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추석 명절 전통시장별 세부 행사계획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
종로
(5)

광장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상 9.2.(월)~9.6.(금) 10:00~18:00
시장 내 제수용품 판매점포 20% 할인 행사

종로구 창경궁로 
88

명절문화체험 9.6.(금) 10:00~18:00
광장시장 서문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떡메치기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6.(금) 14:00~16:00
광장시장 서문 무대 방문 고객

경품추첨 9.6.(금) 10:00~18:00
광장시장 서문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소지고객

세종마을음식
문화거리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5.(목) 노래·장기자랑, 음식문화거리 홍보 
종로구 

자하문로1길 12

창신
전통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9.(월)~9.10.(화)
시장 내 제수용품 판매점포

20% 할인 행사

종로구 창신51길 
36-3(창신동)

명절문화체험
9.9.(월)~9.10.(화) 10:00~15:00
창신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차례상 차리기, 제기차기 등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9.(월) 14:00~16:00
창신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방문 고객

경품추첨
9.9.(월)~11(수) 11:00~16:00
창신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소지고객

종로광장
전통시장

명절문화체험 9.9.(월)~9.10.(화) 11:00~16:00
시장내 먹거리 네거리 전 부치는 체험 종로구 창경궁로 

88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9.(월)~9.10.(화) 11:00~16:00
시장 북2문 입구 공간 한복체험행사에 참여한 고객

통인시장

명절문화체험
9.9.(월)~9.11.(수) 13:00~16:00
고객만족센터 1층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던지기 등
종로구 자하문로 

15길 18
롤렛돌리기 행사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위생용품(물티슈)나눔행사 물품 구매한 외국인 대상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2
중구
(9)

남평화시장 명절행사 9.4.(수) 21:30
남평화상가 공영주차장 앞 무료 떡 나눔 행사(방문 고객)

중구 을지로 6가 
17

삼익패션타운

전 상품 할인행사 9.2.(월)~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전상품10%~30%할인(일부상품제외)

중구 
남대문시장8길 7

전통놀이 체험 9.4.(수)~9.5.(목) 12:00~16:00
삼익패션타운 2층 만남의광장 제기차기, 투호, 떡메치기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4.(수)~9.5.(목) 12:00~16:00
삼익패션타운 2층 만남의 광장

방문 고객

경품증정행사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숭례문수입상가 추석맞이 빅 통큰 세일 9.4.(수)~9.6.(금)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송편, 고무장갑 외 4종 세트 증정 중구 소월로 3

신중부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4.(수) 
시장 내 판매점포

10% ~ 20% 할인 중구 을지로30길 
29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4.(수) 10:00~16:00
신중부시장 내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신중앙시장

제수용품 할인 이벤트 8.28.(수)~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5~10% 할인

중구 퇴계로 
85길 36

사랑의 송편 나누어주기 9.5.(목) 15:00~16:00

시장 방문 고객과 상인 회원 대상
투호놀이 9.5.(목) 15:00~16:00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6.(금) 14:00~16:00 

수수께끼통 추첨 9.6.(금) 16:00~17:00

약수시장

할인행사 9.2.(월)~9.8.(일)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할인 행사

중구 다산로 
114-12

영수증 이벤트
(룰렛돌리기 행사)

9.8.(일) 13:00~16:00
시장 내 공간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추석명절 노래·장기자랑
9.8.(일) 13:00~16:00
시장 내  공터

시장 방문 고객(외국인 포함)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신평화 무료 떡 나눔 행사 9.4.(수) 21:00 신평화패션타운 방문 고객 중구 
청계천로298

인현시장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4.(수) 14:00~16:00

시장 입구 무대 시장 방문 고객 중구 퇴계로41길 
45제로페이결제데이행사 9.3.(화)~9.5.(목) 14:00~18:00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통일상가 무료 떡 나눔 행사 9.4.(수) 15:00, 21:30
새마을금고 앞 중앙통로 통일상가 방문 고객

중구 을지로 6가 
17

3
용산
(2)

용문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1.(수) 
용문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10~20% 할인

효장원로40길 
13일대

명절문화체험
9.5.(목)~9.6.(금) 14:00~16:00
용문시장 광장(부경농산 앞)

차례상차리기, 다트던지기, 제기차기, 
화살쏘기, 윷놀이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5.(목) 14:00~16:00
용문시장 광장(부경농산 앞)

시장 방문 고객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6.(금) 14:00~16:00
시장 광장(부경농산 앞)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후암시장

송편만들기
9.11.(수) 12:00~17:00
후암시장 뒷골목

인근초등학교·어린이집 대상(300명)/
사전신청

용산구 한강대로 
104길 77

어린이 장바구니 만들기 9.11.(수) 12:00~17:00
후암시장 문화공간

인근초등학교·어린이집 대상(50명)
/ 사전신청

페이스 페인팅 9.11.(수) 12:00~17:00
후암시장 뒷골목 시장 방문 고객

무료 사진서비스
9.11.(수) 12:00~17:00
후암시장 내

시장 방문 고객

시장에서 물건사고 
상품권 받자

9.9.(월)~9.11.(수) 12:00~17:00
후암시장 뒷골목 부스 앞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매일 100명 선축순 한정)

룰렛 돌리기 행사
9.9.(월)~9.11.(수) 12:00~17:00
후암시장 뒷골목 부스 앞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경품추첨
9.11.(수) 14:00~14:30
후암시장 뒷골목 부스 앞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중 응모권 접수자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4
성동
(9)

사)금남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 할인

성동구 독서당로 
303-7

(금호동3가 
326번지)

명절문화체험 9.4.(수)~9.11.(수) 11:00~18:00
금남시장 1번통로

송편빚기, 남·녀 팔씨름대회, 
토호놀이, 떡매치기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11.(수) 14:00~16:30
시장내 1번통로 시장 방문 고객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9.(월)~9.11.(수) 11:00~15:00
금남시장 1번통로(※소진시조기죵료)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9.(월)~9.11.(수) 14:00~18:00
금남시장 1번통로(※소진시조기죵료)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자체 할인행사
9.5.(목)~9.6.(금)
상점가 내 판매점포

상점가 물품 20%할인(자체할인)

성동구 무학로2길 
32

추석명절 이벤트행사

9.6.(금) 18:00~21:00
왕십리 코스모타워 옆 거리

송편나눠먹기(200인분), 투호,
제기차기, 송편전달하기 등

추석맞이 행운을 잡아라
스크레치 복권 게임
2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전자제품, 카드지갑, 손톱깎기 등 경품지급
2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소지 고객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5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뚝도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과일, 제수용품 20%할인

성동구 성수이로 
32-15

명절문화체험
9.6.(금) 14:00~18:00
뚝도 시장 내 주차장

차례상 체험, 송편 만들기, 제기차
기, 투호 등 민속놀이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6.(금) 14:00~16:00
뚝도시장 내 주차장

시장 방문 고객

윷놀이게임행사
9.6.(금) 14:00~16:00
뚝도시장 내 주차장

시장 방문 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4
성동
(9)

경품행사 9.2.(금) 14:00~18:00
번영회 사무실&뚝도시장 주차부스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뚝섬역상점가
상인회

명절문화체험 및 초청공연 9.6.(금) 13:00~14:30
상점가 쌍용상가 점포 옆 공간

민속놀이 경연(떡메치기, 윷놀이 등)
디제잉 및 어르신 공연

성동구 상원10길 
6 2층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6.(금) 14:30~16:00

상점가 쌍용상가 점포 옆 가설무대 시장 방문 고객(외국인 포함)

경품추첨 9.6.(금) 13:00~16:00
상점가 쌍용상가 점포 가설무대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마장축산물
시장

이벤트 사업
(온누리상품권)

9.9.(월)~9.11.(수) 10:00~17:00
마장축산물시장 고객센터 4층

10만원 이상 구매고객➪1만원상품권
20만원 이상 구매고객➪2만원상품권
(1인당 1회 최대2만원까지 증정)

