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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 2회 농부시장포럼 - 사람, 시장, 동네

농부시장포럼 준비모임





춘천 농부의 시장 

두네토마켓

경마공원장터, 

이배역 일요장터 

두물뭍 농부시장

시시장

지리산 목화장터

농부달장

백원장

한새봉개굴장

농부시장 마르쉐

마들장

서울시 농부의 시장

얼굴있는 농부시장

우리농 명동보름장

은평꽃피는장날

화들장

마실장

숲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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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바른 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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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서울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기타 

이번 <농부시장포럼>에 참여했던 시장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향후 개장 장소 및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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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마르쉐
농부의 시장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지역에서 농부와 시민들

이 만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다. 

지속적인 농업과 환경하는 농부들과 시민들이 

만나도록 노력한다.  

hellowithfarmers@gmail.com 

www.facebook.com/hellowithfarmers

www.instagram.com/hellowithfarmers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강원도 춘천시 

2019. 4. 27 

매달 마지막 토요일 

동절기 11시~16시

하절기 11시~17시 

춘천사회혁신센터 

공공 기관 지원 민간 운영 

2019년 공공 기관 지원 100%, 

2020년 운영 미정 

20~25팀 

1차 농산물, 농가공품 70% / 요리 

20% / 수공예 10%

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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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잣고을시장
두네토마켓

지역의색을 가진 시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

꼈습니다. 내수 위주의 장터에서 외부 방문객 많

은 장터로 탈바꿈중 입니다. 시장만의 매력으로

도 다시 찾고싶은곳 가평이 되길 바랍니다.  

tank717171@gmail.com

@jatgoeul_market

blog.naver.com/tank7171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가평군 가평읍 장터2길10 

2016. 5. 14

월2회 둘째, 넷째주 토요일 

11월~3월 휴장 

10시~17시

가평잣고을시장 

상근1 ,비상근2

공공 기관 지원 민간 운영

공공지원90% 참가비10%

 

20~30팀

농부 6, 요리 4, 수공예 18, 체험 2

농산물.가공품15% 요리15% 

수공예60% 체험5% 예술가

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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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공원장터, 
이매역 일요장터

대한민국 모든  농부들이 참여하여 1차부터 

농임축수산가공 6차산업분야까지 유통현장을

농부들이 직접 체험하며 미래농업을 이끌어 가

기위한 시장입니다. 

소비자가 인정하는 직거래장터로  가기위한 민,

관,농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직거래장터 입니다.

   

이매역일요장터는 과천바로마켓 참여농가와 성

남시 분당구 이매동 지역 농민들이 참여하는 직

거래 장터 입니다.

baromarket123@naver.com

sundaymarket.modoo.at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과천 경마공원역

분당 이매역공원

과천 2009.4.25

분당 2019. 3. 10

과천 매주 수,목 

분당 2,4번째 일요일 (12~2월휴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철도공사.

바로마켓협동조합 

공공기관 지원 민간 자력 운영 

공공지원, 참가팀 출점비, 수익사업 

30~140팀

1차농산물,농가공품 70%

푸드카및 식품가공업20%

축산차량.수산물 기타 10%

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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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뭍 
자연으로부터 
농부시장

Slow, Local, Organic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만남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

와 가치를 공유하는 농부시장 

소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느리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1차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 방식의 농부시장.

농(農)과 식(食)의 연결을 통한 제철로컬 푸드, 팜

투테이블, 파머스마켓, 소비자 먹거리 교육을 통

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생태 경제의 순환과 제철 

식재료 소비의 확산 

yangjanong@gmail.com
www.facebook.com/fromnaturetotable
@from_nature_to_table 
fromnature.imweb.me 
blog.naver.com/fromnature2019 
cafe.naver.com/fromnature2019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19-13

2019. 8. 31

8,9월 1회, 10, 11월 2회(둘째, 네째 토

요일)

8월 09:00~13:00 

9~11월 10:00~15:00 

농업회사법인 자연으로 농지보존 

주3일 1인, 주2.5일 3인 

공공 기관 지원 민간 운영 

공공지원 70%, 자부담 30% 

총 21~26팀 

농부20팀, 가공3팀, 캠페인 3팀

1차 농산물, 농가공품 80% 

식품가공업자15%  캠페인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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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장

시시장은 “시시해도 괜찮아”라는 모토 아래 

2015년 양수리 두머리부엌 앞에서 열리기 시작

했습니다. 유럽의 마을들마다 광장에서 자연스

럽게 열리는 장터들처럼, 우리 마을에도 작은 것

이라도 동네 안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장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동네 농부들, 소규모 작업자들이 

