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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원별 기간별 진행률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임기 내 임기 후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발행규모: 50억원/년 

 ❍ 상품권 종류: 2종(5,000원권, 10,000원권)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비 2,092 92 500 500 500 500

 연도별 성과지표 

최종목표  지역화폐 발행(2019년 1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기본계획 수립 및 부서별 사업 발굴(8월)

○ 조례 및 규칙 제정, 사업 홍보 및 가맹정 모집(9~12월)
50

2019년 ○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 50

2020년 ○ 지속 운영 -

2021년 ○ 지속 운영 -

2022년 ○ 지속 운영 -



 추진실적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제정: 2018. 10. 10.

❍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2018. 10. 19.
❍ 가맹점 모집: 2018. 10월 ~ 계속

❍ 판매대행 업무협약(농협 13개소): 2018. 11. 6.

❍ 판매대행점 간담회 개최: 2018. 12. 12.
❍ 상품권 발행 개시: 2019. 1. 15.

 ❍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 오프라인 충전소 확대: 2021. 1월 
   ※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가맹점 현황: 종이형 3,013개소, 카드형 5,443개소(2021. 12. 31. 기준)

❍ 가맹점 현황: 2,632개소(2020. 12. 31. 기준)

❍ 의왕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2021. 12. 31.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발행 판매 환전

계 66,154,982 65,217,059 56,656,885

2019년 5,500,000 5,500,000
(발행액의 100%)

4,929,585
(판매액의 90%)

2020년 18,654,982 18,654,982
(발행액의 100%)

12,528,931
(판매액의 67%)

2021년 42,000,000 41,062,077
(발행액의 98%)

39,198,369
(판매액의 95%)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7,438 3,778 1,328 2,332 6,908 3,703 1,101 2,104
2018년 92 92 91 91

2019년 688 308 190 190 652 308 172 172
2020년 1,970 1,110 246 614 1,962 1,106 244 612
2021년 4,688 2,360 892 1,436 4,203 2,289 685 1,229

 향후계획

❍ 의왕사랑 상품권 판매·관리 및 가맹점 모집: 지속

[기업지원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정해룡 이은웅 김현주
연락처 345-2360 345-2351 345-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