무학봉상점가 민속놀이·장기자랑 등 9.7.((토) 14:00~17:00 왕십리2동 주민 및 상점가회원

용답푸르미
상가

명절문화체험
9.10.(화)~9.11.(수) 15:00~18:00
시장 새마을금고 사거리

민속놀이체험(제기차기, 윷놀이,투호)

성동구 
용답25라길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27.(금) 18:00~21:00
용답역 청계천 나들목

시장 방문 고객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10.(화)~9.11.(수) 15:00~19:00
시장 새마을금고 사거리

5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소지고객

한양대앞
상점가

민속놀이
(제기차기,윷놀이)

9.7.(토)
성동새마을금고 한양점 앞
※ 상품 소진시 조기 종료

구매 영수증 지참시 참여 가능
성동구 마조로 

1길 28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쇼핑캐리어증정행사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이상 결제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4
성동
(9)

행당시장
상점가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 할인

성동구 왕십리로 
319번지

명절문화체험 9.11.(수) 14:00~18:00
시장 서문 점포 옆 공간

차례상체험, 송편만들기, 제기차기, 
윷놀이, 떡메치기 등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11.(수) 14:00~16:00
시장 서문 옆 공간 시장 방문 고객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9.(월)~9.11.(수) 11:00~15:00
시장 서문 점포 옆 공간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 소진시 조기 종료

9.9.(월)~9.11.(수) 14:00~18:00
시장 서문 옆 공간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5
광진구

(6)

면곡골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1.(일)~9.11.(수)
면곡시장 모든 점포

제수용품 세일행사(10~15% 세일)
※ 일부품목제외

광진구 답십리로 
368

추석맞이 노래자랑
9.5.(목) 13:00~17:00
면곡시장 진로마트 앞 시장 방문 고객

송편빗기 9.5.(목) 14:30~16:00
면곡시장통로

시장 방문 고객

상품 및 경품추첨 9.5.(목) 13:00~17:00 이벤트 행사 진행

중곡제일전통
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9.(월)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 할인

광진구 
긴고랑로11길 14

명절문화체험 9.2.(월)~9.9.(월)
시장 서문 점포 옆 공간 제기차기, 윷놀이 등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 소진시 조기종료

9.2.(월)~9.9.(월)
시장 서문 점포 옆 공간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화양제일
골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4.(수)~9.6.(금)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 할인
(※ 일부품목제외)

광진구 
아차산로29길 59윷놀이, 제기차기 행사

9.6.(금) 
시장 내 행사장

토너먼트로 진행
(윷놀이-4명/1팀, 제기차기-2명/1팀)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4.(수)∼9.6.(금) 
시장 내 행사장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5
광진구

(6)

노룬산
골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6.(금)~9.11.(일)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 할인

광진구 
뚝섬로25길 6

추억의 뽑기행사
9.6.(금)~9.8.(일) 
시장 내 경희한의원 앞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영수증 제출시)

사은품 지급행사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영동교
골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3.(화)~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 할인

광진구 
동일로10길 30

룰렛 행사 9.3.(화) 13:00~16:00 영동교골목시장 이용쿠폰 나눔 행사

추석맞이경로잔치·노래자랑 9.3.(화) 12:00~16:00 시장 방문 모든 고객

송편 나눔행사
9.11.(수) 14:00~16:00
시장 내 경기슈퍼 앞 공간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 소진시 조기 종료)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3.(화)~9.11.(수) 14:00~17:00
시장 내 경기슈퍼 앞 공간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자양전통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 할인

광진구 
뚝섬로47길 49

추석맞이고객노래장기자랑 9.3.(화) 13:00~15:00
자양전통시장 삼거리

시장 방문 모든 고객
(1등/10만원,2등7만원/3등5만원/참가상/1만원)

경품추첨 9.3.(화) 13:00~15:00
자양전통시장 삼거리

시장 방문 모든 고객
자전거 2대
즉석쿠폰(10명/1만원, 20명/2만원)쿠폰추첨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3.(화) 9:00~18:00
자양전통시장 조합사무실

선착순 200명 증정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6
동대
문구
(11개)

경동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7.(토)

경동시장 내 판매 점포 농산, 수산, 축산, 건어물 등 10~30%
동대문구 

고산자로36길 3
미역 사은 행사 9.2.(월)~9.7.(토)

경동시장 신관 앞
2만원 이상 구매고객,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증정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6
동대
문구
(11개)

답십리시장

할인행사 9.5.(목)~9.7.(토)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 할인

동대문구 
답십리로길 4-1명절문화행사 9.5.(목)~9.7.(토) 14:00~18:00

시장 남문 상인회 옆 공간
송편만들기
민속놀이(비석치기, 제기차기 등)

경품추첨 9.7.(토) 16:00~18:00
시장 중앙 동아축산 점포 옆 공간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답십리
현대
시장

영광굴비할인행사 9.5.(목)~9.6.(금)
시장 내 판매 점포 영광굴비 30% 할인 판매

동대문구 
전농로4길 38

고객사은행사 9.5.(목)~9.6.(금) 11:00~
시장 내 매일유통 앞

시장우수고객(점포 쿠폰 지참)
온누리상품권, 롤휴지, 라면 등 증정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시방 방문고객
(점포 쿠폰 소지고객)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5.(목)~9.8.(일) 11:00~
시장 내 일번지곱창 앞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약령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4.(수)~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선물용 건강식품, 한약 제수용품 
10~20% 할인 행사

동대문구 
약령중앙로26

한방체험 9.7.(토)14:00~16:00
약령시장 중앙로거리 쌍화탕만들기 체험 등

풍물단 공연 9.7.(토) 한가위 풍년과 건강기원 풍물공연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7.(토) 13:00~16:00
약령시장 중앙로거리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전농로터리
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5.(목)~9.14.(토)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 할인

동대문구 전농로 
15길 7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5.(목) 14:00~18:00
전농로터리시장 내 서울상회 앞

5만원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시장안내도제작홍보 9.5.(목) 재래시장의 골목길점포 찾기 안내홍보

2020년 달력증정 행사 9.5.(목) 
시장 내 서울상회 앞

2020년 미리 보는 달력증정 행사
(100부 증정)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6
동대
문구
(11개)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홍보행사 9.9.(월) 11:00~14:00 각설이 행사 진행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22경품행사 9.9.(월) 11:00~소진시까지

예산상회 앞 경품권 당일 지급

청량종합
도매시장

추석선물세트할인행사 9.1.(일)~9.12.(목) 추석선물세트 30%~50% 할인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30-7선물증정행사 9.1.(일)~9.12.(목) 전통시장 방문 고객(각상회별선정후지급)

청량리
전통시장

문화행사
9.5.(목)

즉석노래자랑 및 장기자랑(경품지급)
동대문구 

홍릉로1가길
세일행사 각 점포 한 품목씩 선정➪할인
경품행사 일정금액이상구매고객➪경품추첨권 지급

청량리
종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9.(목)~9.10.(수)
시장상인회 판매 점포 과일, 야채, 제수용품 10% 할인

동대문구 
홍릉로1길 68-3

이벤트 행사(노래·장기자랑)
8.29.(목) 10:00~13:00
1번아치 전방100m 공용주차장(정민청과 앞)

시장방문고객
우수상-10만원상당과일/인기상-5만원상당과일)

경품추첨 8.29.(목) 10:00~13:00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시장홍보(시장장바구니 지급) 8.29.(목)~9.10.(수)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지급

청량리
청과물시장

제수용품 및 우수상품 
할인행사

8.28.(수)~8.30.(금)
시장내 각 판매점포

제수용품 과일 일체 10%~20%할인
동대문구 왕산로 

33길 6경품추첨 및 이벤트행사 8.28.(수) 11:00~13:00
1,2번 아케이트 통로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사용자 경품추첨권 배부

