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전통시장 현황 1,437개(*전통시장조사·홍보분야

근무예정지)

구분(근무지)

주소

서울 211곳

가리봉시장, 강남시장, 강남시장, 강북북부시장, 강북종합전통시장, 개봉중앙시
장, 개봉프라자, 경동광성상가, 경동시장, 경창시장, 고덕전통시장, 고분다리전
통시장, 고척근린시장, 공덕시장, 공릉동도깨비시장, 관악신사시장, 관악종합시
장, 광성시장, 광장시장, 광희패션몰, 구로시장, 금남시장, 길동복조리시장, 길음
시장, 까치산시장, 남구로시장, 남대문시장, 남문시장, 남부골목시장, 남부종합
시장, 남부화곡시장, 남성시장, 남성역골목시장, 남평화시장, 노룬산골목시장(인
정시장), 노룬산시장(건물형), 논현종합시장, 답십리시장, 답십리현대시장, 대림
골목시장, 대림상가, 대림시장, 대림중앙시장, 대신시장, 대원종합시장, 대조시
장, 돈암시장, 돌곶이시장(구 석관황금시장), 동남상가,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
종합시장 신관(동대문쇼핑타운), 동대문종합시장D동상가, 동문시장㈜, 동부시
장, 동북시장, 동서시장, 동성타워프라자, 동소문스카이상가, 동원골목시장, 동
원시장, 동진시장, 동평화시장, 동화상가, 둔촌역전통시장, 등마루시장, 뚝도시
장, 마장축산물시장, 마천시장, 마천중앙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시장, 만
리시장, 망원동월드컵시장, 망원시장, 면목골목시장, 면목시장, 명일전통시장,
목2동시장, 목동깨비시장 (목3동시장), 목사랑시장 (목4동시장), 방산종합시장,
방신전통시장, 방이시장, 방학동도깨비시장, 백련시장, 보광시장, 본동인정시장,
봉일시장, 봉천제일종합시장, 봉천중앙시장, 봉천현대시장, 사가정시장, 사당시
장, 삼구시장, 삼익패션타운, 상계중앙시장, 상도전통시장, 새마을시장, 서교시
장, 서울약령시장, 서울중앙시장, 석관시장, 석촌시장, 성내전통시장, 성대시장,
성대전통시장, 수유북부시장,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수유골목시
장), 수유중앙시장, 수유프라자, 숭례문수입상가, 숭인시장, 신곡종합시장, 신도
봉시장, 신림종합시장, 신림중앙시장, 신림현대종합상가, 신사상가, 신설종합시
장, 신성종합시장(건물형), 신신림시장, 신아타운, 신원시장, 신월1동신영시장,
신월중앙시장, 신응암시장, 신정제일시장, 신중부시장, 신중앙시장, 신평화패션
타운, 쌍문시장, 아현시장, 암사종합시장, 약수시장, 양재시장, 에리어식스(벨포
스트), 역촌중앙시장, 연서시장, 연희사러가, 영도시장, 영동교골목시장, 영동전
통시장, 영등포유통상가, 영신상가, 영일시장, 영진시장, 영진시장(A동), 영천시
장, 용답상가시장, 용두시장, 용산용문전통시장, 우림골목시장, 우림시장, 우성
상가시장, 우이시장, 월정로시장, 유진상가, 은행나무시장, 이경시장, 이문제일
시장, 이촌종합시장, 이태원시장, 인왕시장, 인헌시장, 자양전통시장, 자유상가,
장미원골목시장, 장위전통시장, 전곡시장, 전농로터리시장, 정릉시장, 정릉아리
랑시장, 제일시장, 제일평화시장, 조양시장(건물형), 종로신진시장, 중곡제일전
통시장(중곡제일시장), 중랑교종합상가, 중랑동부시장(동부골목시장), 중부시장,
증산종합시장, 창동골목시장, 창동신창시장, 천호신시장, 청담삼익시장,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청량리수산시장,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청량리청과물
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깡통시장), 청평화시장, 태능엔터피아, 테크노상가, 통
인시장, 통일상가, 펭귄시장, 평화시장, 포방터시장, 풍납시장, 한일상가, 합정시
장, 현대시장, 화곡본동시장, 화곡중앙골목시장, 화양제일골목시장, 황학시장,
회기시장, 후암시장

