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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는 사업들을 선별하여 사업내용과 추진체계를 상세히 검토하여 고성과 창출
요인을 진단하고 지역간 연계･협력 측면의 시사점을 분석하였음
우수사업의 선별에 있어 정책 분야를 ‘소상공인 경영지원 분야’, ‘지역상권 매력
증대 분야’, ‘지역주민 소비촉진 분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우수사업
을 선별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검토대상으로 선별된 우수사업은 경기도 8개 사업과 울산광역시 5개 사업이며
정책 분야별로 선별된 우수사업은 다음과 같음
- 소상공인 경영지원 분야 :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경기),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공모사업
(경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울산),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울산)
- 지역상권 매력증대 분야 : 희망상권 프로젝트(경기),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경기), 상생
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경기),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경기), 특성화시장
육성(울산),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울산)
- 지역주민 소비촉진 분야 : 경기지역화폐 발행 사업(경기),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지원(경기), 울산페이 활성화(울산)

우수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기-울산 지역간 소상공인 지원 연계·협
력 사업을 정책협력 분야와 연구협력 분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음
세부사업 제안 Ⅰ (소상공인 정책협력 분야)
- 지역간 협력의 선행과제로 소상공인 공동체 및 민관 협치 강화
- 경기-울산 지역간 소상공인 컨설팅 교류·협력 사업
-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상호 연계
-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 플랫폼 운영 및 지역간 연계
- 경기-울산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연계형 지역화폐 도입

i

세부사업 제안 Ⅱ (소상공인 연구협력 분야)
-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센터 설립 및 데이터기반 현장문제 해결 지원
- 지역화폐 연계 빅데이터 기반 수요자 맞춤형 지원 모델 수립

단기적으로는, 정책개발 및 수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경험과 자원을 울산광역시의 정책 발전을 위해 공유하고 지원하
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정책협력 분야 연계·협력 사업 가운데 “경기-울산 지역간
소상공인 컨설팅 교류·협력 사업”이 특히 경기도에서 울산광역시를 위해 협력하
고 지원하는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사업에 해당됨
- 컨설팅 교류·협력 사업은 상인조직화나 지역공동체 성숙과 같은 제약조건이 적기 때문에
정책당국 차원의 협의만으로도 단기적으로 실행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함
- “혁신형 마케팅 공모 사업”,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등 시장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범사례로서 울산광역시의 지역상권 육성을 위해 ‘재능기부’를 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됨

연구협력 분야 연계·협력 사업 가운데에서도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센터 설립
및 데이터기반 현장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센터 설립’보다 ‘데이터기반 현장문
제 해결 지원’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점진적 접근도 검토 필요
- 경기도가 독자적인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보유한 데이터기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울산지역 현장문제의 해결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고려

경기-울산 “상호연계형 지역화폐 도입”은 지자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단기적
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일반발행’보다는 ‘관광교류 촉진형 정책발
행’ 지역화폐의 형태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도입을 검토함
지역화폐의 지역간 교차사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기술적·제도적 장애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발행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화폐형태(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등), 인센티브 제공방식(선할인
vs. 후적립)과 인센티브 제공비율이 상이하거나 시스템 위탁운영사가 다른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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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기도내 시군 지자체 간에 지역화폐의 교차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울산광역시와 교차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할 상황도 예상됨
-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지역화폐 교차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현행 시군 단위로 사용처가
제한된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의 개편논의까지 맞물려 전개되면서 문제의
양상이 더욱 확대되고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됨

이상과 같은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발행주체인 특수목적형 지역화
폐”(일종의 정책발행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
-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가능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신규 발행을 통해 광역지자체 간 교차사
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가 용이한 조건을 구비
- 신설되는 ‘경기도 지역화폐’는 일반 소비자의 자발적 구매 대상이 아닌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계층, 집단에 대해서만 구매를 허용하되 발행규모는 현행 시군 단위 지역화폐
시스템을 크게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할 필요
- 경기도지사가 발행주체인 관광목적형 정책발행 지역화폐를 새로이 도입하여 경기-울산
지역간 관광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 여가생활 향상,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소상공인 주도형의 지역간 연계·협력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정책협력 합의에서 출발하였지만, 지자체가 기획
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간 협력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자율
적 상호 협력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제4장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공동체 및 민관협치 강화” 및 “프
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사업은 지역 간 소상공인 연계·협력의 지속가능한 사
업모델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장기 추진과제에 해당함