민속놀이(제기차기) 제기차기 7회이상시 경품 지급

서울풍물시장

명절문화체험 9.7.(토) 서울풍물시장 전통문화 체험관 연 만들기, 탈 만들기

동대문구 
천호래도 4길 21

추석맞이 노래자랑 9.7.(토) 14:00~16:00
시장 야외공연장 무대

최우수상20만원, 우수상10만원(2명), 
인기상5만원, 참가상(시장상품권증정)

수박 빨리 먹기 대회 9.7.(토) 10:00
시장 2층 내부무대 앞

12인 토너먼트 대회
(상인:방문객=5:5)

장바구니 증정행사
9.7.(토) 10:00~
시장 정문 보안데스크 앞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7
중랑구

(6)

동원전통
종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1.(수)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5%~15%할인

중랑구 
상봉로11길 27-3

명절문화체험 9.2.(월)~9.11.(수) 13:00~17:00
시장 내 중앙

송편만들기,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식혜 빠리 마시기 등

추석맞이 문화체험 9.2.(월)~9.3.(화)
시장 내 중앙

시장 방문 모든 고객
1~3등 온누리 상품권 증정

경품추첨 및 롤렐돌리기 행사 9.2.(월)~9.3.(화) 13:00~17:00
시장 내 중앙

1만원 온누리상품권 증정
약과, 라면 식용유 등

우림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1.(월)~9.12.(목)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할인

중랑구 
망우로62길 52-4

명절문화체험 9.4.(수)~9.11.(수) 14:00~18:00
시장1구역 삼응수산 및 3구역 D.C마트 앞

송편만들기, 팔씨름대회, 제기차기 등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1.(일) 15:00~
시장 1구역 동온정육점 앞

시장 방문 고객
1~3등 온누리 상품권 증정

경품추첨
(롤렛돌리기 행사)

9.2.(월)~9.10.(화) 11:00~15:00
시장1구역 왕십리곱창 앞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2.(월)~9.11.(수) 14:00~18:00
우림시장 조합사무실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면목골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30% 할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84

경품추첨 8.29.(수)~8.30.(금) 10:30~17:00
시장 조합 사무실 내 소비자 휴게실 물품 구매 후 추첨권 받은 소비자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2.(월)~9.6.(금) 13:00~17:00
시장 조합사무실 내 소비자휴게실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동부골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할인 중랑구 중랑천로 
10길 61

명절문화체험
9.6.(금)~9.7.(토) 13:00~18:00
시장 내 2블럭, 4블럭

차례상체험-송편빚기, 과일깎기
민속놀이-투호던지기, 제기차기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7
중랑
(6)

설맞이 노래·장기자랑 9.6.(금)~9.7.(토) 13:00~18:00
시장 내 2블럭, 4블럭

시장 방문 모든 고객
품바공연, 장기자랑, 버블 마술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6.(금) 13:00~18:00
2블럭, 4블럭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사가정시장

노래자랑

9.4.(수)
시장 내 텃밭마트 앞

1~3등, 참가상 상품 지급
시장 방문 고객

중랑구 면목로 
44길 16

장기자랑 1~3등 상품 지급
전통시장 방문 고객 대상경품추첨행사

가수 및 사회자 초청행사 가수 초청 행사

동원전통시장
상점가

행운의 룰렛경품 행사
9.9.(월)~9.11.(수) 14:00~17:00
시장 내 밥도둑간장게장 옆 골목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중랑구 면목로78 
67

추석명절동원노래자랑 9.5.(목) 13:00~17:00
동원전통시장 앞 면목역 공원

참여 고객 참여상품 지급
시장 방문 모든 고객

신명나는 품바 공연
9.5.(목) 13:00~17:00
동원전통시장 앞 면목역 공원 고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객

누가누가잘하나팔씨름대회 9.5.(목) 13:00~17:00
동원전통시장 앞 면목역 공원

참여 고객 참여 상품 지급
시장 방문 모든 고객

8
성북
(6)

돈암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7.(토)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20% 할인

성북구 동소문로 
18길 18

명절민속놀이
9.6.(금) 9:00~17:00
시장내 사거리광장

룰렛게임

경품증정
9.3.(화)~9.7.(토) 09:00~18:00
고객지원센터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3.(화)~9.7.(금) 09:00~18:00
고객지원센터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결제 고객
온누리모바일상품권 결제 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8
성북
(6)

정릉아리랑
시장

10% 할인행사 9.2.(월)~9.7.(토)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등 10%할인

성북구 정릉로 
26가길 32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2.(월)~9.7.(토)
시장 내 소현화장품 앞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경품증정 9.2.(월)~9.7.(토) 
시장 내 소현화장품 앞

2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즉석경품교환권 증정

정릉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5.(목)~9.7.(토)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20%할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18-19

경품교환행사
9.5.(목)~9.6.(금)
시장 내 다리 위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 온누리상품권 교환행사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7.(토) 11:00~18:00
시장 다리 위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투호놀이
9.7.(토) 13:00~15:00
시장 내 데크 위

1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투호2개이상 성공시 상품교환

길음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7.(토)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할인 성북구 동소문로 
227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5.(목) 10:00~18:00
시장 중앙통로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돌곶이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6.(금)~9.11.(수)
시장 내 제수용품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건어물 20% 할인

성북구 
한천로73길 33

명절문화체험 9.6.(금) 15:00~16:00
시장 내 행사장소 떡메치기

경품추첨행사 9.6.(금) 14:00~16:00
시장 내 행사장소

1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 추첨권증정

노래·장기자랑 및 가수초청공연
참가상(온누리상품권1만원)
시장 방문 모든 고객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9.(월)~9.10.(화) 14:00~18:00
시장 내 행사장소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8
성북
(6)

장위전통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1.(일)~9.7.(토)
시장 내 행사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10~20% 할인

성북구 장위로 
38길 46-1이벤트 행사 9.4.(수)~9.7.(토) 11:00~

시장내 은혜떡집 점포 앞 공간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5천원 온누리상품권 증정
(4일간 매일65명 소진시까지)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9
강북
(4)

강북종합
전통시장

추석맞이 노래자랑 9.1.(일) 15:00~17:00
시장 내 놀이터무대

8.17.(토)예선심사->10명내외 본선진출
1~3등, 참가상(온누리상품권 증정)

강북구 한천로 
144길 12(수유동)

제수용품 할인행사 9.1.(일)~9.12.(목)
시장 내 판매 점포 과일, 축산물, 제수용품 할인판매

명절문화체험 9.8.(일) 13:00~15:00
시장 내 놀이터 공간 송편빚기

경품추첨(캐리어) 9.1.(일)~9.12.(목) 11:00~14:00
상인회사무실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1만원 이상 결제 고객

수유재래시장

전통차, 팝콘 나눔행사
9.4.(수)~9.6.(금)
4일 동1문입구, 5일 강북수산 앞, 
6일 대진청과 앞

팝콘, 전통차 나눔 행사

강북구 
도봉로71길 26, 

2층

제수용품 할인행사 9.4.(수)~9.6.(금)
시장 내 판매점포 각 점포별 할인행사 

제로페이 사용 이벤트
9.4.(수)~9.6.(금)
상인회 사무실

제로페이 결제 고객
->소정의 홍보물품 증정

단골 고객 감사이벤트 구매영수증 3장 이상(총5만원 이상) 
-> 홍보물품 증정 행사

수유전통시장

경품대잔치 9.1.(일)~9.4.(수) 5천원이상 구매고객->경품추첨

강북구 
도봉로67길 18이벤트 9.2.(월)~9.4.(수)

무료체험프로그램(점토,바느질,목공공예)
-> 체험 후 가져감
투호던지기(2,4일) 4발 중 2발 성공고객
-> 온누리상품권(5천원) 증정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9
강북
(4)

수유시장

경품대잔치

9.1.(일)~9.4.(수)

5천이상 구매고객 -> 경품응모권증정
-> 추첨->온누리상품권 2만원 증정

강북구 
도봉로67길 18먹거리무료체험 및 시식 시장 방문고객 먹거리무료시식 및 체험

(가래떡, 뻥튀기, 호박엿/떡메치기)

