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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덕풍전통시장 활성화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지역경제팀장 이금자

담당자 강신형 (☎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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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m 전통시장 내 거점 점포 지정 및 활성화 사업

- 지원 대상 : 신장·덕풍시장 및 석바대상점가 점포
- 선정 기준 : 점포업태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 지원 내용 : 메뉴개발, 인테리어 및 홍보지원

m 상권진흥구역 지정ㆍ지원 사업을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

-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ㆍ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통한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m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도모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주차장 증축, 도로포장, 고객지원센터 등)
-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 추진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 CCTV 설치 등)

m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스마트 시장 기술 도입

- 비대면, 스마트 오더를 위한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추진

□ 그간 추진사항
m 2019년 전통시장 내 거점 점포 지정 및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지원대상 : 신장·덕풍전통시장·석바대상점가 점포 10개소
- 소요예산 : 50,000천원(5,000,000원 × 10개소 = 50,000,000원)
※ 시비 90% 자부담10%로 총사업비 55,000천원
m 2019년 전통시장내 거점 점포 지정 및 활성화 추진 공고(제2019-472호)

m 2019년도 전통시장내 거점 점포 지정 및 활성화 최종 합격자 공고(제2019-1207호)
m 2019년 12월 거점점포 지원 사업 완료
m 2020년 1월~ 시장매니저, 큰 장날 행사, 장보기ㆍ배송 지원(총사업비 136,080천원)
m 2020년 4월 코로나19 관련 전통시장(3곳) 지원(각 40,000천원, 도5:시5)
m 2020년 6월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준공(130,332천원, 국7:시2:자1)
m 2020년 6월 신장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 사업 준공(159,600천원)
m 2020년 6월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스마트오더지원, 중기부 전액국비)
- 덕풍전통시장 35개 점포(12,250천원), 석바대상점가 28개 점포(9,800천원)
m 2020년 9월 스마트 시범상가(추경)사업 선정(스마트오더, 중기부 전액국비)
- 신장전통시장 60개 점포(21,000천원)
m 2020년 10월 신장전통시장 아케이드 복구공사 준공(600,000천원, 전액 시비)
m 2020년 10월 전통시장 가는길 정비사업 준공(750,000천원, 전액 도비)
m 2020년 11월 신장시장 CCTV 설치 사업 (22,000천원, 도5:시5)
m 2020년 11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공모사업 선정 (총 사업비 4,000,000천원)
m 2021년 2월 신장상권진흥센터 설립 및 센터장 채용 (총 사업비 4,000,000천원)
m 2021년 2월 신장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 매입 (총 사업비 1,600,000천원, 도6:시4)
m 2021년 4월 덕풍시장 주차장 증축공사 설계용역 완료(3,000,000천원, 국6:도1:시3)
m 2021년 4월 덕풍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 사업 착공(82,000천원 도5:시5)

□ 향후 추진계획
m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안전 확충사업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시설 개선
m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ㆍ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신장동 원도심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m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추진을 통한 코로나19 대응(비대면, 스마트오더) 전략 구축

□ 기대효과
m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공약실행 목표

최종목표
전통시장 활성화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차별 달성 목표
내 용
거점 점포 10곳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시설현대화 사업 및 스마트 시범상가 추진
신장동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 추진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 준공

□ 소요예산 현황
m 재원확보 방안
- 전통시장 지원 관련 사업 대부분이 국ㆍ도비 공모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 소상공인과의 각종 공모사업 추진
m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년
이후
계 12,065
0
50 4,655 3,360 2,000 2,000
국비 1,874
1,874
도비 4,994
1,054 1,940 1,000 1,000
시비 5,197
50 1,727 1,420 1,000 1,000
기타

m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년
이후
6,335
0
50 4,655 1,630
1,874
1,874
2,029
1,054 975
2,432
50 1,727 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