스스로 생산한 물품들을 중심으로 사고파는 것

이 주요 취지입니다. 또한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

어나가는 작은 기획을 실험해볼 수 있는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market.ccjang@gmail.com

www.facebook.com/market.ccjang

instagram.com/market.ccjang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5번지 

양서체육문화공원 

2015. 4. 5 

연 4회 (4월~11월 사이, 2달 간격) 

오전 11시~오후 4시 

시시장 기획단, 비상근 6명 

민간 자력 운영 

참가팀 출점비 100% 

35~45팀 

농부 5, 요리 5, 수공예 20, 

아나바다 10

1차농산물, 농가공품 15%, 요리사 및 

식품가공업자 15%, 수공예가 50%, 

예술가 5%, 아나바다 15%

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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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목화장터

목화장터는 주민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이나 직

접 만든 수공예품, 집에서 쓰지 않는 여러가지 물

품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도 하고 서로 물물교환

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작은 장터입니다. 

매월 한번씩 문화공연이 열려서 다양한 공연등

의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5년 진행동안 한번도 참여자.방문자 갈등이 없었

던 것이 큰 자랑이고 행정도움 없이 관리자 없는 

자율장터로 운영되는것이 특징입니다.

biblemo@hanmail,.net

산청 지리산 목화장터 밴드

band.us/n/a2a52araCfaar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산청군 신안면 원지 소공원

2015. 3. 22

월2회/ 둘째.넷째 일요일

3월~11월까운영 

2시~5시 

목화장터나눔회

비상근/기획봉사자3명

민간 자력 운영

소액공모사업 40% 

물품판매수입 40% 기부금 20%

40여팀

농부 15, 수공예10 

수제빵외먹거리10, 기타5

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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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달장

대부분 귀농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성군 17

개면에 계시는 분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음.

happyson2245@naver.com 

@nongbu_daljang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의성군 의성읍(종합운동옆 주차장) 

2016. 4. 12

월 2회 매주 화요일 11월~3월 

오후 4~8시 

농부달장, 비상근

민간 자력 운영 

참가팀 출점비 100%

51명

농부 45, 요리 4, 수공예2 

1차 농산물, 농가공품 80%, 

요리 10%, 수공예, 예술가 1%

경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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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장

농촌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문화 예술의 자

립을 꿈꾸며 어린이 청소년의 활발한 참여를 도

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ddong11@hanmail.net

band.us/n/abae27Sds9Z9S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상주시 

2015. 3. 21 

매달 세번째 토요일

 

동절기(3,4,10,11,12월) 14-17시 

하절기(5-9월) 17-20시 

자급자족 백원장 자원봉사

민간 자력 운영

자발적 모금100%

평균 40팀

매 장마다 다름

경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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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새봉개굴장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을 받고 마을주

민들의 투표와 워크숍을 통해 도시농업 의제중 

서울마르쉐처럼 광주에도 농부문화정터가 있으

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새봉개굴장은 숲 산책로와 논을 중심으로 시

장이 열리며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소농, 마

을요리사, 지구를 생각하는 수공예와 제철체험

으로 구성한다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판로가 없는 농산물이 소

개되고 농부와 도시를 잇는 마을장터가 문화로 

자리매김하며 대안적인 소비와 실천등이 이곳에

서 확산되는 그런 장의 역할이 되길 바란다

snail7742@naver.com 

cafe.naver.com/gaegulgaegul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광주시 일곡동 

2018. 7. 7

연 4회

홀수달 첫째주 토요일/1-3월 휴장 

5,7,9월 3시-6시/11월 12시-3시 

개굴장친구들 상근1,비상근7 

공공 기관 지원 민간 운영 

공공지원 90%,수익사업 10%

 

평균 25-30팀 

농부10, 요리8, 수공예 5, 체험 4 

1차농산물,농가공품 50%

요리사 30% / 수공예 15% 

체험10% / 공연 5%

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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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시장 마르쉐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는 농부와 요리사, 수

공예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화하는 농부시장 

‘마르쉐@’의 운영 조직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인 먹거리, 그리고 먹거리를 둘러

싼 생태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 사

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장을 펼칩니다.  특히 시민 

자원활동에 힘입어 쓰레기 없는 시장을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농부20여팀이 중

심이되는 작은 채소시장을 도시 곳곳에서 개최

하기 위한 실험을 해 가고 있습니다. 