고객참여 이벤트행사 고객참여3종(제기차기/투호/윷놀이)
-> 온누리 상품권 증정

10
도봉
(3)

방학동도깨비
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7.(토)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 할인

도봉구 도당로 
85-7

명절문화체험
9.3.(화)~9.5.(목) 14:00~16:00
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차례상체험(송편, 다식만들기)
민속놀이(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등)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5.(목) 14:00~16:00
시장4문 공용주차장 옆 공터

시장 방문 모든 고객
최우수상/우수상/인기상/참가상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3.(화)~9.5.(목) 11:00~17:00
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창동골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1.(일)~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제수용품, 축산물, 과일등10~30%할인
도봉구 

덕릉로58길 16
(창동)

경품행사(제기차기/윷놀이) 9.6.(금) 14:00~16:00
시장 행사장

제기차기 성공여부에 따라 경품증정
윷놀이 게임 통해 경품 증정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선착순 증정)

9.6.(금)~9.7.(토) 10:00~17:00
창동골목시장 행사장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창동신창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6.(금)
시장 내 전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외 20%할인

도봉구 덕릉로 
57길 17

명절문화체험 9.6.(금) 14:00~17:00
폰스토리 앞 공간 송편만들기 체험

추석맞이 거리음악회 9.6.(금)~9.7.(토) 14:00~17:00
톤스토리 앞 공간 7080 가요 및 각설이 공연

경품행사
9.6.(금) 14:00~17:00
상인회사무실 입구

키친타올 증정행사(물건구입고객)
쇼핑캐리어 지급(5만원이상 구입
고객 및 제로페이 5천원 결제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1
노원
(2)

공릉동
도깨비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1.(수) 농산물,축산물,과일,수산물등 10~30%할인 노원구 
동일로180길 53경품행사 9.4.(수)~9.7.(토) 11:00~17:00

도깨비시장 상인회 사무실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5천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4일간 선착순100명

상계중앙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5.(목)~9.12.(목)
시장 내 제수용품 판매점포 정육, 과일, 수산물, 제수용품 10~20%할인

노원구 
상계로23가길 24

시장홍보용 앞치마 배부 9.2.(월)~9.6.(금)
시장 내 특설 무대

행사 참여 점포당 시장 홍보용 
앞치마 1개 지급

경품 증정 행사
9.9.(월)~9.11.(수) 11:00~15:00
상인회 사무실

당일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 5천원 온누리상품권 지급(300명) 

12
은평
(8)

대림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10.(화)
시장 내 판매 점포 제수용품 10% 할인

은평구 
응암로4길 20

경품추첨 9.10.(화) 15:00
시장 내 공동수도 주변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소지고객
-> 1만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55명)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9.(월)~9.11.(수) 14:00~18:00
시장 고객지원센터

2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응암오거리
상점가

우리명절 우리 술!
전통주 안주페어링 컨테스트

9.9.(월) 18:00~20:00
회전교차로 삼거리포차 인근

전통주2종제시->점포별 안주개발 
및 플레이팅->내방고객들의 시식 
및 평가->1~3위 점포선정 및 포상

은평구 
응암로6-15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6.(금)~9.8.(일) 18:00~20:00

회전교차로 삼거리포차 인근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증정(100명)
제수용품교환권증정(떡국떡50명, 약과50명)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연신내상점가

명절문화체험

9.2.(월)~9.11.(수)
차 없는 거리 신협 앞

민속놀이(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한복체험 및 차례상차릭, 사진콘테스트

은평구 연서로 
11-12

경품추첨행사 2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5천원~1만원 상담 경품 증정)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2
은평
(8)

제일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5.(목)
시장 내 판매점포 야채, 과일, 제수용품 등 20% 할인

은평구 통이로 
731

명절문화체험 9.2.(월)~9.5.(목) 14:00~18:00
시장 ○○점포 옆 공간

민속놀이(제기차기, 윷놀이, 뺑뺑이돌리기)
경품이벤트(1등/3만원, 2등/2만원, 3등/1만원)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2.(월)~9.5.(목) 11:00~15:00
불광남성토탈패션 점포 옆 공간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장바구니 증정 행사 9.2.(월)~9.5.(목) 14:00~18:00
시장 ○○ 점포 옆 공간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온누리상품권3만원이상 구매고객

대림골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8.(일)~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과일, 야채, 농축수산물, 건어물 등 
제수용품 10~20% 할인

은평구 응암로4길 
27-1

명절문화체험 9.8.(일)~9.11.(수)
농협주차장 옆 공간

민속놀이(송편만들기, 제기차기, 윷
놀이, 다트던지기, 사물놀이 등)

추석맞이한마음경진대회 9.8.(일)~9.11.(수) 14:00~16:00
농협주차장 옆 골목

누가 길게, 예쁘게 만드냐?(떡가
래 늘리기), 한가위 퀴즈 등

경품추첨 9.8.(일)~9.11.(수) 12:00~16:00
농협주차장 옆 공간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5천원 온누리상품권 지급(80명)
-제수용품 교환권 지급(80명)

대조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3.(금)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할인

은평구 불광로 8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6.(금) 14:00~16:00

대조시장 보령수산 앞 
시장 방문 모든 고객
최우수상/우수상/인기상/참가상 증정

경품행사 9.5.(목)~9.6.(금) 11:00~17:00
대조시장 보령수상 앞 행사장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또는 시장상품권 10장 소지고객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9.(월)~9.11.(수) 14:00~18:00
대조시장 보령수산 앞 행사장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증산종합시장

경품추첨행사 9.9.(월)~9.11.(수)
상인회 사무실

1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 당첨 : 5천원 온누리상품권 증정

은평구 증산로3길
12명절문화체험 9.7.(토) 14:00~18:00

증산시장 관내 행사장
민속놀이(투호, 왕제기차기, 윷놀이)
각 게임 우승/준우숭자 선물 증정

고객사은행사 9.16.(월) 상인회 사무실 5인이상가족사진찍고제출->손젤이용권증
정(3만원상당)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2
은평
(8)

연서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5.(목)~9.10.(화)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20%할인

은평구 통일로 
850

명절문화체험 9.5.(목)~ 14:00~17:00
시장내 고객센터 앞

민속놀이(제기차기, 윷놀이)
시장방문고객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5.(목)~9.7.(토) 13:00~18:00
시장내 고객센터 앞

2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온누리상품권지급(1만원/20명, 5천원/100명)
제수용품 교환권 : 북어포(50명),약과(30명)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5.(목)~9.10.(화) 14:00~18:00 제로페이 3천원 이상 결제 고객

13
서대문

(4)

영천시장

명절특가행사 9.2.(월)~9.11.(수)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20%할인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7

경품추첨
(룰렐돌리기 행사) 9.2.(월)~9.11.(수) 11:00~16:00

고루고루 쉼터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유진상가

제수용품 할인행사
9.6.(금)~9.10.(화)
유진상가내 제수용품 상점

과일, 건어물 등 20% 할인
서대문구 통일로 

484
온누리상품권 증정
※소진시 조기 종료 9.6.(금)~9.10.(화)

상인회 사무실

5만원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홍보용 수건 지급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선착순 지급

인왕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5.(목)~9.7.(토)
시장 내 판매점포

제수용품, 과일 채소, 축산물 
10~20%할인

서대문구 
인왕시장길18

고객감사 노래자랑
9.7.(토) 14:00~16:00
시장 내 해마루 닭 상회 앞

시장 방문 고객
시장상품권 또는 경품 지급

인왕시장 상품권 및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5.(목)~9.7.(토) 14:00~16:00

시장 내 보은상회 앞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 소진시 조기 종료

무료 먹거리 행사 무료 먹거리 행사 
※ 소진시 조기 종료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3
서대문

(4)
포방터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할인

서대문구 
포방터길 43

명절문화체험 9.7.(토) 12:00~18:00
포방터시장 체험장소

민속놀이(제기차기, 투호, 떡메치기 등)
각 상위자 시장물품 지급(10만/5만)

