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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시장 판매에 관한 해당 가이드는 퀸즐랜드 주 소수민족 다문화 공동체 위원회의 

SWEEP(여성 고용 및 경제 참여 지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2019년 

가족부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문화,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50명 

이상의 여성들이 워크숍, 관련 정보 설명회 및 개별 설명회에 참가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다수의 여성이 시장 가판대에 관심을 보였으며, 본 가이드는 

해당 여성, 특히 시장 가판대를 처음 개장하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습니다. 

시장 가판대 판매 경험이 풍부하며 노점시장의 개척자인 캐트린 펠텀이 ECCQ의 

SWEEP팀 지원을 받아 본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캐트린은 저희가 주최한 시장 관련 

워크샵 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ECCQ는 캐트린을 비롯해 퍼시픽 아일랜드 여성단체인 

프랜지파니 프렌즈 (Frangipani Friends)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미 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판매하고 있는 빌롱(belong) 지역 자치회와, 

빌롱과 연계된 여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캐트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본 가이드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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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판매하기 좋은 것은? 

시장에 가보고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물건을 사고 파는지, 어떤 제품이 인기가 많은 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문화권의 독특한 물건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 공예품, 장난감이나 의류 등이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직접 만든 공예품, 보석이나 음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들 거리, 입을 거리 또는 먹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지만, 호주에 없는 것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준비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식품 허가증이 필요함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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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대 설치에 필요한 것 & 설치 방법 

판매를 시작할 때 필요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튼튼한 캐노피 천막 – 햇빛과 비로부터 보호해주며 비용은 약 $180입니다. 

● 고정 추 – 바람부는 날 필수이고, 공구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비용은 약 $30-

$60입니다. 

● 야시장이나 이른 아침에 상점을 열 경우 적합한 조명 

● 야외용 테이블 – 접이식 (약 $50), 테이블보 ($50) 

● 진열용 선반 또는 받침 

● 거스름돈, 가격표, 쇼핑백, 명함 

● 구급상자 – 반창고, 두통약, 접착테이프, 가위, 손전등 

● EFTPOS기기와 같은 전자 지급방식 장치 (없는 경우 고객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ATM기기가 설치된 시장에 참가해야 함) 

● 앉을 의자 한두 개 

● 이 모든 물품을 운반할 손수레 

● 처음 판매에 참여하실 경우, 일부 시장에서는 추가 비용으로 테이블과 캐노피 

천막을 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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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형 

여러분과 여러분의 물품에 맞도록 시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의 시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매달 열리는 공예품 및 수공예품만 허용하는 시장 

● 매주 열리는 농산물 시장 – 그러나 경우에 따라 공예품 및 독특한 판매품 “부티크” 

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마운틴그라밧(Mt Gravatt), 록클리(Rocklea), 맨리(Manly), 데이비스 파크(Davies 

Park) 등과 같은 재래시장 

● 빈티지 시장과 같은 일회성 시장에서는 이전 시대 의류 같은 중고물품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문화권의 독특하거나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 

의류, 보석 또는 장식품) 빈티지 시장에 참가해 보십시오. 

● 학교 및 교회 바자회와 같은 바자회 또는 기금 모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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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 매년 1회 또는 2년마다 개최되는 지역 축제 

● 시장은 실내 또는 실외, 혹은 실내외 양쪽에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야시장 

● 강아지 친화적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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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대 예약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 

시장 매니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본인이 참여하기에 좋은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시장이 얼마나 오랜 기간 운영되었습니까? 

● 웹 사이트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까? 

● 시장이 얼마나 붐비는지요? (또한 직접 가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 주차장이 충분한지요?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물품 하차와 철수가 어렵고, 

손님이 많이 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시장을 홍보합니까? 

● 가판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가판대 사용료는 얼마이며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테이블이나 보험 

포함 여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은 몇 개가 있습니까? 

● 가판대 진열공간은 얼마나 큽니까? 

● 공공 책임 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이 필요합니까? (아래의 공공 책임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참고) 

●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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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 시장에 ATM이 있습니까? 

 

시작하기 – 노점상이 처음인가요? 

전날 밤 (또는 시장이 오후나 저녁에 열리는 경우에는 아침에) 물품을 포장하고 

준비하십시오. 음식, 물, 모자, 의자, 휴대 전화 및 조용한 경우 읽을 수 있는 책 등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는 길을 알아 두시고 일찍 도착하십시오. '하차’ 정보를 알아 두십시오. (예: 물품 하차 

장소, 물품을 놓을 곳, 주차 장소, 하차 허용 시간) 일부 시장에서는 특정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거나, 이전에 차량을 시장 밖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장날 전에 자세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이 

정보를 읽으십시오. 

장이 처음 열리는 날 이전에 집에서 셋업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설치할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열릴 때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데, 

첫날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판매 마무리’ 정보를 익혀 두십시오. 시장 매니저는 먼저 정리하라고 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이 가판대를 일찍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판매가 잠잠해졌다고 

해도 마지막 고객이 여러분의 상점에 물건을 사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판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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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친해지려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미소 지으며 친근하게 맞이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앉아 있었다면) 항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 봅시다. 가능하다면, 손님들에게 당신의 상품을 열정적으로 소개해 보십시오. 또한 

손님들에게 여러분의 상품들을 보여주거나, 손님들이 놓쳤을지도 모를 상품을 소개해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가격 측정법 

다음 설명은 한 예시입니다. 모두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가격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수제 물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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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은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고, 다른 상점에선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시장을 

잘 살펴보십시오. 

