이상 구매 시 통시장 상품권 증정

김용달

02)2634-0602

77 동남상가 1.29
 상인  주민참여 민속놀이 행사 등
-윷놀이,제기차기 등

김흥수

02)2635-4846

78 로타리상가 1.30
 시민참여 이벤트
-팔씨름,윷놀이 등
 3만원이상 구매 시 쿠폰 증정

안희

02)2634-0591

79
등포

통시장
2.5

 경품권 증정행사
-스크래치 이용한 경품

최지명

02)2634-1308

80

악구

악신사시장
2.1,

2.5

 할인행사
 경품추첨행사
-공용쿠폰 20매 당 경품추첨 기회 제공

유덕

855-1994

81 신원시장 1.28~2.4

 상품권 증정행사
-일정 액 이상 구매시 통시장 상품권 증정
 떡꾹떡 이벤트행사
-일정 액 이상 구매시 가래떡 증정

진병호

854-5453

82 인헌시장 1.29~1.31

 시민참여 이벤트
-윷놀이 회,알뜰장보기 회
 경품추첨행사
 5만원이상 구매 시 통시장 상품권 5천원 증정

김보

010-5260-2065

83 펭귄시장
1.28,

2.1

 시민참여 이벤트
-장보기행사,제기차기
 경품권 추천행사
-5천원 이상 구매 시 추첨권 1매 증정

이정호

857-3810

84 삼성동시장 1.26~2.2
 제수용품 할인행사
 시민참여 이벤트
- 제기차기  노래자랑 등

하상

884-0428

85 서원동상 가 2.3
 시민참여 이벤트
-윷놀이 항 ,노래자랑 등

김호경

889-1233

86

강남구

동 통시장 2.8

 경품 추첨행사 등
-경품행사 :1층 30만원(1명),2등 20만원(2명),
3등 10만원(3명),4등 5만원(50명)
-노래자랑 :1등 10만원,2등 5만원,3등 3만원,
참가상 15,000원(30명)

권기원

010-2614-9447

87
개포2동 
심상 가 2.1

 시민참여 이벤트
-노래자랑,제기차기 등
 경품지 행사

이창

010-4488-7484

88 송 구 마천 앙시장 2.1~2.3

 제수용품 할인행사(10~30%)
-과일,조기,정육,생선 등 
 경품행사
-5만원이상 구입 시 통시장 상품권 5천원 증정 등
 고객참여 이벤트(제기차기,윷놀이)

유재훈

02-448-2808

017-28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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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방이시장 2.5~2.6

 제수용품 할인행사(10~30%)
-정육(10%),과일(10~30%),동태포(10~15%)
 시민참여행사(노래자랑,떡만들기)
-노래자랑 :입상자 자 거,참가자 장바구니 증정
 경품행사
-5만원이상 구입 시 통시장 상품권 5천원 증정 등

추창식

010-2815-4868

90 석 시장 1.31~2.2

 제수용품 할인행사(10~30%)
-사과(20~30%),굴비(10~30%),정육(10~20%)
 경품 추첨  증정행사
-경품추첨 1등 상품 :TV
-5만원이상 구입 시 통시장 상품권 5천원 증정 등
 시민참여행사(풍물놀이 공연,떡국떡 썰기)

이경희

02-414-8784

011-733-9021

91 새마을시장 1.31~2.2

 제수용품 할인행사(10~30%)
-사과,배(10~15%)
 경품행사
-5만원이상 구입 시 통시장 상품권 5천원 증정 등
 시민참여행사(투호,제기차기,훌라후 )

임재복

02-2203-4949

010-5259-4949

92 풍납시장 1.29~2.5

 제수용품 할인행사(10~30%)
-강정,약과(10~20%),고사리(10~20%),
동태포(20%) 경품행사
- 포별 스티커 증정(스티커10매 1만원권 증정)
 시민참여행사(윷놀이 노래자랑,가수공연)

승 문

011-560-4570

93
문정동로데오상

가 1.26~2.17

 할인행사(30~80%)
-의류(30~80%),신발(10~50%)
 경품행사
-10만원이상 구입 시 통시장 상품권 5천원 증정 등
 시민참여행사(제기차기,윷놀이,투호)

이종덕

02-400-1633

010-6312-5100

94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1.31~2.3

 제수용품 할인행사(10~30%)
 경품행사(3만원이상 구매시 5,000원 상품권 증정)
 1상 가 6만원이상 구매시 1만원권 상품권 증정 

2천원 상당 상품 제공

정낙원

02-442-1040

95
둔 역 통시

장 2.5~2.7

 로그램(떡썰기,떡국나눔,노래자랑,경품행사 등)
 제수용품 할인행사(20~30%)
 경품행사(6만원이상 상품구입시 5천원 상품권 
증정)

양청열

010-5340-1684

96 길동골목시장 2.4~2.6

 로그램(팔씨름,떡썰기,노래자랑,경품행사 등)
 제수용품 할인행사(15~20%)
 경품행사(5만원이상 상품구입시 5천원 상품권 증정)
 통시장 체험행사 참여 단체 상품권 증정

육근목

010-3703-8982

97 명일골목시장 1.31~2.4
 로그램(제기차기,팔씨름,노래자랑 등)
 제수용품 할인행사(15~20%)
 경품행사(5만원이상 상품구입시 5천원 상품권 증정)

김태진

010-7447-2070

98 성내 통시장 2.5~2.7
 로그램(떡썰기,떡국나눔,노래자랑,경품행사 등)
 제수용품 할인행사(20~30%)
 경품행사(6만원이상 상품구입시 5천원 상품권 증정)

박한규

484-2581

99
고분다리골목

시장 2.5~2.7
 로그램(떡썰기,떡국나눔,노래자랑,경품행사 등)
 제수용품 할인행사(20~30%)
 경품행사(6만원이상 상품구입시 5천원 상품권 증정)

최

016-329-3430

100 고덕 통시장 2.5~2.7
 로그램(떡썰기,떡국나눔,노래자랑,경품행사 등)
 제수용품 할인행사(20~30%)
 경품행사(6만원이상 상품구입시 5천원 상품권 증정)

류제창

011-9275-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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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천호로데오

상 가
미정  시민참여 이벤트행사 

이경섭

017-206-7155

102
서울 

장신구특화거
리 상 가

미정
 시민참여 이벤트행사
 장신구 문화홍보 행사 등

한성수

010-5110-5135

※ 일정 행사내용은 시장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