경품지급 8.28.(수)~9.7.(토) 
포방터시장 상인회사무실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 1만원온누리상품권증정(선착순100명)

토요일&포방터행사활용 9.7.(토) 명절물품 할인행사 및 먹거리 행사 진행

14
마포
(4)

망원동월드컵
시장

특가판매 9.2.(월)~9.6.(금)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

농, 수, 축산물, 기타 공산품 
10~20% 할인

마포구 
월드컵로25길 35

명절문화체험 9.3.(화) 11:00~
월드컵시장 내

어린이 송편빚기
(어린이집 원생 20여명)

경품추첨 9.6.(금) 13:00~ ※소진시 조기종료
월드컵 시장 내 1만원 이상 구매고객 추첨권 증정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 소진시 조기종료

9.2.(월)~9.6.(금) 13:00~
월드컵시장 내 고객센터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망원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6.(금)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떡, 제수용품 10~20%
할인

마포구 포은로 
6길 27

이벤트 행사 9.6.(금) 14:00~16:00
베송센터 앞

민속놀이(에어블게임기로 경품추첨)
경품 : 송편, 김, 한과 등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2.(월)~ 11:00~17:00
상인회 사무실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경품추첨행사
9.9.(월) 14:00
베송센터 앞

행사기간 추첨권을 추첨한에 넣은 
고객-> 추첨-> 경품지급

아현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1.(수)
아현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수산물 일체, 떡 등 
10~30%할인

마포구 
마포대로21길 60

명절문화체험

9.10.(화) 14:00~18:00

윷놀이 제기차기, 송편만들기, 명
절무료맛거리 행사 등

경품추첨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온누리상품권 5천원 지급(100명)
제수용품 지급(30명)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4
마포
(4)

용강동상점가

경품추첨행사 9.10.(화)~9.11.(수) 12:30~14:00
상인회 사무실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1일50명 한정(2일간 100명 지급)

마포구 마포대로 
1길 9

명절문화체험 9.7.(토) 14:00~18:00
상점가 내 M펠리스 광장

투호, 팽이치기, 비석치기 등
각 게임 1~3등 상품지급
참여자-온누리상품권 5천원 지급

15
양천
(4)

경창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5~30%
할인

양천구 오목로9길 
31

민속놀이 체험 9.3.(화) 13:00~15:00
시장 내 행사장

룰렛게임, 투호놀이
선택된 상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3.(화) 15:00~17:30
시장 내 행사장

경창시장쿠폰 소지 고객(외국인포함)
최우수상/우수상/인기상/참가상 증정

경품추첨 경창시장쿠폰 추첨
1등/2등/행운상 추첨

단골고객우대행사
8.30.(금) 10:00~
시장 내 행사장

경창시장쿠폰 소지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급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3.(화) 10:00~ ※소진시 조기 종료
시장 내 행사장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목동깨비시장

추석맞이 문화예술공연 
및 노래·장기자랑

9.7.(토) 14:00~17:00
시장 내 농협 앞 무대

유명가수초청공연
우수한 참가자 경품 지급

양천구 
목동중앙북로6길 

5

경품행사
(복주머니뽑기)

9.7.(토) 15:00~
목동깨비시장 쿠폰30매 소지 고객 
-> 복주머니뽑기 기회제공(80명 한정)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소진시 조기 종료

9.9.(월)~9.12.(목) 10:00~18:00
고객지원센터 2층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명절문화체험 9.7.(토) 13:00~16:00
차례상체험, 송편만들기
민속놀이(제기차기, 투호)-경품증정

제수용품 할인행사
9.7.(토)~9.12.(목)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30%
할인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5
양천
(4)

신영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6.(금)~9.8.(일)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할인

양천구 
월정로161-5

명절문화체험
9.6.(금)~9.8.(일) 14:00~18:00
신영시장 중앙통로

민속놀이-주사위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윷놀이

장바구니 캠페인
(룰렛돌리기)

물품구매 영수증 지참고객
(상품권&장바구니 증정)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6.(금)~9.8.(일) 14:00~16:00
신영시장 중앙통로

시장방문모든고객(외국인 포함)
최우수상/우수상/인기상/참가상 증정

목사랑시장

추석맞이 무대공연
9.7.(토) 13:00~16:00
새마을금고 앞 무대

시장 방문 고객
태권도 품새공연(협찬), 오케스트라공연
(협찬), 팔씨름,발씨름 등 각종 게임

목동중앙남로7길 
8

명절문화체험
9.7.(토) 14:00~17:00
서울청과사거리

인절미 만들기 체험 및 나눔행사
떡메치기

경품추첨
9.7.(토) 17:00~18:00
새마을금고 앞 무대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9.5.~9.7. 영수증) 또는 제로페이 
3만원 이상 결제시 -> 추가경품
지급(선착순10명)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7.(토) 12:00~ ※소진시 조기 종료

스카이마트 옆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9.5.~9.7. 영수증에 한함)

16
강서
(6)

까치산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1.(일)~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 할인

강서구 
강서로12길 14

명절문화체험 9.5.(목) 14:00~17:00
시장 입구 고객주차장

민속놀이, 투호놀이 체험
문화공연, 경품추첨, 장기자랑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5.(목) 15:00~16:00
시장입구 고객주차장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포함)
상품권 1만원 10명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5.(목) 14:00~17:00
시장입구 고객주차장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6
강서
(6)

남부골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 할인

강서구 등촌로5길 
62-4

명절문화체험
제기차기(남)

9.6.(금) 14:00~14:30
시장 내 고객만족센터 앞

제기차기, 떡메치기 체험
경품지급

추석맞이 문화공연 9.6.(금) 15:00~17:00
시장 내 고객만족센터 앞

코미디, 7080 기타공연 외 다수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 포함)

경품 증정
(롤렛돌리기)

9.6.(금) 14:30~15:00
시장 내 고객만족센터 앞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소지 고객
-온누리상품권증정(1만원권/15명)
-룰렛돌리기(5천원권/25명)

방신전통시장

경품증정
(공동쿠폰 사은행사) 9.2.(월)~9.3.(화) 13:00~16:00

시장 중앙 상인회 사무실 밑

시장 방문 고객
-온누리상품권 증정(70명)
-공동쿠폰(5,000원/25매, 10,000원/50매) 
상품권 교환

강서구 방화동로 
16길 31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소진시 조기 종료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전통민속행사
9.2.(월)~9.3.(화) 13:00~15:00
시장 중앙 상인회 사무실 밑

민속놀이(제기차기, 투호)
- 우승자 : 온누리상품권 증정(6명)

전통풍물놀이
9.2.(월)~9.3.(화) 13:00~15:00
시장 일대

추석맞이 풍물놀이 시장순회 공연
(상인대학 풍물놀이패)

화곡중앙
골목시장

명절문화체험
8.29.(목)~8.30.(금) 13:00~18:00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앞

송편만들기 체험 행사
(신청 어린이집 및 현장 신청 어르신(선착순))

강서구 
월정로30길 66

경품추첨
(즉석복권 행사)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 1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150명)

나눔행사 8.29.(목)~8.30.(금) 14:00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센터 앞

주민센터 선정 틈새가구 20가구
- 희망쌀 10㎏/참기름·들기름 세트 증정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8.29.(목)~8.30.(금) 11:00~18:00
화곡중앙골목시장 내 영광슈퍼 앞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6
강서
(6)

화곡본동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제수용품 할인행사 참여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30% 
할인 판매

강서구 화곡로 
32길 18

명절문화체험 9.2.(월) 13:00~17:00
시장 중앙 광장

떡메치기&인절미나눔(50명)
윷놀이&티슈(30명)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2.(월) 13:00~17:00
시장동문 동굴갈비 주차장

시장 방문 고객(외국인 포함)
최우수상(1명)/우수상(2명)/인기상(3명)/
참가상(전원)

경품추첨
(행운의 룰렛)

9.2.(월) 13:00~17:00
시장 중앙 광장

행사당일 3만원 이상 구매고객
온누리상품권(150명)/송편(50명)/한과(30명)

