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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최대 축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
- 9.30(금)부터 10.2(일)까지 경북 영주시에서 진행 □ 전국 80여 곳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20여 곳의 맛깔나는 먹거리
경북 영주시 시민운동장 행사장에서 판매
□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포상, 청년상인 요리대회, 우리 시장 뽐내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어린이 놀이터, 캐리커처 그리기 등 체험공간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 영주시
(시장 박남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정동식)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30일부터 3일간 경상북도 영주시 시민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상인 간 교류를 촉진하고,
전국 고객들에게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소개해 판로 확대를 돕고자
2004년부터 매년 진행한 전통시장 최대 행사이다.

< 박람회 개최 의의 >
올해 박람회는 몇 가지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열리는 박람회로, 인원
제한, 취식 금지 등 제약 없이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마음껏
알리는 홍보의 장(場)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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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정보기술(IT) 대기업 KT와 온라인거래터
(플랫폼) 대기업 쿠팡이 참여해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전통시장 혁신의 시작
점이 된다는 의미도 있다.
< 주요 행사 >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공헌한 상인, 공무원, 기관 등 개인과 단체에 석탑산업
훈장 등 정부 포상(24점)을 수여해 그간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상인들의 사기를 북돋울 예정이다.
영주시민운동장 입구에는 부산 기장 미역, 강원 강릉 건어물, 충남 광천
젓갈, 전북 군산 박대, 전남 장흥 표고버섯 등 품질 좋은 팔도 특산물들이
고객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또한, 운동장 주변에는 강원도 속초시장 오징어순대, 서울 광장시장 빈대떡,
광주 양동시장 홍어회와 같이 경북지역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전통시장
별미를 판매하는 먹거리장터가 열린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끼와 열정으로 영업 중인 청년 상인들이 평소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뽐내는 ‘청년상인 요리 대회’도 열리며, 부모와 함께 오는
어린이 고객을 위한 놀이터와 장보기 부스도 마련된다.
한편, 박람회 이튿날은 각 전통시장 동아리 경연대회가 진행되며, 장윤정,
장민호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매일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한 마술, 삐에로 공연 등도 열린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선비의 고장 경북 영주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전통시장 대표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로, 좋은
상품들뿐만 아니라 맛있는 먹거리와 다채로운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도 즐기시고,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박람회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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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요

□ 목적
◦ 전통시장 우수상품의 전시 홍보 판매 지원을 위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를 통해 시장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전통시장의 미래상 제시 우수시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한 시장상인 의욕 고취
□ 행사 개요
◦ 행사명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제 회
◦ 기간 장소
금 ∼ 일 경북 영주시 시민운동장 일원
◦ 참가대상 전국 개 시장 개 유관기관 등
◦ 주최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주시 전국상인연합회
◦ 슬로건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 상권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공식 누리집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주요 구성
◦ 개막식 유공자 포상 점 전시관 참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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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관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 부스 개 먹거리 장터 개
◦ 부대행사 청년상인 요리 대회 우리시장 뽐내기 초청 가수 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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