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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사 업 목 적

○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시장상인 매출증대 및 시장상권 활성화

○ 상인회 공동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개별 상인회 자율적 운영

○ 배송서비스 조기 정착을 위한 배송인력 초기 운영비 지원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13. 2월 ~ 12월

○ 확대계획 : 20개 시장(34개 시장 ⟶ 54개 시장)

○ 대상시장 : 상인조직이 있는 전통시장(등록․인정시장), 상점가 등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90% 지원(상인회 부담 10%)

- 배송차량 등 구입비 : 최대 1,200만원

모닝밴 등 시장여건에 맞는 소형차량 1대, 이륜자동차 1대

- 배송센터 운영 집기 구입비 : 최대 1,000만원

배송센터 내 외부 인테리어, TV, 전화, 무전기, 의자 등

- 초기운영비 : 최대 1,000만원

배송차량 도안 도색비 및 1년간 차량 보험료, 초기 홍보비 등

- 초기인건비 : 최대 1,300만원

배송서비스 초기 운영 인건비(지원년도내 1회 지원, 최대 8개월)

 추 진 계 획
 ○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선정기준

시장규모, 위치, 배송센터 설치비 및 운영 타당성 등

사업계획서, 대상시장 현장조사 평가표 감안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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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연번 시장명 배송수단 배송범위 및 배송료 비 고

16개구 34개시장

광진구
1 자양골목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점포재량, 건당 2,000원

2 중곡제일골목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점포재량, 건당 2,000원

동대문

3 답십리현대시장 다마스밴 1대, 오토바이 2대 동대문구 및 타지역까지 3천원

4 청량리청과물시장 다마스밴 1대 서울시 전역(기본 5천원)

5 청량리전통시장 다마스밴 1대, 오토바이 2대 서울 북부
(중랑,종로,중구,강북,노원,도봉,성동,성북 등)

6 서울약령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시장 5km 내.외 무료배송

중랑구 7 우림골목시장 다마스코치(5인승)2대, 모닝밴 1대 중랑구 전체, 3천원

성북구 8 돈암제일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관내(삼선동,동선동 등) 2천원, 관외 3~5천원 

강북구 9 수유재래시장 다마스밴 1대 3만원이상, 건당 3천~2만원

도봉구 10 창동신창시장 다마스밴 1대, 오토바이 1대 시장 1㎞이내, 건당 500원

노원구 11 공릉동도깨비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점포 재량, 무료 배송(배송조건 없음)

은평구

12 대조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건당 천원

13 연서시장 다마스밴 1대, 오토바이 1대 건당 천원

14 대림시장 다마스밴 1대 은평구 전 지역 및 서대문구 일부

15 신응암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서울시 전역, 경기도 일부(1,000원)

서대문 16 인왕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시장 2㎞이내, 건당 2천원

양천구

17 목3동시장 모닝밴 대, 오토바이 2대 1km 2천원/ 2km 3천원/ 2km이상
협의(중량 20kg이내)

18 목4동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13년 고객쉼터 완공 후 실시 예정

19 신영시장 다마스밴 1대, 모닝밴 1대 시장 4km이내 배송건당 2천원

20 경창시장 다마스 1대, 오토바이 2대 4km 이내 무료배송

강서구

21 남부골목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22 방신재래시장 모닝밴 1대 10kg당 1,000원

23 까치산시장 모닝밴 1대

24 송화골목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시장 5mk 이내

금천구
25 현대시장 라보롱카고(탑차) 1대, 오토바이1대 점포재량, 시간당 5,000원

26 남문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10KG이상, 건당 1,500 ~ 4,000원

영등포
27 우리시장 다마스밴 1대 무료, 대림 1,2,3 동 및 신길 1 ~ 7동

28 영등포전통시장 다마스밴 1대, 오토바이 1대 영등포 인접 서울지역 (배송료 각 점포 자율)

관악구 29 신원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1대 2-3㎞이내(관악구 관내), 기본 2,000원
(거리, 무게에 따라 5,000원까지 징수)

송파구

30 석촌시장 모닝밴 1대, 오토바이 2대 건당2,000원 내외

31 문정동로데오상점가 모닝밴 2대 건당 2,000원 :
송파,강남,서초,강동,광진,경기성남 하남

32 방이시장 다마스밴 1대, 오토바이 1대 송파구 및 타 지역 일부 : 건당2,000원

강동구
33 암사종합시장 다마스밴 1대, 오토바이 1대 시장반경 6㎞, 시장운영위원회 결정 (기본

및 ㎏당 )

34 길동골목시장 다마스밴 1대, 오토바이 1대  시장반경 6㎞, 시장운영위원회 결정
(기본 및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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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현황
(2012. 12. 3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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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배송서비스 사업 관련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