부산 173개

가락타운상가시장, 가야벽산상가, 감만시장, 감전시장, 감전제일상가시장, 감천2
동시장, 감천시장, 개금골목시장, 개금큰시장, 거성시장, 거제시장, 고려쇼핑센
터, 골드테마거리, 광안시장, 광안어패류시장, 광안종합시장, 괴정골목시장, 구
덕대림상가, 구서오시게시장,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국민시장, 국제상가, 국제시
장, 금강시장, 금사제일상가시장, 금성상가시장, 금정상가시장, 기장시장, 남광
시장, 남천해변시장,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남항시장, 다대씨-파크, 당감골목시
장, 당감새시장, 당감시장, 당리시장, 대신시장, 대연시장, 덕천시장, 동대신1동
골목시장, 동래시장, 동방시장, 동성하이타운시장, 동평새시장, 르네시떼시장,
만덕2동제일상가시장, 만덕시장, 만물의거리시장, 망미삼성상가시장, 망미새상
가시장, 망미종합시장, 망미중앙시장, 명장시장, 명지시장, 모라전통시장, 못골
골목시장, 민락골목시장, 민락씨랜드시장, 민락어패류시장, 민락회타운시장, 반
송2동시장, 반송골목시장, 반송시장, 반여2동상가시장, 반여3동골목시장, 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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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근무지)

주소
시장, 범일골목시장, 보수종합시장, 복이있는덕포시장, 부곡상가시장, 부산광역
시건축자재판매협동조합, 부산광역시철강판매협동조합, 부산남문시장, 부산데파
트,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부산새벽시장, 부산자갈밭
시장, 부산자유시장, 부산전자종합시장, 부산진시장, 부산평화시장, 부전기장골
목시장,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부전상가, 부전시장, 부전인삼시장, 부평깡통시
장, 사단법인수영건설시장, 사상시장, 사직시장, 사하시장, 삼익비치A상가시장,
삼익비치B상가시장, 새감만종합시장, 새영주시장, 서대신1동골목시장, 서대신동
골목시장, 서동시장, 서동전통골목시장, 서동향토시장, 서면시장, 서면종합시장,
서면중앙시장, 서원시장, 성곡종합시장, 성북시장, 세흥시장, 송남시장, 수안인
정시장, 수영팔도시장, 수정시장, 수정전통시장,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신정시
장, 신창상가, 신천지시장, 신평골목시장, 신평종합시장, 아리랑거리, 아미시장,
안락상가시장, 양정시장, 양정전통시장, 에덴골목시장, 에덴시장, 연동시장, 연
미새시장, 연일시장, 연지시장, 연천시장, 영남종합시장, 영도봉래시장, 영주시
장, 영해종합시장, 온천로터리종합시장, 온천인정시장, 용호1동골목시장, 용호골
목시장, 용호삼성시장, 용호시장, 우동종합상가시장, 우신종합상가, 우암골목시
장, 월드밸리, 자갈치시장, 장림골목시장, 장림시장, 장성시장, 장전상가시장, 재
송시장, 재송한마음시장, 전포놀이터시장, 정이있는구포시장, 좌동재래시장, 주
례럭키종합상가, 주례현대무지개상가, 창선상가, 철뚝시장, 청학시장, 초량상가
시장, 초량전통시장, 초읍시장, 충렬상가시장, 충무동골목시장, 충무동새벽시장,
충무동해안시장, 하단시장, 하단오일상설시장, 학장반도보라상가, 해운대시장,
현대종합상가시장

