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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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사회적경제조직 27개
   ※ 일반협동조합 18, 사회적협동조합 4, 마을기업 1, 생협 1, (예비)사회적기업 3

❍ 규    모: 통합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채널, 기업홍보영상 제작지원

❍ 기    간: 2019년 ~ 2021년

❍ 사 업 비: 102.3백만원(전액 시비)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비 102.3 - 33.5 40 28.8 -

《 변경내역 》

기  존 변  경

❍ 규    모: 연간 통합브랜드 및 공동
마케팅 1~2개씩 추진

❍ 기    간: 2019. ~ 2022.
❍ 사 업 비: 100백만원(전액 시비)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비 100 20 20 30 30

❍ 규    모: 통합브랜드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채널, 기업홍보영상
제작지원

❍ 기    간: 2019. ~ 2021.
❍ 사 업 비: 102.3백만원(전액시비)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비 102.3 33.5 40 28.8 -



〔절차〕 공약 변경 검토보고(2020.1.31.) → 시민정책단 변경 승인(2020.2.14.)  

〔사유〕 당초 동종 업종별 통합브랜드 6개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회적경제 

관련자 및 창업교육생 간담회(2019. 4월) 시 업종별 브랜드 개발 보다 
의왕시 전체를 융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으로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어 정책에 반영

 연도별 성과지표  

기

존

최종목표  통합브랜드 6개, 공동마케팅 3개 지원(2022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9년 ○ 통합브랜드 1개, 공동마케팅 1개 개발 20

2020년 ○ 통합브랜드 2개, 공동마케팅 1개 개발 30

2021년 ○ 통합브랜드 2개, 공동마케팅 1개 개발 30

2022년 ○ 통합브랜드 1개 개발(상반기) 20

변

경

최종목표
 통합브랜드 1개, 공동마케팅 채널 5개 구축,
 홍보영상 제작 참여 14개 기업 지원(2021년 12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9년
○ 통합브랜드 1개
○ 공동마케팅 채널 3개 구축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 홍보영상 제작 참여 5개 기업 지원

50

2020년
○ 공동마케팅 채널 2개 구축  ※ 카페, 블로그
○ 홍보영상 제작 참여 6개 기업 지원

40

2021년 ○ 홍보영상 제작 참여 3개 기업 지원 10

 추진실적

❍ 사회적경제 다시서기 컨설팅 실시로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사전홍보: 2018. 10. 29. ~ 11. 26.

❍ 고양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벤치마킹: 2019. 1. 15.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19. 2. 25.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 간담회 실시: 2019. 4. 8.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2019. 4. 19.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 위탁 계획 수립: 2019. 4. 30.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개최: 2019. 5. 24.
※ 업체선정: 소셜드림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 협약 체결: 2019. 6. 3.

❍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비 교부: 2019. 6. 14.
※ 통합브랜드 개발 진행

❍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상표 등록 출원(등록)비 추경 확보: 2019. 6. 25.

❍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多가치 의왕’ 개발 완료: 2019. 7. 23.

- 시민공모전 추진 시민공모작에 대한 시상(장려상): 2019. 7. 5.
- 통합브랜드 수정 및 보완 기간: 2019. 7. 5. ~ 7. 23.

❍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참여업체 모집: 2019. 7. 15. ~ 7. 29.

❍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참여업체 선정: 2019. 8. 13.
※ 선정결과: ㈜쿠키라인, 사단법인 나너우리

❍ 의왕시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홍보물 촬영: 2019. 8. 13. ~ 8. 14.

❍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상표권 출원료 지급: 2019. 8. 19.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참여업체 추가 모집: 2019. 10. 23.

     ※ 선정결과: ㈜송학푸드, ㈜디에프, (사협)비지땀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참여업체 현판 수여 완료: 2019. 11. 20.
❍ 사회적경제 공동마케팅 SNS 채널 구축: 2019. 12. 31.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개설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 정산: 2019. 12. 31.
❍ 의왕시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사업 공약변경에 관한 

검토보고: 2020. 1. 31.

❍ 2020년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2020. 2. 14.
❍ 2020년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사: 2020. 3. 13.

❍ 2020년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 협약 체결: 2020. 4. 1.
※ 협약대상: 소셜드림 사회적협동조합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참여업체 추가 모집: 2020. 5. 25.
※ 선정결과: (주)마켓발견, (사협)개똥이네공동육아, (사협)두들, (생협)아이쿱,

찬란한식탁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뒷북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참여업체 SNS(페이스북) 홍보: 2020. 6. 1.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참여업체 홍보영상 촬영: 2020. 6. 20.



❍ 사회적경제 공동마케팅 SNS 채널 구축 완료: 2020. 8. 20.
※ 블로그, 카페 개설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참여업체 홍보영상 제작: 2020. 9. 10.

❍ 통합브랜드 ‘多가치 의왕’ 상표권 출원공고: 2020. 9. 18.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참여업체 현판전달: 2020. 10. 29.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多가치 의왕’ 온라인장터 오픈: 2020. 11. 5.
❍ 통합브랜드 ‘多가치 의왕’ 상표권 확정 등록: 2020. 12. 10.

❍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사업 연장(‘21년) 평가(의결): 2020. 12. 8.

❍ 2020년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 2021. 3. 25.
❍ 2021년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 계획 수립: 2021. 3. 26.

❍ 2021년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사업 협약 체결: 2020. 4. 1.
※ 협약대상: 소셜드림 사회적협동조합

❍ 2021년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참여업체 모집: 2021. 5. 25.
※ 선정결과(3): (사협)다올, 담꽃(협), 의왕소상공인(협)

❍ 통합브랜드·공동마케팅 참여업체 홍보영상 제작: 2021. 6월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102.3 102.3 102.3 102.3

2019년 33.5 33.5 33.5 33.5

2020년 40 40 40 40

2021년 28.8 28.8 28.8 28.8

[기업지원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정해룡 윤은숙 박경선

연락처 345-2360 345-2361 345-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