키워드 경기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책협력,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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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2021년 5월 7일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양 지역 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정보 공유에 서로 협력하기로 함
- 경기도지사와 울산시장, 경기연구원장과 울산연구원장은 울산광역시청에서 두 지역과 두
연구기관 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모델 확립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정책의 공유를 추진
- 또한 경기연구원과 울산연구원은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 협력방안 ▲경기-울산 주력
산업 연계 협력방안에 대해 상호 공동연구를 추진

두 지방정부와 소속 연구원이 업무협약에 함께 동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민생문제를 앞장 서 해결하는 모범적인 지역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음
-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간의 정책발전 협약에 명시된 공동연구 과제를
실행하는 과제임

연구의 목적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소비절벽 현상과 이후 전개된 언택트 소비시장의 급성장
등 팬데믹의 충격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
- 이미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거나 휴업, 영업 단축으로 생계 기반이 위축

코로나19라는 경제재난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내
수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 응급 처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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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효과를 발휘
- 특히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지원금 사용 방식은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 매장으로 재난지
원금 사용이 쏠리게 만든 유인 장치로서 그 효용을 입증

한편으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과 관
련된 지자체 차원의 독자 시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역의 특색있는 시책사업들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들은 가급적 많은 지역으로
전파함으로써 소상공인 생존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금번에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
의 일환으로 정책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특히, 소상공인 분야의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상과 같은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상호 연계･협력할 수 있는 공동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협력방안 연구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내용적 범위
경기･울산 소상공인 부문 기초현황 비교 분석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반 현황 검토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범사례 조사분석
경기･울산 지역 간 소상공인 연계･협력 방안 개발

연구의 쟁점과 방법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범용성 및 국지성과 지역 간 협력모델의 가능성
- 소상공인은 업종의 개념이 아닌 사업체 규모(종사자수, 매출액 기준)에 따른 영세 사업체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특정 지역에만 발달하는 특화산업과는 달리 전국 모든 지자체
에서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
- 때문에 지자체마다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조차 그 내용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며, 이는 곧 지역별 특화산업 간 기능 분담에 기반한
연계화 전략을 적용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으로, 지역별 자연환경, 인구구조, 소득수준, 도시 형태 등 배후상권의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의 세부적 업종/품목구조, 경쟁 수준, 경영성과 등의 존립 양상이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이러한 지역적 차별성을 잘 반영하여 입안되고
실행될 때 효과가 높아짐
- 이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국지성 또는 지역 밀착형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
며, 따라서 특정 지역의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에 이식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범용성과 국지성이라는 양면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지역 간 협력모
델은 매우 까다로운 실험이며 선행 사례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임

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상호 학습 및 공동사업화 시도
- 범용성에 기인하여 지역별로 유사한 유형의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분야별로 우수사
례들을 발굴, 심층분석 하여 지역 간 상호 벤치마킹 방안을 제시할 여지가 있음
- 또한 지역주민들 간에 상대방 지역의 생산품을 좋은 품질과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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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을 신설한다거나 거주지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관광목적으로 상대
방 지역을 방문할 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지역 간 공동이익
추구형 협력사업을 시도할 여지도 있음
- 많은 한계와 제약조건을 안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지역 간 연계･협력 모델을 창출하
기 위한 시도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소상공인의 생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발전에 작지만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기존 연구는 경기도 또는 울산광역시 각 지역별 현황이나 기존 시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각 지역에서 시행된 시책사업을 비교하여 장점을 상호학습하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선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큰 차이가 있음
[표 1-1] 주요 선행연구
구분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1

•과제명: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 신기동 외(2016)
•연구목적: 경기도 예산으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소상공인의 일반 현황과 문제점 진단
•소상공인 관련 정부 및 경기도 지원정책 검토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설문조사 분석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제시

2

•과제명: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및
자립을 위한 연구
•연구자: 이경우(2013)
•연구목적: 울산지역 5개 구･군별 1개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문제점 분석 및 국비
사업 연계 활성화 방안 제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 육성전략
•5개 사례 전통시장 이슈 분석
•울산 전통시장 육성방안(세부 실행사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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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부문 기초현황 비교분석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수는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경기도의 증가세는 강해지는 양상
통계청 SDC 통계 데이터 센터를 방문, 기업등록부 자료를 가공 및 반출하여
경기도 및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기초현황 추출1)
경기도 내 활동 중인 소상공인 사업체 수(이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약 130만 6천여 개2)
-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0년 88만 7천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2014년 처음으
로 100만 개를 돌파했으며, 2016년 이후 5%를 상회하는 사업체 수 증가율이 지속되며
2019년에는 130만 6천여 개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울산광역시의 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9만 9천여 개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0년 8만 2천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9만 개를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2019년 10만 1천여 개를 기록

