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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신규/자체사업)
1시장 1매니저 배치

관리번호 5-3

완료시기 임기내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 

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

(천영주 ☎4474)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 -

추진상황(률) 추진 중(50%)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소요예산 105백만원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목표

  ○ 전통시장별 시장매니저 1명 채용 지원 ▷ 4개 시장 4명, 시장별 1년 지원(최대 2년)

   - 대     상 : 괴정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감천2동시장, 신평골목시장

   ※ 사무인력 기운영, 사무공간 미보유, 매니저 희망하지 않는 시장 제외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세부운영세칙(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시장매니저: 상인회 사무실에 상주하여 근무하며 정부지원 사업계획 수립, 

                 회계관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 수립, 상인조직력 강화, 

                 국가지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우수사례 발굴·보고 등을 수행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매니저(상인조직역량강화) 연차별 사업 신청 >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인력(시장매니저)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인회 및 연합회에 월 급여 
188만원의 70% 지원(월 132만원)

지원조건

◦ 국비 지원 및 상인회 자부담 비율

시장규모(점포 수) 국비(지원비율) 지자체 또는 상인회

소형시장(299개 이하) 및 연합회 월 1,316천원(70%) 월 564천원(30%)
(※ 상인회 최소 10%)

  * 지원금은 순수인건비의 용도로만 지원하고,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4대
    보험료(상인회부담분)와 출장비 등의 비급여적 인건비 등은 지원제외



  ○ 자격요건 : 65세 미만으로 PC활용 가능자 중

   - 공공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민간 : 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유통, 마케팅, 기획․총무, 회계, 세무, 

영업관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상인회 임원의 가족 관계(직계혈족, 방계혈족, 배우자)인 자 제외

 세부추진계획 

  ○ 2020. 01. : 시장별 매니저 채용 및 지원

  ○ 2020. 02. : 2021년도 사업 신청 ▷ 감천2동시장, 괴정골목시장

    ※ 괴정골목시장 희망사업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2021. 02월 만료 전 

문화관광형 2.0에 미선정 시 2021년 매니저 신청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0% 75% 100% -

1시장 1매니저 -
2개소

(신평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2개소
(장림골목시장

가락타운상가시장)

2개소
(감천2동시장,
괴정골목시장)

-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계
민선7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05 105 40 15 25 25

국  비 60 60 15 15 15 15
시  비
구  비 45 45 25 10 10
자부담

 ※ 2021년, 2022년 미선정 시 1개 시장당 25,000천원 소요(2022년 목표 완료 시)

 ※ 2019년 예산 미집행액 2020년으로 이월 

 ※ 사업비 재원 배분 등 추후 조정 예정

【추진실적】

  ○ 2019. 01. : 전통시장별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제출 요청

  ○ 2019. 02. : 사업신청

  ○ 2019. 04. : 신평골목시장 공모 선정

  ○ 2019. 07. : 장림골목시장 공모 추가 선정

  ○ 2019. 09. : 2020년도 사업 공모 선정(가락타운상가시장, 장림골목시장)

  ○ 2019. 11. : 신평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매니저 채용



【문제점 및 대책】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시 우대조건(제로페이 가맹률  

     50%이상,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50%이상 등)을 갖추기 힘듦

    -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는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대상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 및 지원 강화

【금후계획】

  ○ 2020. 01. : 2020년도 선정 시장별 매니저 채용 및 사업비 지원

  ○ 2020. 04. : 2021년도 시장경영바우처(매니저) 사업 신청

               (괴정골목시장, 감천2동시장)

 ※ 2020년 연간추진계획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분기별 계획
1/4 2/4 3/4 4/4

매니저 배치 35
(이월20) 사업시행 2021년사업

공모신청 선정

【기대효과】

  ○ 상인조직 역량 강화

【위 치 도】

장림골목시장

신평골목시장

괴정골목시장

감천2동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