대구 113개

논공중앙시장, 지산목련시장(지산종합시장), 수성시장, 동성시장, 관문상가시장,
관문시장, 광덕시장, 남부시장, 대명시장, 대명신시장, 대명중앙시장, 명덕시장,
봉덕시장, 봉덕신시장, 성당시장, 안지랑시장, 영선신시장, 달서송림시장, 달서
시장, 대곡시장, 대구대동시장, 대구예전우시장, 도원시장, 두류종합시장, 보성
은하상가, 상원시장, 상인영남상가, 서남시장, 서남신시장, 서대구시장, 성서보
성화성상가, 송경종합시장, 송현주공시장, 신내당시장, 와룡시장, 성서용산시장,
용산종합큰시장, 월배시장, 월배신시장, 월성청구시장, 두류신시장, 현풍백년도
깨비시장, 화원시장, 공항시장, 동구시장, 동대구역전시장, 동서시장, 목련시장,
반야월종합시장, 방촌시장, 불로전통시장, 성동시장, 송라시장, 신암시장, 평화
시장, 효목시장, 효신시장, 경명시장, 관음시장, 구암시장, 대구능금시장, 대구청
과시장, 대성시장, 동대구시장, 동대구신시장, 복현전통신시장, 산격종합시장,
삼성시장, 서변중앙시장, 중앙시장, 칠곡시장, 칠성시장, 칠성원시장, 칠성진시
장, 팔달시장, 팔달신시장, 산업용재관, 섬유제품관, 전기재료관, 전기조명관,
전자관, 전자상가, 칠성본시장, 칠성전자주방시장, 대평리시장, 새길시장, 서구
시장, 서부시장, 신평리시장, 원고개시장, 원대신시장, 이현시장, 중리시장, 중평
시장, 수성현대시장, 신매시장, 청구시장, 태백시장, 황금시장, 교동시장, 남문시
장, 동산상가, 명품프라자상가, 방천시장, 번개시장, 서문시장2지구종합상가,
서문시장5지구, 서문시장건해산물상가, 서문시장제1지구직물시장, 서문시장제
1지구포목시장, 약령시장, 염매시장, 서문시장4지구종합대체상가(베네시움)

인천 45개

강화중앙시장(a동b동), 만수시장, 진흥종합시장, 강화터미널상가, 인천산업유통
사업협동조합, 계양산전통시장, 동부시장, 부평종합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연
수구옥련시장, 강화풍물시장, 계산시장, 작전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용현
시장, 인천남부종합시장, 인천용남시장, 제일시장, 토지금고시장, 학익시장, 간
석자유시장, 구월도매전통시장, 구월시장,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송림공구상가,
송현시장, 송현자유시장, 중앙시장, 현대시장, 부일종합시장, 부평깡시장, 부평
문화의거리, 십정종합시장, 가좌시장, 거북시장, 신거북시장, 인천강남시장, 인
천축산물시장, 정서진중앙시장, 연수송도역전시장, 신포시장, 신흥시장, 인천종
합어시장, 남동산업용품상가

광주 26개

1913송정역시장(송정역전매일시장), 비아5일시장, 송정5일시장, 송정매일시장,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하남시장, 훼미리스토아, 무등시장, 봉선시장, 남광주
시장, 남광주해뜨는시장, 대인시장, 산수시장, 동부시장, 두암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광주양동시장, 양동건어물시장, 양동경열로시장, 양동닭전길시장, 양
동복개상가, 양동산업용품시장, 양동수산전통시장, 화정동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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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근무지)

주소

대전 28개

태평전통시장, 법동시장, 송촌시장, 신탄진시장, 중리시장, 가양시장, 대전도매
시장, 대전상가시장, 신도시장, 신중앙시장, 용운시장, 인동시장, 자유도매시장,
전통중앙도매상가, 중앙도매시장, 중앙메가프라자, 중앙상가시장, 중앙종합시장,
정원시장,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송강시장, 문창전통시장, 부사전통시장, 산성
전통시장, 오류전통시장, 용두전통시장, 유천전통시장