2016년 이후 경기도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 증가율이 울산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
- 경기도가 울산광역시에 비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 증가세가 높은 이유 첫 번째는 경기적인
요인으로, 울산광역시에 비해 경기도가 조선업 불황 여파에 따른 경기 위축이 덜했으며,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더 빨랐기 때문으로 추정
- 반면, 경기도의 경우 많은 4~50대 노동자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에서 실직한 이후
재취업을 하지 못해 비교적 진입이 쉬운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이 많아 울산광역시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존재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모두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중 활동 중인 소상공인 사업체
의 비중은 85%~90% 수준
1) 반출 데이터 중 일부가 비식별화 조치로 인해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는 0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D, E, F, G, H, I, J, L, L, M, N, P, Q, R 산업에 속한 사업체 수만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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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경기도 및 울산광역시의 연도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증가율 추이
(단 위 : 개,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기도
총사업체 수

울산광역시

활동 중인 사업체 수

981,272

총사업체 수

887,644

활동 중인 사업체 수

90,165

81,949

-

-

-

-

1,056,985

929,094

95,533

84,611

(7.72)

(4.67)

(5.95)

(3.25)

1,096,001

944,713

97,971

85,306

(3.69)

(1.68)

(2.55)

(0.82)

1,113,058

954,797

98,835

85,814

(1.56)

(1.07)

(0.88)

(0.60)

1,154,650

1,000,239

102,019

89,307

(3.74)

(4.76)

(3.22)

(4.07)

1,194,165

1,009,093

104,455

89,920

(3.42)

(0.89)

(2.39)

(0.69)

1,246,208

1,075,817

107,373

93,709

(4.36)

(6.61)

(2.79)

(4.21)

1,291,717

1,140,020

109,452

97,064

(3.65)

(5.97)

(1.94)

(3.58)

1,376,242

1,216,135

111,758

99,326

(6.54)

(6.68)

(2.11)

(2.33)

1,471,899

1,306,201

114,728

101,715

(6.95)

(7.41)

(2.66)

(2.41)

자료 : 통계청 기업등록부(SDC 통계데이터센터 방문일 : ’21.09.16.).
주1 : 총사업체 수는 기업등록부 상 활동 구분이 활동, 비활동, 폐업으로 분류된 모든 사업체 수의 합을 의미
하며, 활동 중인 사업체 수는 활동 구분이 활동으로 분류된 사업체의 수를 의미함.
주2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사업체 수 증가율을 의미함.
주3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D, E, F, G, H, I, J, L, L, M, N, P, Q, R 산업에 속한 사업체 수
를 이용하여 집계.

두 지자체 모두 사업체 수 비중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가장 높으며, 고용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
2019년 기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모두 전체 소상공인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에 속한 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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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수 대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상공인 사업체 비율은 각각 32.97%, 2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그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 1~3위 순서는 동일하나, 경기도는 울산광역시에 비해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속한 사업체 수의 비중이 약 9%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수 비중이 경기도에 비해 약 7%p 높은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차이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여 비수도권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달리 동해안 관광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2-2] 2019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수 대비 산업별 사업체 수 비중
(단 위 : 개, %)