contact@marcheat.net

www.marcheat.net

facebook.com/marchewithseoul

@marchefriends

blog.naver.com/fmmarcheat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농부시장_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채소시장_합정동, 성수동 

2012. 10. 13 

농부시장 월 1회 / 채소시장 월 2회 

농부시장_오전11시-오후4시 

채소시장_ 오전10시-오후2시 

마르쉐친구들 상근 3, 반상근 2

  

민간자력 + 공공기관지원 

참가팀 출점비 30% 

공공지원40% 수익사업 30% 

농부시장 80-100여팀

1차농산물 40%, 가공식품 20%, 

요리 30%, 수공예 10%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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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장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인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

는 도농직거래장터 마·들·장 주민들이 함께 만나

며 즐기며 어울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노원의 특

화된 장터 

도시농부를 넘어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에

도 보탬이 되고자 생태적 방식의 전업농부의 출

점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렇듯 마들장은 생

태적 생산자와 건강한 소비를 연결해 주는 장터

를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lkh71400@nwgreen.or.kr

band.us/band/51838928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노원구 등나무근린공원 

2019. 4. 20 

년 6회 

11시-17시 

김의동, 비상근 한명 

공공 기관 지원 민간 운영 

보조금 87.6%  자부담 12.4%  

평균 60개팀

농부25, 수공예22, 

요리 및 이벤트 13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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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부의 시장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

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는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에게는 믿을수 있고 우수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소통하는 등 지

역간 상생발전을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농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

어 믿을수 있는 직거래 장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비닐없는 장터, 플라스

틱 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suji8618@seoul.go.kr

seoulfarmersmarket.com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광화문광장, 만리동광장 등 

2012. 6. 2

연 80여회(4-11월) 매주

미세먼지, 우천시, 7-8월 휴장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공공기관 직접운영 

용역사 별도선정 

공공예산 100% 

회당 25~50여팅 

1차농산물, 농가공품 100%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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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있는 농부시장

정직한 농부의 얼(정신)과 정성을 담은 믿음이 

있는 먹거리로 농부·청년들이 시민들과 함께 소

통하며 성장하는 도심 속 농부시장입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인큐베이팅파머스마켓’

농부와 소비자가 도심 속에서 직접 만나 함께 건

강한 식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얼장은 맛이 있는 만남을 위한 놀이터입니다.  앞

으로도 시민여러분에게 얼장은 즐거움의 장, 소

통의 장, 성장의 장이었으면 합니다. 

‘가치는 지켜나가되 끊임없이 발전하는 살아있는 

장’ 을 만들려합니다.

krucc@naver.com

www.facebook.com/DDPFarmersmarket

www.instagram.com/ddp_farmers_market

blog.naver.com/krucc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

 

2016. 3. 12 

월 3회/ 2,3,4 번째주 토요일 /

12~2 월 휴장 

11시~19시 

사)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 

상근  2 반상근 1 

공공 기관 지원 민간 운영 

공공지원 30% 수익사업 40% 

출점비 30%  

평균 50-60

 

1차 농산물, 농가공품 75% 

요리사 및 식품가공업자 20% 

수공예가 5%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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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 명동 보름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본부는 도시생활자들

과 농민들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소통과 신뢰

회복의 장으로서 ‘우리농 명동보름장’을 마련하

게 되었다. 

명동보름장은 각 교구 가톨릭농민회의 추천을 

통해 참여 농가가 선정되며 나눔물품은 가톨릭

농민회 생산규정에 따른 1차 농산물과 가공품을 

중심으로 한다. 

그외 농민들이 직접 만든 친환경제품(천연염색, 

면주머니, 손수건 등)이 나눔되고 있다. 명동보름

장은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시생활자들

의 생명의 밥상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힘쓰고 있다. 

wurinong@hanmail.net 

페이스북 우리농

www.wrn.kr (우리농본부)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중구 명동길 80 

명동대성당, 가톨릭회관 앞마당

2016. 6. 19 

1달 2회/첫째, 셋째주 일요일/12~3월

은 휴장 

9시~17시 

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본부 

총무관리팀 내 담당 실무자 상근 1명

공공 기관 지원 민간 운영 

공공지원 50%, 자체부담 50%

평균 25농가 

1차농산물, 농가공품 90%, 기타 친

환경제품 10%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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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꽃피는 장날

도시농부와 사회적경제가 함께 하는 장터 

지역의 도시농업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마련, 도

시민의 생태적 삶에 대한 실천의식 증진 

mmh958@hanmail.net 

epmblossom.modoo.at

blog.naver.com/epm_blossom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은평구 진관동 롯데몰 광장