울산 40개

신울산종합시장, 태화종합시장, (주)신정시장, (주)야음시장, 수암상가시장, 수암
종합시장, 신정상가시장, 신정평화시장, 야음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울산산업
공구월드, 남목전통시장, 대송농수산물시장, 동울산종합시장, 월봉시장, 호계공
설시장, 화봉시장, (화봉종합시장)곡천공설시장, 남창옹기종기시장, 덕신1차시
장, 덕신2차시장, 덕하시장(덕하공설시장)봉계공설시장, 언양공설시장, 언양종합
상가시장, 구역전시장, 구역전전통시장, 반구시장, 병영시장, 서동시장, 선우시
장, 성남프라자역전시장, 옥골시장, 우정시장, 울산시장, 중앙전통시장, 학성새
벽시장, 우정전통시장, 학성종합시장

수원시

경기
140개

시흥시

시흥삼미시장, 정왕시장

안산시

스타프라자전통시장, 신안코아, 신안프라자전통시장, 안산시시민시장, 월드프라자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죽산시장, 중앙시장

안양시

박달시장, 석수시장, 안양관양시장, 안양남부시장, 안양중앙인정시장, 안양호계
종합시장, 중앙시장, 중부농수산물시장, 호계시장

양평군

양수리전통시장(양평양수리시장), 양평물맑은시장, 용문천년시장

여주시

제일시장

연천군

전곡재래시장

오산시

오색시장

용인시

용인중앙시장, 죽전로데오상점가전통시장

의왕시

부곡도깨비시장

의정부시

강원
59개

구매탄시장, 구천동공구상가, 권선종합시장, 남문로데오시장, 남문패션1번가시
장, 매산시장, 못골종합시장, 미나리광시장, 북수원시장, 시민상가시장, 역전시
장, 연무시장, 영동시장, 장안문거북시장, 정자시장, 조원시장, 지동시장, 팔달문
시장, 화서시장

의정부시장,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이천시

관고전통시장, 사기막골도자기시장, 장호원전통시장

파주시

광탄시장, 금촌명동로시장, 금촌문화로시장, 금촌전통시장, 문산자유시장, 봉일
천시장, 적성전통시장

평택시

서정리시장, 송탄시장, 안중시장, 중앙시장, 통복시장

포천시

운천전통시장, 일동전통시장

하남시

덕풍전통시장, 신장전통시장

화성시

남양시장, 발안시장, 사강시장, 조암시장

강릉시

강릉동부시장, 강릉서부시장, 강릉성남시장, 주문진건어물시장, 주문진수산시장,
주문진종합시장, 중앙시장

고성군

간성시장, 거진시장

동해시

동쪽바다중앙시장, 동해남부재래시장, , 묵호시장, 북평민속시장

삼척시

도계전두시장, 도계중앙시장, 삼척번개시장, 삼척중앙시장

속초시

속초종합중앙시장, 속초중앙전통시장

양구군

양구중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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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근무지)

충북
60개

충남
57개

주소

양양군

양양전통시장

영월군

서부공설시장, 영월서부시장, 영월종합상가시장

원주시

문막시장,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원주중앙시장), 민속풍물시장, 북원상가시장,
원주남부시장, 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인제군

원통시장, 인제시장

정선군

고한구공탄시장(고한시장), 임계사통팔달시장, 정선사북시장, 정선아리랑시장

철원군

동송시장, 동송전통시장, 신철원시장, 와수시장

춘천시

제일종합시장, 춘천남부시장, 춘천동부시장, 춘천번개시장, 춘천서부시장, 춘천
중앙시장, 춘천풍물시장, 춘천후평시장

태백시

장성중앙시장, 황지자유시장

평창군

봉평전통시장(봉평시장), 진부전통시장, 평창대화시장, 평창올림픽시장(평창전통시장)

홍천군

홍천시장, 홍천중앙시장

화천군

화천재래시장

횡성군

횡성시장

청주시

가경터미널시장, 내덕자연시장, 내수전통시장, 복대가경시장, 복대시장, 북부시
장, 사직시장, 서문시장, 오창전통시장, 원마루시장, 육거리종합시장, 중앙시장,
직지시장, 청주두꺼비시장(구수곡시장), 청주사창시장

충주시

관아골상가, 농산물종합시장(중앙청과시장), 목행시장, 무학시장, 성서문 의거리
상점가, 성서시장, 엄정내창시장, 연수상가, 연원시장, 중앙어울림시장, 충주옹
달샘시장, 충주자유시장, 현대타운상가