산업명

경기도
사업체 수

울산광역시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65

0.27

144

0.1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904

0.15

159

0.16

건설업

95,939

7.34

8,773

8.63

도매 및 소매업

299,386

22.92

23,391

23.00

운수업

146,323

11.20

12,221

12.01

숙박 및 음식점업

153,170

11.73

18,908

18.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281

1.55

454

0.45

금융 및 보험업

4,759

0.36

434

0.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30,643

32.97

24,158

23.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475

2.64

2,457

2.4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27,027

2.07

2,113

2.08

교육서비스업

46,856

3.59

4,578

4.5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649

0.82

987

0.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224

2.39

2,938

2.89

자료 : 통계청 기업등록부(SDC 통계데이터센터 방문일 : ’21.09.16.).
주1 : 사업체 수는 활동구분이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체의 수를 의미함.
주2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D, E, F, G, H, I, J, L, L, M, N, P, Q, R 산업에 속한 사업체 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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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고용인원 대비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추정
-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전체 소상공인 고용인원 대미 도매 및 소매업 고용 비중은 각각
33.31%, 26.95%로 나타나 가장 높은 고용 비중을 나타냄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사업체 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의 경우 1인 사업체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 비중은 낮은 것으로 추정
- 경기도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고용 비중이 울산광역시보다 약 6.3%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만, 울산광역시는 경기도에 비해 건설업 및 운송업 고용 비중이 각각 약 4.5%p, 2.7%p
높은 것으로 추정
[표 2-3] 2019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고용인원 대비 산업별 고용비 중
(단 위 : 명, %)

산업명

경기도
고용인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울산광역시
비중

사업체 수

비중

239

0.05

19

0.0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150

0.47

134

0.40

건설업

88,238

19.37

7,996

23.85

도매 및 소매업

151,754

33.31

9,034

26.95

운수업

18,078

3.97

2,255

6.73

숙박 및 음식점업

76,943

16.89

5,828

17.3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727

2.35

293

0.87

금융 및 보험업

1,824

0.40

100

0.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113

4.85

1,278

3.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512

5.60

1,703

5.0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12,755

2.80

1,051

3.14

교육서비스업

12,892

2.83

969

2.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668

5.41

2,436

7.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680

1.69

428

1.28

455,573

100

33,524

100

합 계

자료 : 통계청 기업등록부(SDC 통계데이터센터 방문일 : ’21.09.16.).
주1 : 사업체 수는 활동구분이 활동으로 분류된 사업체에 속한 고용인원을 의미함.
주2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D, E, F, G, H, I, J, L, L, M, N, P, Q, R 산업에 속한 사업체 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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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두 지자체의 사업체당 고용인원은 유사한 수준
2019년 기준 경기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에 비해 약 10% 높은 수준 기록
- 2019년 기준 경기도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153.9백만 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140.0백만 원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에 비해 약 10%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더 높은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도 소비심리가 울산광역시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경기도의 임대료, 인건비 수준이 울산광역시에 비해 높아 전반적으로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임
[표 2-4] 경기도 및 울산광역시의 연도별 소상공인 매출액 추이
(단 위 : 백만 원)

연 도

경기도
총매출액

울산광역시
평균 매출액

총매출액

평균 매출액

2010

887,644

119.9

81,949

112.8

2011

929,094

130.3

84,611

126.7

2012

944,713

135.6

85,306

133.7

2013

954,797

138.7

85,814

137.2

2014

1,000,239

141.7

89,307

137.7

2015

1,009,093

154.2

89,920

148.0

2016

1,075,817

151.8

93,709

142.2

2017

1,140,020

157.0

97,064

143.7

2018

1,216,135

157.1

99,326

141.0

2019

1,306,201

153.9

101,715

140.0

자료 : 통계청 기업등록부(SDC 통계데이터센터 방문일 : ’21.09.16.).
주1 : 활동구분이 활동으로 분류된 사업체 수 및 해당 사업체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당 매출액 계
산.
주2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D, E, F, G, H, I, J, L, L, M, N, P, Q, R 산업에 속한 사업체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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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고용인원(총고용)은 각
각 0.35명, 0.33명으로 유사한 수준 기록
- 2019년 기준 상용근로자의 경우 경기도 0.2명, 울산광역시는 0.19명이며, 임시근로자의
경우 경기도 0.15명, 울산광역시 0.14명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 간 고용구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두 지자체 모두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 2-5] 경기도 및 울산광역시의 연도별 사업체당 고용인원 추이
(단 위 : 명,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기도
총고용

상용직

울산광역시
임시직

총고용

상용직

임시직

0.29

0.12

0.17

0.26

0.12

0.15

(100.0)

(42.0)

(58.0)

(100.0)

(44.2)

(55.8)

0.30

0.13

0.17

0.28

0.12

0.16

(100.0)

(41.8)

(58.2)

(100.0)

(43.6)

(56.4)

0.32

0.14

0.18

0.29

0.13

0.16

(100.0

(42.6)

(57.4)

(100.0)

(43.5)

(56.5)

0.33

0.14

0.19

0.31

0.14

0.17

(100.0)

(42.8)

(57.2)

(100.0)

(44.0)

(56.0)

0.34

0.15

0.19

0.31

0.14

0.17

(100.0)

