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

김해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용안내

우리시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합시다.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장바구니에 행복을 담아가세요!

온누리상품권 이란?

온누리상품권 구입 및 사용방법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09년 7월부터 발행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입니다.

■정확한 법인명을 제출해 주세요.(법인 구매자의 경우)

■ 상품권 판매취소는 구매당일, 해당 판매점에서 본인만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2013년 1월 2일부로 상품권 판매의 구속성 여부 검증에 따라 상품권 

구입시 판매 은행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은행방문전 해당 지점으로 꼭 확인하세요.

사용방법 :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 가능)

사 용 처 :   전국 1,200여개 가맹시장과 상점가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가맹시장 및 상점가 확인 : 콜센터 1357 → 0번)

※전자상품권 판매처 :  기업은행, 신협, 경남, 부산, 대구은행, 농협, 우리은행

※법인카드 및 공무원 복지카드 취급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어디서 구매하죠?

[2] 어떻게 결제하죠?

[3] 구매 전에 확인하세요!

[4]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누리세요!

※상설시장 : 4개소, 정기시장 : 2개소

시장명 소재지 점포수 운영형태 운영시간 주차대수

김해 동상동 170 상설 8시~20시 86

삼방 삼방동 70 상설 9시~21시 101

외동 외동 121 상설 10시~22시 -

장유 무계동 114 상설 8시~20시 43

진영 진영읍 진영리 71 5일장�상설 8시~19시 79

진례 진례면 송정리 36 5일장 - 22

구분 결제가능 수단 비고

개인 현금, 공무원 복지카드 현금, 법인카드

법인 현금, 법인카드 개인카드 결제 불가



김해 전통시장 삼방 전통시장 외동 전통시장

장유 전통시장 진영 전통시장 진례 전통시장

소 재 지 :  김해시 호계로 517번길 5-13(동상동)

대표전화 :   055-336-4070  점포수 :   170개

주요상품 :   농·수·축산물, 과일, 의류, 잡화, 떡, 반찬류, 제수용품 등

운영시간 : 08:00 ~ 20:00

주차대수 : 86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김해 최고의 전통시장

■김해의 중심가인 가락로와 호계로 사이에 위치, 시민들의 향수를 간직한시장

■주변에 수로왕릉, 구지봉 등 가야문화 유적이 많아 관광하기 좋음

■다양한 업종을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수용품과 칼국수전으로 유명함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청결하며, 근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함

소 재 지 :  김해시 삼안로 255번안길 6-5(삼방동)

대표전화 :   055-336-0021  점포수 :   70개

주요상품 :   농·수·축산물, 과일, 의류, 잡화, 떡, 반찬류 등

운영시간 : 09:00 ~ 21:00(매월 첫째주 일요일 휴무)

주차대수 : 101대

■1987년 택지준공으로 현 소재지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장

■삼방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음

■인제대학교 및 김해대가 인근에 있어 1인 소비층이 많음

■반찬류, 채소류, 떡 등이 유명함

■최근 서구형 쇼핑몰 형태의 아케이드 설치로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음

소 재 지 :  김해시 내외중앙로 33(외동)

대표전화 :   070-8825-5222  점포수 :   121개

주요상품 :   농·수·축산물, 과일, 의류, 잡화, 떡, 반찬류, 건어물 등

운영시간 : 10:00 ~ 22:00

주차대수 : 상가건물별 주차장

■1995년 택지준공으로 골목상가였으나, 2010년 전통시장으로 등록

■외동 중심상업 지구에 위치하며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임

■금융기관, 의원, 학원 등 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유동 인구가 많음

■생활소재 잡화 및 간단한 먹거리 구입에 용이함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쇼핑하기에 좋은 환경임

소 재 지 :  김해시 장유로 287-22(무계동)

대표전화 :   055-312-3830  점포수 :   114개

주요상품 :   농·수·축산물, 과일, 의류, 잡화, 떡, 반찬류, 국밥 등

운영시간 : 08:00 ~ 20:00

주차대수 : 43대

■1960년 3·8일 장에서 2012년 5월부터 시설현대화 후 상설시장으로 전환

■옛 장유면 중심에 있어 교통이이 편리함,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 13만 신도시

■3·1독립운동기념탑, 장유사, 대청계곡 및 김해관광유통단지 등으로 유명함

■음식료품, 농산물, 생선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넓은 시장부지에 현대식 장옥으로 설치되어 쾌적하고 정감이 있음

소 재 지 :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로 115번길 9

대표전화 :   -  점포수 :   71개

주요상품 :   농·수·축산물, 과일, 의류, 잡화, 떡, 반찬류 등

운영시간 : 5일장(매월 4, 9일), 진영공설마트 08:00 ~ 19:00

주차대수 : 79대

■1935년 4·9일 장과, 진영공설마트 상설시장운영

■진영읍 진영리 구도심에 소재하여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노무현대통령생가, 진영단감축제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등으로 유명함

■진영단감, 딸기 등 지역특산물로 전국적으로 유명함

■2011년 현대식 진영공설마트건립, 시설이 웅장하고 청결함

소 재 지 :  김해시 진례면 송현로 6

대표전화 :   -  점포수 :   36개

주요상품 :   생식품, 의류, 채소, 과일 등

운영시간 : 5일장(매월 5, 10일)

주차대수 : 22대

■1957년 5·10일 장으로 운영

■진례면사무소 인근에 위치하며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함

■분청도자기축제와 김해클레이아크 미술관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생필품 위주의 소규머 전통시장

■2007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