송화벽화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1.(월)~9.12.(목)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 할인행사

강서구 강서로 
263-29

명절문화체험
9.3.(화) 14:00~17:00
시장 북문 입구

송편만들기, 제기차기, 윷놀이

노래·장기자랑
시장 방문 고객(외국인 포함)
최우수상/우수상/인기상/참가상
-온누리상품권 증정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3.(화) 14:00~17:00
시장 북문 입구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17
구로
(5)

남구로시장

추석맞이 고객노래자랑
9.5.(목) 11:00~
동문광장

시장방문고객 선착순
1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30명)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54

추석맞이 장기자랑 9.5.(목) 12:00~13:00
동문광장

시장 방문 고객(외국인 포함)
온누리상품권 및 시장상품 지급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5.(목) 13:00~15:00
동문광장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1만원 이상 결제 고객

시장상인 경품추첨
9.5.(목) 15:30~16:00
동문광장

상인회원대상
온누리상품권 지급
(3만/6명, 4만/8명, 5만/6명, 10만/2명)

남구로시장 할인행사
9.5.(목)~9.12.(목)
남구로시장 내

농수산물, 제수용품 등 다양한 할
인행사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7
구로
(5)

가리봉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31.(금)~9.9.(월)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20% 할인

구로구 우마3길 
19(가리봉동)

명절문화체험 9.6.(금)~9.8.(일) 13:00~17:00
시장 내 나주상회 점포 앞 공간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민속놀이(제기차기/윷놀이/투호)
- 5천원 온누리상품권 지급(100명)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6.(금)~9.8.(일) 11:00~17:00

시장 내 나주상회 점포 앞 공간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1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150명)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소진시 조기 종료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고척근린시장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8.(일) 16:00~17:00
고척근린시장 서문 개봉제일교회 앞 마당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 포함)
1~5등까지 상품증정(자전거)

구로구 
고척로32길경품추첨 9.6.(금)~9.8.(일) 17:00

고척근린시장 서문 개봉제일교회 앞 마당
3천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온누리상품권 증정(200명)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6.(금)~9.8.(일) 14:00~18:00
고척근린시장 서문 개봉제일교회 앞 마당

1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제로페이 1만원 이상 결제 고객

고척골목시장
상점가

제수용품 할인행사
9.7.(토)~9.12.(목)
시장 내 판매점포

생선, 과일, 정육, 제수용품 
10~30% 할인

구로구 중앙로 
10길 8

명절문화체험
9.8.(일) 12:00~16:00
시장 내 주차장

제기차기, 윷놀이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7.(토)~9.12.(목) 
시장 내 주차장

2만원 이상 구매고객 -> 경품권 증정 
-> 1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100명)

구로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제수용품 20% 할인

구로구 구로동로 
26길 54

명절문화체험 9.7.(토) 13:00~16:00
시장 중앙홀(신호떡집 앞)

송편만들기, 제기차기, 떡메치기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 포함)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9.(월)~9.11.(수) 10:00~17:00
시장 상인회 앞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온누리상품권(1만원/100명),송편(50명),약과(30명)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3.(화)~9.10.(화) 14:00~17:00
시장 서문 ○○점포 옆 공간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8
금천
(6)

남문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2.(목) 
시장 내 참여 점포

과일, 축산물 제수용품 20%할인
9.4.(수) ‘수요세이즈데이’ 30~40% 
세일 매대 운영

금천구 시흥대로 
144길 17

명절문화체험 9.3.(화) 14:30~15:00
시장 내 통로(3곳)

송편만들기, 인절미&떡메치기, 
송편나눔 행사

추석맞이 노래자랑&
민속게임

9.4.(수) 13:00~16:00
시장 내 통로 시장 방문 고객

경품행사
(스크래치 복권)

9.3.(화) 12:00~ 소진시까지
남문시장 조합사무실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당첨(1만원/50명), 꽝(삼색행주1장/100명)

현대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농수축산물, 과일 건어물 등 제수용품 
10~30% 할인

금천구 독산로 
27길 52

명절문화체험

9.4.(수) 
시장 내 새재미공원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던지기, 풍물공연
노래·장기자랑

시장 방문 고객(외국인 포함)
송편빚기행사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소진시까지)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대명여울빛
거리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할인
음식점은 천원 할인

금천구 시흥대로 
52길 62

명절문화체험 9.4.(수)
대명여울빙거리시장 4거리 제기차기, 윷놀이 

이벤트공연 9.4.(수) 14:00~17:00
대명여울빛거리시장 4거리

걸그룹공연, 풍물놀이 공연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 포함)

경품행사 8.28.(수)~9.11.(수)
대명여울빛거리 4거리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 섬유유연제 지급(100명)

맛나는 거리
상점가

경품행사 9.5.(목)~9.7.(토) 19:00~
1구역 코사마트 맞은편, 3구역 LG전자 뒤

3만원 이상 영수증 지참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고객
※ 소진시 조기 종료

금천구 독산동 
285-28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5.(목)~9.7.(토) 11:00~17:00
맛나는거리 상인회 사무실 앞

가위바위보게임
9.6.(금) 19:00~23:00
맛나는 거리 상점가 상인회 앞

승자에 온누리상품권 지급
(5천원/200명)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8
금천
(6)

독산동우시장

제수용품 및 우수상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우시장 내 전품목 5~20%할인

금천구 
범안로1209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및 명절문화체험

8.28.(수) 13:00~
유창빌딩 1층 주차장(무대 외)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 포함)
송편시식, 민속놀이(제기차기, 엿치기)
우수자 선정 경품증정

고객감사 경품 증정 8.28.(수) 13:00~16:00
유창빌딩 1층 주차장 운영진부스

1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 스크래치 복권 경품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소진시 조기 종료

9.9.(월~9.11.(수) 14:00~18:00
유칭빌딩 1층 주차장 운영진부스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은행나무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5.(목) 
은행나무시장 내 참여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 할인

금천구 금하로 
25길9

명절문화행사
9.7.(토) 11:00~13:00
은행나무시장 내 상인회 사무실 앞

송편만들기, 제기차기
다문화가정 초청 및 방과 후 수업 
초등학생(20여명) 참여

경품추첨(다트게임)
8.28.(수)~9.3.(화) 11:00~18:00
은행나무시장 앞 상인회사무실 앞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쇼핑캐리어 증정행사
※소진시 조기 종료

9.3.(화)~9.5.(목) 11:00~17:00
은행나무시장 앞 상인회사무실 앞

19
영등포

(4)
영신상가시장

시장상품 할인행사
(점포자율)

9.3.(화)~9.10.(화)
영신상가시장 내 점포

한복, 인삼, 화훼, 의류등 할인

영등포구 
영등포로225
(영등포5가)

민속놀이 체험행사 9.3.(화) 14:00~16:00
영신상가시장 앞

12시~14시 분위기 조성 사전행사
(호박엿 나눔행사)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경품증정)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3.(화)~9.10.(화) 11:00~17:00
1층 영신상가시장내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경품증정행사 9.3.(화)~9.10.(화) ※소진시 조기 종료

구매 영수증 소지고객 온누리상품권 증정
-1만원권(20명) : 5만원 이상 구매고객
-5천원권(40명) :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19
영등포

(4)

남서울상가

명절문화체험 9.6.(금) 14:00~17:00
시장 내 중앙 광장

떡메치기(14시, 16시, 2회)
제기차기(1등/5만원, 2등/3만원, 
3등/2만원,참가/5천원)

영등포구 영중로 
14길 11

경품추첨
(뽑기판 행사)

9.6.(금) 11:00~16:00
시장 내 중앙 광장

2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온누리상품권(1만원/50명),
-제수용품 교환권 : 약과(100명)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6.(금)~9.11.(수) 14:00~17:00
시장 내 중앙 광장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대림중앙시장 제로페이결제하고스탬프찍기 9.2.(월)~9.3.(화)
시장 내 매장 3곳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스탬프 찍어오는 고객에게 
캐리어 증정