2018. 5. 12 

셋째주 토요일/ 12월~4월 휴장 

11시~17시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상근 1 / 비상근 4 

공공 기관 지원 민간 운영 

공공지원  90%, 자부담 10% 

평균 45~50팀

농부 20팀, 요리15팀,수공예15팀

1차농산물,농가공품 60%, 요리사 

20%, 수공예가 20%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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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들장

마을을 중심으로 한 도시농부들의 직거래장터 

운영.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서 먹

거리를 주제로 주민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주1회 장보러 나오는 지역주민들 위주의 생

활장터임. 생태와 환경을 고민하는 먹거리에 대

한 주제가 담긴 장터를 운영하고 싶다. 

farmerscoops@gmail.com

페북@adeuljang

인스타hwadeulgangt

밴드@wooridongnea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금천구 시흥대로79길53 

금나래중앙공원 

2017. 4. 7 

매주 화요일, 1월~2월 휴장  

동절기 1시~17시 

하절기 15시~20시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상근 4 반상근 2 비상근 2

민간 자력 운영 

공공지원 40%, 

단체자체운영비 50%, 출점비 10% 

15-20팀 

1차농산물,농가공품 80%

식품가공업자5% 수공예가15%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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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장

소박하고 정겨우며 나눔이 있는 작고 작은 장, 배

움과 밥이 있는 장터

yutddangkong@naver.com

네이버 밴드 <마실장>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출점팀수

품목 구성 

장흥군 용산면 용인길 4 

2013. 4. 13 

매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1과 6이 겹치는 날 

오전 10시~12시 

마실장

민간 자력 운영

10 ~ 20 

1차 농산물 40% 

요라사 및 식품가공업자 40% 

수공예 10% 예술가 10%

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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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틈시장

‘숲틈시장’은 거대한 자본의 숲그늘에서 살아가

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시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존의 유통체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생산

자가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 마케팅까지 혼자 하

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농부, 요리사, 수공

예가들이 단순한 고객 이상의 관계로 엮인 팬이 

생겨  작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케팅이나 스토리텔링으로의 ‘의미’가 아닌 지

키고 싶은 신념이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 이것이 한마디로 담기에는 어려운

 ‘숲틈시장’의 모습입니다.

wink8383@gmail.com

www.facebook.com/marketforestgap

www.instagram.com/market_forestgap/

blog.naver.com/wink8383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순천시 조비길 36  향림사 앞 작은숲 

2018. 8. 25 

1년 4회/ 8~11월 세번째 토요일 

16시~21시

프로젝트 제멋 (김상희, 장성혜) 

민간 자력운영

공모사업지원금 100% 

평균 30~35팀

농부 5, 요리 10, 문화 5, 

수공예 및 청년창업가 10~15 

1차 농산물 5%, 농가공품 20%, 

요리 30%, 수공예 40%, 공연 5%

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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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장

지인들과 함께 소박한  프리마켓을 꾸리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고, 지리산 노고단이 보이는 아름

답고 넓은 공원에서 열리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소풍같은  장

터입니다.  

g_kongjang@naver.com

www.facebook.com/hohwa.ruy

blog.naver.com/g_kongjang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체육공원

2014. 7. 19

월 2회 첫째, 셋째 토요일

(우천시, 12월~2월 휴장)

오후 2시 ~ 5시

류호화, 서규성 비상근 2 

민간 자력 운영 

출점자 후원 연 30만원 내외

 

25~30팀 

수공예품, 농산물, 농수산가공품, 

중고물품 등

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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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꺼진장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을 마지막으로 장

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즐겁고, 보람도 있었지

만 점차 식어가는 시장을 계속 운영하기엔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mks0938@naver.com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제주시 아라1동 667-3 

2015. 5. 1 

매주 금요일  11~3월은 휴장

 

17~20시 

한국농업경영인 제주지회 비상근 

민간 자력 운영

개인기부 50  출점비50 

20 

농산물90 기타10

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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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바른 농부장

‘All 바른 농부장’은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

는 장터입니다.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생산자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로컬푸

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게는 되었지

만, 생산자들이 센터 사업에 의존하게 되면 사업

이 끝났을 때 장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수 없

기에 처음부터 생산자들 직접 시장 운영을 하였

습니다.