진천군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진천중앙시장

괴산군

괴산전통시장, 목도재래시장, 연풍전통시장, 청천전통시장

단양군

단양구경시장(단양인정시장), 매포전통시장(매포재래시장), 상진전통시장(상진재
래시장), 영춘전통시장(영춘재래시장)

보은군

마로관기시장(관기재래시장), 보은전통시장, 보은종합시장, 삼승원남시장(원남재
래시장), 회인재래시장

영동군

영동전통시장, 영동중앙시장

옥천군

옥천공설시장, 옥천상가

음성군

감곡시장, 대소시장, 무극시장, 삼성시장, 음성시장

제천시

내토전통시장, 덕산면전통시장, 동문시장, 박달재전통시장, 제천약초시장, 제천
역전한마음시장, 제천중앙시장

증평군

증평장뜰재래시장

공주시

공주산성시장, 산성시장활성화구역, 유구시장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시장(금산인삼국제시장), 금산수삼센타, 금산시장, 금산약초시장,
금산인삼쇼핑센타, 금산인삼전통시장, 마전시장, 중부프라자

논산시

강경대흥시장, 강경젓갈시장, 연무안심시장, 연산전통시장, 화지중앙시장

당진시

당진전통시장, 합덕전통시장

보령시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동부시장, 보령중앙시장, 보령한내시장, 웅천시장, 현대
시장(현대상가시장)

부여군

부여 새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홍산시장

서산시

대산종합시장, 서산동부전통시장(동부시장), 해미시장, 해미종합시장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

아산시

둔포전통시장(둔포시장), 온양온천시장(온양전통시장)

예산군

고덕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삽교시장, 역전시장, 예산상설시장, 예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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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근무지)

전북
58개

전남
100개

주소

천안시

병천시장, 성정시장, 성환이화시장, 천안역전시장, 천안중앙시장(구 남산중앙시장)

청양군

정산시장, 청양전통시장

태안군

안면도수산시장(안면도장터), 태안서부재래시장, 태안특산물전통시장

홍성군

갈산정기시장, 광천전통시장, 홍성상설시장, 홍성전통시장

고창군

고창전통시장, 대산시장, 무장시장, 상하시장, 해리시장, 흥덕시장

군산시

군산공설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군산신영시장, 군산주공시장, 대야전통시장,
명산시장, 역전종합시장

김제시

금만시장, 김제전통시장, 역전시장, 원평공설시장(김제원평시장)

남원시

남원공설시장, 남원인월시장, 용남시장

무주군

무주시장(반딧불장터), 무풍시장(대덕산장터), 설천시장(삼도봉장터), 안성시장
(덕유산장터)

부안군

부안상설시장, 줄포시장, 동계시장, 복흥시장

순창군

순창시장

완주군

고산미소시장, 봉동시장, 삼례시장

익산시

매일시장, 북부시장, 서동시장, 익산 구시장, 익산금마시장, 익산남부시장, 익산
장(익산북부장), 중앙시장, 함열시장, 황등시장

임실군

강진시장, 관촌시장, 오수시장, 임실시장

장수군

산서시장, 장계시장, 장수시장

전주시

모래내시장(전주), 서부시장상점가(서부시장통합), 전주남부시장,
전주신중앙시장 (신중앙시장), 전주중앙상가

정읍시

샘고을시장, 신태인시장, 정읍연지시장(정읍제2시장)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강진군