영등포구 
디지털로37나길 

21

영등포
청과물시장

선물용·제수용품 할인행사

9.9.(월)
청과시장 내 공터 앞

선물용·제수용 세트 시중가격 
20~30% 할인판매

영등포구 영신로 
41길 2

경품행사

5만원 이상 구매시-5천원권 온누리
상품권 증정(600매)
2만원당 스크래치 복권 1매 증정
7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지원(200명)

20
동작
(5)

남성사계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7.(토)~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5~20%할인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47

명절문화체험
9.7.(토) 10:00~
남성사계시장 사당2동주민센터 앞

민속놀이,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

떡 나눔 행사

9.7.(토) 10:00~소진시까지
사당2동주민센터 및 순금당 앞

독거어르신 20명(주민센터 선정)
지역주민 및 남성시장 방문고객

경품추첨 및 쇼핑캐리어 
증정 행사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고객
-1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100명)
-1만원 사계시장용 상품권 지급(80명)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20
동작
(5)

성대전통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1.(일)~9.7.(금)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할인 행사

동작구 성대로 
2길 7

명절문화체험

9.7.(토) 14:00~17:00
상도3동주민센터 앞

민속놀이(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장바구니 증정(소진시까지)
먹거리(떡, 과일)

추석명절 노래·장기자랑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 포함)
-온누리상품권 10명 증정(1만원권)

경품추첨 및 쿠폰행사
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응모권 지급
경품(8/15~9/7) 각 점포 상품권

상도전통시장

경품추첨(룰렛돌리기) 9.6.(목) 11:00~소진시까지
BYC점포 앞

2만원 이상 구매영수증(5매) 소지고객
-1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160명)

동작구 상도로 
37 62일원쇼핑캐리어 증정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명절문화체험
9.6.(목) 15:00
BYC점포 앞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남성역
골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5.(목)~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20%할인

동작구 
사당로16가길 

일대
명절 송편만들기 체험

9.11.(수) 14:00~15:00
시장 내 또는 상인회 사무실

신청자 중 30명 초대(시장상품 구매고객중)
-10분내 송편 빨리 만들기 시합, 이쁜 송편  
 뽐내기, 송편1개 빨리 먹고 휘파람 불기
-1등/물푸구입권5매, 각2등/3매, 각3등/2매
  (총30장)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11.(수) 11:00~15:00
시장 내 사당로19가길19 빈점포앞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상품 : 계란1판(30개)×300판

사당1동
먹자골목시장

할인행사 9.7.(토)~9.11.(수) 
상점가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할인행사 동작구 

동작대로3길 14 
일원

문화체험 민속놀이 및
룰렛돌리기 

9.7.(토) 16:00~20:00
상점가 내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떡 나눔 행사, 룰렛돌리기
경품 지급 및 할인쿠폰(100명)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20
동작
(5)

사당1동 추석명절 노래·장기자랑 9.7.(토) 18:00~19:00
상점가 내

시장 방문 모든 고객
- 온누리상품권 증정

동작구 
동작대로3길 14 

일원먹자골목시장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7.(토)~9.11.(수)
상점가 주변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21
관악
(7)

미성동
도깨비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3.(화)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야채, 과일, 제수용품
15~20%할인

관악구 
미성3길 1

명절문화체험 9.3.(화) 13:00~17:00
시장 내 민속놀이(제기차기, 윷놀이)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3.(화) 13:00~17:00
시장 내 무대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 포함)
참가자 시장상품권 증정

경품추첨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5천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초대가수공연
9.3.(화) 13:00~17:00
시장 내

길정화(통일소녀), 홍기철(내사랑
받아주오), 박선호(너의남자로살고싶다) 등

서원동상점가 추석맞이 친선 윷놀이
9.13.(목) 14:00~16:00
청춘싸롱 앞 마당

1등/20만원, 2등/10만원, 3등/5만원
관악구 신림로 

329

관악신사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7.(토) 
시장 내 판매점포

농, 수, 축산물, 제수용품 10~30%할인 관악구 
관천로19길 89고객경품행사 9.7.(토) 14:00~ 신사시장 공용쿠폰 50매 가져오는 고객

선착순으로 추첨 통해 경품 증정

조원동
펭귄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3.(화)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20%할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나길 7

전통놀이 체험행사
8.28.(수)~9.3.(화) 13:00~14:00
펭귄시장 중앙 통로

일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투호놀이, 윷놀이 등 민속놀이
이긴팀 20명×1만원=이십만원
진팀   20명×5천원=십만원

경품증정행사
8.28.(수)~9.3.(화) 10:00~18:00
상인회사무실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생활용품증정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소진시 조기 종료

8.28.(수)~9.3.(화) 10:00~18:00
펭귄시장 중앙 통로 킹 청과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연번 구별 시장명 행사명 시기/장소 주요내용 시장위치

21
관악
(7)

신원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시장 내 참여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15%할인 관악구 신원로 
3길 20-3경품이벤트 9.2.(월)~9.9.(월) 10:00~18:00

상인회사무실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5천원권 온누리상품권 지급(1일1회참여)

인헌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4.(수)~9.6.(금)
시장 내 참여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30%할인

관악구 
남부순환로 
246나길 14

민속놀이체험 9.4.(수) 14:00~
시장입구

투호놀이, 제기차기, 떡메치기
온누리상품권 지급(1만원권/10매)

경품행사 9.4.(수)~9.6.(금)
10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지참시 
찜솥 증정

룰렛돌리기 행사
9.4.(수)~9.5.(금) 14:00~
시장 입구

온누리상품권 지급
-1등/5만원(1명), 2등/3만(2명),  
 3등/2만(3명), 4등/1만(4명)

삼성동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9.(월)~9.12.(목)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20%할인

관악구 원신길 
11노래자랑 9.9.(월) 14:00~16:00

시장 내 1등/5만, 2등/4만, 3등/3만, 4등/2만원

송편나눔행사 9.12.(목)~소진시까지 방문고객 중 65세 이상 어르신

22
강남
(3)

영동전통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1.(수)
영동전통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할인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20

명절문화체험 9.4.(수)~9.10.(화) 14:00~18:00
시장 내 중외제약 일원

민속놀이(제기차기, 투호 등)
-> 선물 지급(100명)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2.(월) 17:00~18:00
시장 내 중외제약 일원

시장방문고객(외국인 포함)
온누리상품권 증정

경품추첨 
(다트·룰렛돌리기 행사)

9.4.(수)~9.10.(화) 10:00~14:00
시장 내 중외제약 앞 공간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온누리상품권 증정(1만원/100명)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2.(월) 14:00~18:00
시장 내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먹거리 나눔 행사 9.2.(월) 15:00~17:00 영동전통시장 방문 모든고객
수육, 송편, 전, 막걸리, 귤 및 윰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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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남
(3)

강남개포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0.(화)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20%할인

강남구 
개포로82길 11

명절문화체험 9.11.(목) 13:30~
시장입구

민속놀이, 송편만들기 체험, 문화
공연, 경품추첨, 장기자랑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11.(목) 14:00~16:30
시장 입구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 포함)
최우수상/10만원, 우수상/5만원, 
인기상/5만원, 참가상 시장상품권 증정

경품추첨 및 
룰렛돌리기 행사

9.11.(목) 14:00~17:00
시장입구 4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도곡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3.(화)~9.10.(화)
시장 내 판매점포

농산물, 수산물, 제수용품 10~20% 할인

강남구 
선릉로63길 7

명절문화체험
9.4.(수) 13:30~
시장 입구

떡메치기 체험 및 나눔봉사
민속놀이(제기차기, 윷놀이)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4.(수) 14:30~
시장 입구

섹소폰 연주, 7080음악, 풍물놀이, 밸리댄스
1등/10만원,2등/5만원,3등/2만원,참가상/1만원

경품추첨 및 룰렛돌리기 행사
9.4.(수) 14:00~17:00
시장입구

4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룰렛게임(1만원/4명, 5천원/25명)
-> 온누리상품권 증정
경품추첨(1등/5만원, 2등/3만원, 
         3등/2만원, 4등/1만원)