(44.5)

(55.5)

(100.0)

(45.4)

(54.6)

0.36

0.17

0.19

0.33

0.15

0.18

(100.0)

(46.5)

(53.5)

(100.0)

(46.4)

(53.6)

0.36

0.18

0.18

0.33

0.16

0.16

(100.0)

(49.4)

(50.6)

(100.0)

(50.0)

(50.0)

0.36

0.19

0.17

0.33

0.17

0.15

(100.0)

(52.8)

(47.2)

(100.0)

(52.8)

(47.2)

0.35

0.19

0.16

0.33

0.18

0.15

(100.0)

(54.9)

(45.1)

(100.0)

(55.6)

(44.4)

0.35

0.20

0.15

0.33

0.19

0.14

(100.0)

(56.8)

(43.2)

(100.0)

(57.4)

(42.6)

자료 : 통계청 기업등록부(SDC 통계데이터센터 방문일 : ’21.09.16.).
주1 : 활동 구분이 활동으로 분류된 사업체 수 및 해당 사업체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
주2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D, E, F, G, H, I, J, L, L, M, N, P, Q, R 산업에 속한 사업체의
고용인원을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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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창업률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폐업률은 울산광역시가 더 높은 수준
- 2019년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창업률은 각각 10.84%, 10.77%로 유사한 수준
을 기록하고 있으나, 두 지자체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업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
- 2019년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폐업률은 각각 12.13%, 14.03%로 울산광역시
의 폐업률이 경기도에 비해 1.9%p 높은 수준을 기록
- 울산광역시가 경기도에 비해 2019년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제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높아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2-6] 경기도 및 울산광역시의 연도별 창업률 및 폐업률 추이
(단 위 : %)

연 도

경기도
창업률

울산광역시
폐업률

창업률

폐업률

2011

12.18

16.50

12.13

17.08

2012

12.90

17.65

13.11

15.73

2013

12.27

16.46

11.93

14.73

2014

12.27

15.20

12.22

14.48

2015

12.31

14.55

12.14

14.52

2016

12.25

16.70

12.20

15.04

2017

11.53

14.26

11.75

13.54

2018

11.24

13.28

10.97

13.43

2019

10.84

12.13

10.77

14.03

자료 : 통계청 기업등록부(SDC 통계데이터센터 방문일 : ’21.09.16.).
주1 : 창업 사업체 수는 활동 구분이 활동으로 분류된 사업체 자료를 이용했으며, 폐업 사업체 수는 활동 구
분이 해당연도에 폐업으로 기록된 사업체의 수를 이용하였음.
주2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D, E, F, G, H, I, J, L, L, M, N, P, Q, R 산업에 속한 사업체의
고용인원을 이용하여 계산.
주3 : 창업률과 폐업률 모두 전년도 소상공인 총사업체 수 대비 당해연도 각 사업체 수의 비중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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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경기도에서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며, 울산광역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9년 기준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하수･폐기
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사업체당 평균 369.7백만 원으로 추정
-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0.1백만 원, 도매 및 소매업 318.8백만 원 순
- 평균 매출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42.3백만 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50.6, 73.6백만 원을 기록

울산광역시에서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사업체당 평균 353.0백만 원으로 추정
- 다음으로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97.1백만 원, 도매 및 소매업
264.2백만 원 순
- 평균 매출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36.6백만 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62.1백만 원, 65.1백만
원을 기록

경기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체는 울산광역시 동 산
업 사업체에 비해 평균 매출액이 72.6백만 원 더 높은 것으로 추정
- 이 외에도 경기도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울산광역시
동 산업 사업체에 비해 각각 65.7백만 원, 56.7백만 원, 54.6백만 원 높은 것으로 추정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외에 나머지 산업에서는
경기도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울산광역시 사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울산광역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사업체는 경기도 동 산업 사업체에
비해 평균 매출액이 115.6백만 원 더 높은 것으로 추정
- 이 외에 운수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경기도 동 산업
사업체에 비해 각각 23.7백만 원, 12.9백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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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2019년 기준 경기도 및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업별 평균 매출액
(단 위 : 개, 백만 원)

산업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경기도
사업체
평균
수
매출액
3,565
50.6
1,904