All바른 농부장은 제주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는 제주로컬푸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sjwksy@naver.com

jejufarmersmk(페이스북&인스타그램) 

www.jejulocalfood.org (개설 준비중)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제주시 중앙로 640 

2019. 5. 18 

매주 첫째,셋째 토요일 

14시~18시 

All바른농부장 운영진, 비상근  

공공 기관 지원 민간 운영 

공공지원 100% 

평균 16팀 

1차 농산물 60%  가공품 40 % 

(:가공품은 사회적경제 물품)

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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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비원계절마켓

친구를 초대하여 마켓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도 논산 주변 지역 전주, 부여, 청양, 대전, 익산에

서 개성있고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준비합니다.

논산 꽃비원 채소로 요리하는 요리사들이 꽃비

원계절마켓에서 계절에 흐름에 따라  팜투테이

블을 준비합니다. 

종종 꽃비원 농장 투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꽃

비원계절마켓에 오는 손님들은 지역에서 활동하

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지역에 있는 손님들은 

서울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09jo@naver.com 

인스타 @flowerraining.home.kitchen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출점팀수

품목 구성 

논산시 꽃비원홈앤키친 

2019. 6. 15 

1년 4회 예정 

꽃비원 여름마켓 오후5~오후8시

가을마켓 오전11시~오후4시

겨울마켓 오전11시~오후3시

꽃비원 비상근 

민간 자력 운영

20팀 

농부팀 10% 요리팀30% 

수공예팀60%

충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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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농부들이 직접 준비해 투박하고 어설픈 시장이

에요. 2018년 2월 처음 모여 2년차가 되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모여 우리가 만들고 싶은 시장, 

이 시장이 필요한 이유와 손님들에게 주고자 하

는 가치에 대해 고민했어요. 

함께 마르쉐@를 비롯한 다른 시장들은 어떻게 

하나 구경도 가고, 포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방산시장도 다녀보고, 판매대는 어떻게 꾸미

면 좋을지, 손님들은 어떻게 모으면 좋을지 마케

팅 공부도 하고요. 

2020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없이 자립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역량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

니다. 

blossomkwon@gmail.com

www.facebook.com/dangjangmarket 

www.instagram.com/dangjangmarket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충청남도 당진농업기술센터 

2018. 6. 16

넷째주 토요일 / 6-7월, 12-3월 휴장 

오전 11시 - 오후 4시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공공 기관 직접 운영 

공공지원 90%  출점비 10%

 

15-20여팀

농부 10, 요리 5, 수공예 5

1차 농산물, 농가공품 60% 

음식 15%  수공예 15%

충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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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움직이는농부시장 
문전성시

문전성시는 쇠락해지는 농촌지역에 활기를 찾기

위한 시장으로 안전한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식

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만남을 통한 신뢰

를 쌓아가는 장소로 지친 일상에 잠깐의 휴식을 

가져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rja18@hanmail.net 

mjss-market.blog.me/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괴산군 괴산군민가마솥앞마당 

2016.7.2 

월 2회/12~3월 휴장 

동절기 11-17시, 하절기 15-20시 

문전성시 운영위원회

민간 자력 운영 

출점비 100%

20팀 

1차 농산물 및 가공품 90%, 

수공예 5%. 먹거리 5%

충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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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놀장

지역농산물 판매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 하고 지

역 문화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장터로 준비 하

였고 저조해진 농산물에 대한 참여와 취지 공감 

형성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야겠습니다.  

baree@naver.com 

페이스북. goo.gl/7RiEPX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기획단

운영방식 

운영예산

출점팀수

품목 구성 

음성군 금왕읍 금왕생활체육공원  

2015. 10. 17 

매월 세번째 토요일

3월~11월 (8월 휴장) 

11시~15시 

음성지역순환사회추진본부  

비상근 

공공 기관 지원 민간 운영 

공공지원 30%  출점비35%

수익사업35% 

20여팀 

농산물,농가공품 35%, 수공예 40%, 

식품가공 10% 예술가 15%

충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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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마켓

농촌중심,노인중심의 지역 문화의 한계를 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족중심, 작가중심,어린이천

국,  강아지나라 / 기적같은 지속성 

ann58h@naver.com 

munhori/ river-market / rivermarket.co.kr

개최 장소 

시작일

개최 주기 

개장 시간

운영방식 

출점팀수

품목 구성 

곤지암/양양/문호리/자라섬/이천 

2014. 4. 16 

1달4회~5회

비가오나 눈이오나 휴장없음 

동절기 10시~18시   

하절기 10시~20시 

민간 자력 운영

자라섬 70~100팀 

양양 80~110팀 

양평 150~170팀 

곤지암 130~150팀 

1차농산물 30% 수공예가 55%

요리사 식품가공 10% 예술가 5%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