23
송파
(7)

새마을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4.(수)
시장 내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할인행사

송파구 잠실동 
207-4

명절문화체험

9.4.(수) 13:00~18:00
시장입구 코끼리약국 앞

민속놀이(투호던지기, 제기차기)

추석명절 노래·장기자랑
참가상10명증정(1만원 온누리상품권)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 포함)

경품추첨 및 쿠폰행사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쿠폰행사(라면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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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7)

마천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3.(화)~9.6.(금)
시작 내 각 개별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할인

송파구 
마천로45길 23

명절문화체험 9.6.(금)
시장 내 행사장 옆 룰렛판돌리기(장바구니, 온누리상품권)

이벤트행사
9.6.(금) 14:00~16:00
시장 내 이조수선 앞 무대

예심 통과자 접수 10명
최우수상(15만원), 우수상(10만원),
인기상(5만원), 참가상시장상품권증정

경품행사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포함)
경품권 지급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3.(화)~9.6.(금) 10:00~17:00
마천시장관리사무실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마천중앙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9.(월)~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할인

송파구 
마천로51가길 23

추첨을 통한 
상품권 증정행사

8.31.(토)~9.2.(월)
시장 1구역 내 무대

10만원이상 구매:1만원온누리상품권(60명)
5만원이상구매:5천원온누리상품권(80명)

추첨 통해 경품추첨
1만원 이상 구매 시 추첨권 1매 제공
-1등(5명)/10만원, 2등(10명)/5만원,
 3등(15명)/2만원, 4등(50명)/1만원

룰렛게임
9.3.(수) 14:00~15:00
시장 1구역 내 무대 앞 공간

1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50명)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3.(수) 15:30~17:00
시장 1구역 내 무대

시장 방문 모든 고객(외국인 포함)
1등(1명)/10만원, 2등(1명)/5만원,
3등(1명)/3만원, 인기상(6명)/2만원, 
장려상(10명)/2만원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9.(월)~9.11.(수)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급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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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송파
(7)

풍납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4.(수)~9.9.(월)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20% 할인

송파구 
바라드리길34

(풍납동 142-1)

명절문화체험 9.4.(수) 14:00~17:00
시민 주차장

제기차기(우수상 온누리상품권 지급)
시장 방문 고객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9.4.(수) 14:00~18:00
시장 주차장

시장 방문 고객(외국인 포함)
최우수상(20만원)/우수상(10만원)
인기상(5만원)/참가상 시장상품권 증정

경품증정행사
※소진시 조기 종료

9.4.(수)~9.9.(월) 09:00~18:00
시장 상인회사무실

2만원 이상 구매영수증:5천원 상품권 증정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 쇼핑캐리어 증정

문정동로데오
상점가

할인행사
9.1.(일)~9.30.(월)
상점가 내 판매 점포

의류, 신발, 가방 등 80~30% 할인

송파구 동남로 
4길 10

명절문화체험

9.12.(목)~9.14.(토) 11:00~18:00
문정골길 주차장 레노마 매장 앞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등
상점가 방문 고객/지역주민

경품행사(※소진시 조기종료)
20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 고객
5천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20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방이시장

고객할인행사 9.6.(금)~9.13.(금)
시장 내 판매 점포 농수축산물, 과일 등 10~50% 할인

송파구 가락로 
243

한가위놀이(체험)행사
9.6.(금)~9.7.(일) 14:00~21:00
농협 앞, 태양약국앞, 미니스톱 부근

바이올린 플레이어 440, 유명마술, 
버스커 외 다수
민속놀이(떡메치기, 패이이 외)

노래·장기자랑 9.6.(금)~9.7.(토) 14:00~16:00
농협 앞 특설무대

시장 방문 모든 고객
- 온누리상품권 증정
최우수상(10만원), 우수상(5만원)
인기상(3만원), 참가상(1만원) 

경품추첨 9.6.(금)~9.7.(토) 11:00~15:00
농협 앞 특설무대

시장 방문 모든 고객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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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송파
(7)

석촌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2.(월)~9.10.(화)
시장 내 각 점포 제수용품 5~30% 할인

송파구 
송파대로37길 52

명절민속놀이 9.5.(목)
시장 중간지점 행사장 제기차기

고객경품행사 9.4.(수)~9.6.(금)
상인회사무실

5만원 이상 구매고객(상품권5천원지급)
선착순 지급, 소진시 마감(간이영수증제외)

24
강동
(6)

고분다리
전통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6.(금)~9.11.(수)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10~30%할인

강동구 
구천면로34길 

일대

명절문화체험 및 나눔행사
9.11.(수) 14:00~18:00
시장 정문 광개토부동산 옆 공간

송편빚기체험 후 송편 나눔 행사
민속놀이 입상자:온누리상품권지급(5천원/20명)

경품추첨
(룰렛돌리기 행사)

9.11.(수) 11:00~15:00
시장 정문 광개토부동산 옆 공간

3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5천원 온누리상품권 지급(40명)

공연행사
9.11.(수) 14:00~17:00
시장 정문 광개토부동산 옆 무대

인기 연예인 초청 공연행사

길동복조리
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8.28.(수)~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 할인

강동구 천중로 
52길 37

명절문화체험
9.1.(일) 14:00~18:00
시장 강동우체국 앞

송편만들기(5분 안에 누가 빨리 만드나)

한복입고 사진찍기 한복입고 사진찍기, 송편시식행사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시장 방문 모든 고객
갈비세트/과일세트 물품 교환권

성내전통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3.(화)~9.11.(수)
시장 내 판매 점포 축산물, 과일, 제수용품 20% 할인

강동구 
천호대로162길 

일대

명절문화체험
9.7.(토) 14:00~17:00
시장 내 형제마트 앞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놀이
참가고객에게 부침가루 증정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
시장 방문 모든 고객
최우수상(10만원),우수상(5만원),인기상(3만원)

쇼핑캐리어 증정행사
9.9.(월)~9.11.(수) 14:00~18:00
시장 내 형제마트 앞

5만원 이상 구매영수증 소지고객
제로페이 5천원 이상 결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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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강동
(6)

명일전통시장

제수용품 할인용품 9.2.(월)~9.6.(금)
시장 내 해당 점포별 제수용품, 축산물, 과일, 야채10%할인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21

추첨권 경품행사 9.2.(월)~9.6.(금)

구매금액별 온누리상품권 증정
-20만원 이상 구매 : 30만원(2명)
-10만원 이상 구매 : 5만원(10명)
-5만원 이상 구매 : 3만원(15명)

이벤트진행 9.6.(금)
각설이 행사
시장홍보 및 엿 나눠주기

암사종합시장 즉석경품복권 이벤트 행사 9.9.(월)~9.10.(화)

1만원 이상 구매 고객 즉석복권 제공
-> 당첨자 경품 제공
- 1등(한우세트/20만원), 2등(과일세트/5만원), 

3등(5천원권 온누리상품권/50명), 4
등(식용유/120명)

강동구 
상암로11길 25

둔촌역전통
시장

제수용품 할인행사
9.5.(목)~9.11.(수)
시장 내 판매점포

축산물, 과일, 수산물 제수용품20%할인

강동구 양재대로 
91길31

명절문화체험
9.5.(목) 14:00~18:00
시장 내 승희네반찬 앞
(상인회사무실 입구)

떡메치기, 송편 예쁘게 빚기
민속놀이-제기차기, 윷놀이

송편빗기대회(남)/
팔씨름대회(여)

9.5.(목)
전통시장 방문 고객(외국인 포함)
1등(1명/5만원), 2등(2명/3만원), 3등
(2명/2만원)

2만원이상 구매고객
경품교환권 지급

9.5.(목) 11:00~17:00
시장 내 승희네반찬 앞
(상인회사무실 입구)

5천원 온누리상품권 지급(100명)
제수용품 교환권
-건어물·수산물(100명) 
-축산물(5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