● 다른 가게에서 비슷한 상품을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 가족이나 친구에게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지 물어보기 

● 다른 가게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각각의 상품을 제가격에 판매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 가격대를 정하고, 처음에는 그 가격대의 중간이나 그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에서부터 

시작해보기 

  

비용 계산하기 

● 재료 (가능하면 도매가격으로 대량 구매) 

● 제작에 들어간 시간 

● 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구매하거나 대여해서 사용한 도구 

  

다음 공식을 활용해 보십시오 

재료비용+($10~$20) X 제작시간 = 가격 A 

재료비용 X 3 = 가격 B 

가격 A + 가격 B/2 = 가격 C 

시장 조사 결과와 가격 C를 비교해보고 알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구매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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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기준 가격 측정. 다음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상품 가격: $10 

배송료: $1 

50% 가격 인상 

$11 + $5.50 = $16.50 혹은 $16.49 

  

시장 가격 기준으로 가격 측정하기 

  

다른 가게에서 상품을 어떤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다른 가게의 상품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상품에 적당하다 싶을 정도로 그 가격 기준으로 더 

저렴하거나 동일하게, 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하는 법 

손으로 직접 만든 간판 등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게 성장에 맞춰 아래 제시해 드리는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 가게만의 크고 작은 표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당신의 가게 이름을 기억하게 하기 

손님들에게 나눠줄 명함 만들기(Vista Print나 Officeworks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명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장에 꾸준히 참여하기 



Korean 

페이스북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하기, 그리고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당신에게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를 손님들에게 알려주기 

 

 
 

공공책임보험 (Public Liability Insurance) 

공공책임보험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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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책임보험은 상점주인이 시장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상점주인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당신의 가판대에서 발을 헛디디어 상해를 입었고 당신 책임이라고 

밝혀진다면 당신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심지어는 해당 손님의 분실 소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장은 이러한 보험을 무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액을 지불해야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은 점주가 

개별적으로 해당 보험을 소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험 비용은 대략 연간 $250입니다. 

  

다른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식품 자격증이나 다른 종류의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종류는 

당신이 속한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당국(Council)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시장 매니저에게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판매시 기타 알아둘 사항 

첫 주가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침착하십시오. 운영해보며 배우고, 

한 번에 한 곳의 시장을 시도해 봅니다.그리고 각각의 시장에서 운영이 잘 되었던 

방식과 그렇지 않았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적인 판매는 여러 요소에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날씨와 장소가 어떤지, 

다른 가게는 어떤 종류가 있을지, 당일에 어떤 이벤트가 열릴지와 같은 문제는 당신이 

제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Korean 

하지만 당신이 바라던 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상품에 적합한 시장을 골랐는가? 

고객에게 적당한 가격을 책정했는가? 

상품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배치를 할 수 있었나? 

당신의 가판대 혹은 비즈니스가 취미나 실제 사업처럼 보이게 만드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취미는 즐거움과 흥미를 위한 것이지 당신이 많은 수입을 내기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수입을 많이 창출하고 싶다면 세금 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www.business.gov.au 가 정보를 확인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이트입니다. 

  

유용한 사이트  및 링크 

지역 페이스북 그룹 

퀸즐랜드주 시장 및 추가 네트워크(QLD Markets & More Networking-) 

퀸즐랜드주 남동부 마켓 매드니스(Market Madness SE Queensland) 

브리즈번 및 퀸즐랜드 주변 지역의 노점상 및 시장 (Stall Holders & Markets in Brisbane 

& Surrounds QLD) 

  

사이트 

브리즈번 키즈(Brisbane kids) www.brisbanekid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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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 리스트(Urban list) www.theurbanlist.com/brisbane/a-list/best-markets-brisbane 

머스트 두 브리즈번(Must do Brisbane)  

www.mustdobrisbane.com/features/brisbanes-best-markets 

www.mustdobrisbane.com/features/sunday-markets-brisbane-dec-22 

더 위켄드 에디션(The Weekend Edition) https://theweekendedition.com.au/ 

  

캐트린 펠트햄(Cathrin Feltham) 소개 

캐트린은 독일 태생이고 1994년에 뉴질랜드로 가서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후 2011년에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옵니다. 캐트린은 시장 판매가 

창의적인 일이고 가정을 돌보는 동안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손수 제작한 머리핀과 봉제인형을 팔기 시작했고 가게 이름을 맘마 

미아 핸드메이드 구디스(Mamma Mia Handmade Goodies)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 맘마 미아 마켓(Mamma Mia Market)이라는 본인의 마켓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켓을 18개월동안 지속했고 파머스 앤 푸드 마켓(Farmers and Food Market), 미드 

위크 이트 앤 무(Mid Week Eat and Moo), 글루 파머스 마켓(Glue Farmer’s 

market)이라는 마켓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켓들은 1년 남짓 운영하였습니다. 비 영어권 

국가에서 이민을 와서 호주를 낯설어 하는 여성이라는 배경 덕분에 캐트린은 창의성을 

추구하고 수입을 얻는 것을 기대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는 것에 열정과 노력을 쏟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