강진읍시장, 마량5일시장, 병영5일시장

고흥군

고흥전통시장, 과역전통시장, 녹동전통시장, 도화전통시장, 동강전통시장

곡성군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석곡전통시장, 옥과5일시장

광양시

광양5일시장, 광양상설시장, 광영상설시장, 옥곡5일시장, 중마시장

구례군

구례5일시장, 구례상설시장, 지리산나들이장터

나주시

공산5일시장, 나주목사고을시장, 남평5일시장, 다시5일시장, 세지5일장, 영산포
풍물시장

담양군

담양시장, 창평전통시장

목포시

동부시장, 목포종합수산시장, 신중앙시장, 자유시장, 중앙먹통시장, 청호시장,
항동시장

무안군

망운전통시장, 무안전통시장, 일로전통시장

보성군

녹차골보성향토시장(보성읍5일시장), 벌교5일시장, 벌교매일시장, 보성매일시장,
복내5일시장, 예당5일시장, 조성5일시장

순천시

괴목시장, 순천시아랫장(순천아랫장), 승주시장, 역전시장, 웃장, 주암시장, 중앙시장

신안군

지도시장

여수시

(주)서시장, (주)여수수산시장, 교동시장, 덕양시장, 도깨비시장, 봉산시장, 쌍봉
시장, 여수서시장주변시장,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제일시장, 중앙선어시장, 중앙
시장, 진남시장, 해안로건어물상가시장

영광군

굴비골영광시장(구 영광매일시장), 영광고추특화시장, 영광터미널시장

영암군

구림5일시장, 시종5일시장, 신북5일시장, 영암5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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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근무지)

경북
143개

주소

완도군

노화읍5일시장, 완도읍5일시장, 완도중앙시장

장성군

사거리시장, 사창시장, 황룡시장

장흥군

대덕읍전통시장(대덕시장),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천관산관광시장, 회진시장

진도군

임회면십일시장, 진도상설시장, 진도읍조금시장

함평군

나산시장, 월야시장, 해보시장

해남군

남리5일시장, 북평면남창5일시장, 송지산정5일시장, 우수영5일시장, 좌일5일시
장, 해남매일시장, 해남읍5일시장

화순군

남면전통시장, 능주전통시장, 이양전통시장, 화순전통시장(화순읍전통시장)

경산시

경산공설시장, 자인공설시장, 하양공설시장

경주시

감포시장, 건천시장, 경주성동공설시장, 경주중심상가시장, 경주중앙시장, 북부
상가시장, 북정로중심상가시장, 불국사상가시장, 불국시장, 서면시장, 안강공설
시장, 양남시장, 양북시장, 외동시장, 2경주중심상가시장

고령군

고령대가야시장

구미시

구미공단종합시장, 구미산업유통단지, 구미새마을중앙시장, 구미종합상가, 구미
파크시장, 금오시장, 선산봉황시장, 신평전통시장, 인동시장, 장천시장, 제일시
장상가, 종합제일시장, 해평공설시장, 현대유통쇼핑센타, 형곡시장프라자, 형곡
중앙시장

군위군

군위전통시장, 의흥시장

김천시

평화시장, 황금시장

문경시

(유)문경시중앙시장, 가은아자개시장, 문경전통시장, 문경중앙시장, 점촌전통시
장(구 신흥시장)

봉화군

봉화상설시장, 봉화춘양시장(춘양시장)

상주시

상주중앙시장, 은척시장, 풍물시장, 함창시장, 화령시장

성주군

성주시장

안동시

구담공설시장, 북문시장, 안동구시장, 안동서부시장, 온혜공설시장, 옹천사설시장,
용상공설시장, 중앙신시장, 천지공설시장, 풍산공설시장

영덕군

강구시장, 남정시장, 영덕시장, 영해만세시장

양양군

양양시장

영주시

선비골전통시장, 신영주번개시장, 영주골목시장, 영주공설시장, 영주문화시장,
영주소백쇼핑몰, 영주종합시장, 영주중앙시장, 풍기인삼시장, 풍기중앙시장, 풍기
토종인삼시장, 후생시장

