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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시설현대화 모란시장 역사문화 명소 추진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중기 - 명 522명

주관부서 상권지원과 상권지원과장 임철 729-2781, 상권활성화팀장 김선주 729-8971, 담당자 김희정 ☎729-8973

협조부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조광걸, 공설시장지원팀장 이강윤, 담당 김승준 ☎759-2907

협력체계 상권활성화재단

시민참여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

□ 정책목표

 모란민속5일장의 시장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우리시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즐겁고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명소 공간으로 조성

□ 개    요
  ❍ 위    치: 모란민속5일장(성남동 4931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입점현황: 522개(2018.2.24 현대화 이전, 면적: 22,575.5㎡)

    ∙ 야채과일(89), 공산부(86), 약초잡곡(62), 음식(53), 의류(51), 그 외(181) 등 총 16개부 

  ❍ 주요시설: 장터･주차장(603면), 관리동 1동, 별도 화장실 3개동, 

              진입광장 1개소, 공연장 3개소, 조명탑 5개소 

    ∙ 수도시설 16개소(64개 수도밸브), 전기배전반 21개소 

  ❍ 사업내용: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명소, 정기적인 민속놀이 공연, 

              고객쇼핑 편의 향상, 지주형 간판 설치 등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추진 방침 결정

2020년 연  간
∘ 브랜드개발 용역 발주, 고객 체험부스 운영
   음식부 비가림시설 설치 설계용역 발주

2021년 6월 ~ 12월 ∘ 점포 재배치 추진,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발주 

2022년 4월 ∼ 11월 ∘ 정기문화공연, 고객쉼터 운영, 마케팅 홍보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1,781 1,739 60 60 1,604 15 42

※ 변경사유: 2022. 3. 8. 모란민속5일장 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계획 

수립에 따라 비가림시설 설치 불필요 및 지주형 사인물, 문주 등 설치 

재검토 필요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모란민속5일장 역사문화 명소화 조성
종합계획 기본방침 수립 10 수립 12월 수립 100

2019년 모란 전통상권 시설 및 경영환경개선
기본계획 방침 수립 10 수립 11월 수립 100

2020년

모란민속5일장 브랜드 개발 용역 착수 15 용역 착수 2월 용역 착수 100

음식부 비가림시설 설계 착수 15 설계 착수 10월 설계 착수 100

고객 체험 부스 운영 10 설치 및 운영 6월 설치 운영 100

2021년

모란민속5일장 브랜드 개발 용역 준공 15 용역 준공 11월 용역 준공 100

음식부 비가림시설 설계 준공 15 설계 준공 12월 설계 준공 100

점포 재배치 추진 5 점포 재배치 7월 점포 재배치 100

2022년

고객 쉼터 조성
비가림시설 설치

지주형 사인물 설치
모란 전통상권 문주 설치

정기문화공연 및 마케팅 홍보
수선·리폼거리 조성

5
고객쉼터, 

공연 운영 및 
마케팅 홍보

4∼11월 운영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방침 및 계획 수립 명소화 계획
기본방침수립

경영환경개선
기본방침수립

고객 체험부스 운영 운영 코로나19로
운영 중단 운영(4월∼)

시장 브랜드개발 용역 용역발주 용역 준공

점포재배치 추진 추진 완료

음식부 비가림시설 설치(설계) 설계용역
발주 용역 준공



고객 체험부스 운영(2020, 2022) 점포재배치 추진(2020) 

- 운영시기: 2020. 6.
           2022. 4. ∼ 11.
- 운영계획: 약 36회
- 내    용: 투호, 링고리 던지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

- 2021. 5.: 점포재배치 계획 수립
- 2021. 6.:점포 자리 추첨 실시
- 2021. 7.4.: 재배치 후 개장

고객 쉼터 조성(2022) 문화공연 운영(2022) 

- 운영시기: 2022. 4. ∼ 11.
- 운영계획: 약 36회
- 내    용: 소공연장 앞, 시장 이용 

고객들을 위한 쉼터 조성

- 운영시기: 2022. 4. ∼ 11.
- 운영계획: 약 8회 (매월 19일 예정)
- 내    용: 피아노 등 악기 공연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기본방침 결재 ◦ 12월: 『모란민속5일장 역사문화 명소화 조성 종합계획』 
         기본방침 수립

2019년 방침 결재 ◦ 11월: 『모란 전통상권 시설 및 경영환경개선 기본계획』 
         방침 수립

2020년
모란민속5일장 시설현대화
및 역사문화 명소 추진

◦ 2월: 모란민속5일장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 착수
◦ 6월: 고객체험(민속놀이) 부스 운영
  - 코로나19로 운영 중지
◦ 10월: 비가림시설 설치 설계 용역 착수

2021년
모란민속5일장 시설현대화
및 역사문화 명소 추진

◦ 6월: 점포 재배치 자리 추첨 완료
◦ 7월: 점포 재배치 후 개장
◦ 11월: 시장브랜드 개발 용역 완료
◦ 12월: 비가림시설 설치 설계 용역 완료

상인 522명

2022년
모란민속5일장 시설현대화
및 역사문화 명소 추진

◦ 4∼11월: 고객쉼터, 체험부스 및 문화공연 운영, 마케팅 홍보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모란민속5일장 운영
◦ 고객 편의 위주의 점포 재배치 추진
◦ 고객체험부스 설치 운영
◦ 모란민속5일장 관련 마케팅 추진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7.4% 128 - 7.4 128 - - 1 112 15

※ 주차전용건축물 건립계획 수립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비가림시설 설치 예산 

1,600백만원 반납 이후 집행률 92% 예정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반납 예정)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모란민속5일장
시설현대화

◦ 4, 9일 장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교통난
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과 주차단속
에 대한 고객들의 역민원 및 상인들의 
주차장 추가확보 요청이 꾸준히 제기됨

◦ 모란민속5일장 주차전용건축물 건립계획* 확정
으로, 음식부 비가림시설 개별 설치 및 지주형 
사인물 등 설치 불필요

   * 상권지원과-3000(2022.3.8.)호, 모란민속5일장 
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계획 
보고

□ 기대효과 

  ❍ 추억과 역사가 공존하는 명소화로 5일장 상권활성화

  ❍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