영천시

금호공설시장, 신녕공설시장, 영천공설시장

예천군

예천맛고을시장, 예천상설시장, 예천중앙시장, 용궁시장, 풍양시장

울진군

매화시장, 울진시장, 죽변시장, 척산시장, 평해시장, 후포시장, 흥부시장

의성군

금성시장, 다인정기시장, 단촌정기시장, 봉양시장, 안계공설시장
의성공설재래시장, 의성염매시장

청도군

동곡공설시장, 이서공설시장, 청도공설시장, 풍각공설시장

청송군

도평시장, 부남시장, 안덕시장, 진보시장, 청송시장, 화목시장

칠곡군

약목시장, 왜관시장

포항시

구룡포시장, 그린종합시장, 기계시장, 남부시장, 대해종합시장, 두호1시장, 상대
종합시장, 신광시장, 양학시장, 연일전통시장, 영남시장, 영일대북부시장, 오천
삼광시장, 오천시장, 용흥시장, 장량성도시장, 장량시장, 장성종합시장, 죽도농
산물시장, 죽도시장, 죽도어시장, 중앙상가, 중앙시장, 청하시장, 큰동해시장, 포
항운하송림시장, 한라종합시장, 해도5(형산)시장, 효자시장, 흥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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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근무지)

경남
157개

주소

거제시

거제고현시장, 신부시장, 옥수동새시장, 옥수시장, 옥포국제시장, 옥포중앙시장,
옥현상가, 장평종합시장, 한라프라자, 회원프라자

거창시

거창시장

고성군

고성공룡시장, 고성시장, 배둔시장, 영오시장

김해시

김해전통시장(김해동상시장), 삼방시장, 외동전통시장, 장유전통시장(장유중앙시
장), 진례전통시장, 진영전통시장

남해군

남면공설시장, 남해전통시장, 이동시장(이동공설시장)

밀양시

내일전통시장, 무안시장(무안임시시장), 밀양아리랑시장, 송백시장, 송지시장,
수산시장

사천시

곤양종합시장, 사천읍시장,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삼천포종합시장, 삼천포중앙시
장, 서포시장, 완사시장

산청군

단계시장, 단성시장, 덕산시장, 산청시장, 생초시장

양산시

덕계종합상설시장, 서창시장, 신평시장, 양산남부시장, 양산남부시장상가, 양산
북부시장

의령군

신반시장, 의령시장

진주시

금곡시장, 대곡시장, 동부종합상가, 문산시장, 서부시장, 이현종합상가, 일반성
상가(일반성시장), 자유시장, 진주동성상가, 진주장대시장, 진주중앙시장, 천전
시장, 평거한보하이타운

창녕군

남지시장, 영산시장, 이방정기시장, 창녕상설시장, 창녕시장

창원시

양곡종합상가, 마산역번개시장, 북마산중앙시장

창원시

서마산시장, 석전시장, 성원3차상가, 성원그랜드쇼핑상가, 소계시장, 소계옛길시
장, 소답시장, 신마산반월시장(반월시장), 신마산시장, 양덕중앙시장, 역전통합
시장, 웅천시장, 월영대시장, 유신종합상가, 정우새어시장, 중앙시장(창원중앙시
장), 지귀시장, 진동시장, 진동전통시장, 진해중부시장, 진해중앙시장, 창원기계
공구상가, 창원도계부부시장, 창원캔버라상가, 창원코아상가, 코오롱타운상가,
토월복합상가시장, 합성동상가, 합성옛길시장, 회성종합시장, 합성대로상가

통영시

북신전통시장, 서호전통시장, 통영중앙전통시장

하동군

계천공설시장(계천시장), 북천공설시장, 옥종공설시장, 진교공설시장, 하동공설
시장, 화개장터, 횡천공설시장(횡천시장)

함안군

가야상설시장(가야시장), 군복공설시장, 대산공설시장, 칠원공설시장

함양군

마천전통시장, 안의시장, 지리산함양시장, 함양토종약초시장

합천군

가야시장, 삼가시장, 야로시장, 초계시장, 합천시장

제주 23개

세종 4개

고성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도남시장, 동문시장, (주)보성시장, 세화
오일시장, 신산시장, 제주동문수산시장, 제주시동문공설시장, 제주시동문재래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시서문공설시장, 제주칠성로상점가(칠성로상점가), 중
앙로상점가, 한림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한림오일시장), 함덕오일시장, 화
북종합시장
세종대평시장, 부강전통시장,

세종전통시장,

전의왕의물시장

* 상기 시장은 참고사항이며, 기존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무자와 중복배치 등의 사유로 실
배치 시에는 인근 지역으로 배치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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