369.7

울산광역시
사업체
평균
수
매출액
144
166.2
159

297.1

건설업

95,939

305.2

8,773

248.5

도매 및 소매업

299,386

318.8

23,391

264.2

운수업

146,323

96.9

12,221

120.6

숙박 및 음식점업

153,170

139.9

18,908

104.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281

129.7

454

101.0

금융 및 보험업

4,759

156.0

434

9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30,643

42.3

24,158

3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475

141.6

2,457

125.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27,027

130.8

2,113

119.6

교육서비스업

46,856

73.6

4,578

6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649

340.1

987

35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224

89.0

2,938

62.1

자료 : 통계청 기업등록부(SDC 통계데이터센터 방문일 : ’21.09.16.).
주1 : 사업체 수는 활동 구분이 활동으로 분류된 사업체 자료를 이용했으며, 평균 매출액은 산업 전체 매출
액을 사업체 수로 나눈 값.
주2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D, E, F, G, H, I, J, L, L, M, N, P, Q, R 산업에 속한 사업체의
고용인원을 이용하여 계산.

2019년 기준 경기도는 울산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
련 서비스업 고용이 많으며, 울산광역시는 경기도에 비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고용이 많음
2019년 기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모두 사업체 평균 고용이 가장 많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며, 울산광역시가 상용근로자 비중이 더 높은 편
- 경기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사업체당 총 고용인원은 2.32명이며, 상용근로자는
1.57명(67.8%), 임시근로자는 0.75명(32.2%)
- 울산광역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사업체당 총 고용인원은 2.47명이며, 상용근로자는
1.82명(73.7%), 임시근로자는 0.65명(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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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울산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울산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
- 경기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각각 0.25, 0.38, 0.12명이며, 이는 울산광역시 동 산업보다 1.69, 1.66, 1.63배 높은 수준

울산광역시는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의
고용인원이 경기도에 비해 높은 수준
- 울산광역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각각 0.13, 0.18명이며,
이는 경기도 동 산업보다 1.97, 1.49배 높은 수준
[표 2-8] 2019년 기준 경기도 및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업별 평균 근로자 수
(단 위 : 개, 백만 원)

산업명

경기도

울산광역시

총

상용

임시

총

상용

임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7

0.04

0.03

0.13

0.11

0.0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13

0.80

0.33

0.84

0.63

0.21

건설업

0.92

0.46

0.46

0.91

0.47

0.44

도매 및 소매업

0.51

0.32

0.19

0.39

0.24

0.15

운수업

0.12

0.08

0.05

0.18

0.13

0.06

숙박 및 음식점업

0.50

0.20

0.31

0.31

0.12

0.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53

0.35

0.18

0.65

0.42

0.23

금융 및 보험업

0.38

0.26

0.12

0.23

0.19

0.04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5

0.04

0.01

0.05

0.04

0.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74

0.50

0.24

0.69

0.47

0.2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0.47

0.27

0.20

0.50

0.29

0.20

교육서비스업

0.28

0.15

0.13

0.21

0.12

0.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2

1.57

0.75

2.47

1.82

0.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25

0.11

0.13

0.15

0.08

0.07

자료 : 통계청 기업등록부(SDC 통계데이터센터 방문일 :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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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지원정책 일반 현황
1)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요
(1) 2021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강화
소상공인 재난지원을 위한 버팀목 자금, 저금리 임차료 대출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 및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지급
-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 또는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심 추가 피해지원
- (소상공인 저금리 임차료 대출) 집합 금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지원
및 영업 제한 소상공인 융자자금, 보증료 경감
[표 2-9] 소상공인 재난지원 항목
구분
지원 시기

새희망자금(2차)

버팀목 자금(3차)

’20. 09 ~ ’20. 12 ’21. 01 ~ ’21. 05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
’21.03~21.06

지원 전국
규모
(추정) 경기

294만 명

280만 명

385만 명

74만 명

66만 명

91만 명

소요 예산

3.3조 원

4.1조 원

6.7조 원

Ÿ 일반업종 100만원
Ÿ 특별피해업종
Ÿ
- 수도권
Ÿ 일반업종 100만원 Ÿ
지원대상 및
(영업제한) 150만원 Ÿ 집합제한 200만원 Ÿ
지급내용
(집합금지) 200만원 Ÿ 집합금지 300만원 Ÿ
- 비수도권
Ÿ
(집합금지) 200만원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2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100만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 “2021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가입 채널 다변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누적 가입자 지속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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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전환지원
스마트상점･슈퍼 확산 및 스마트공방 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
- 스마트시범상가 100곳 지정하여 업종별 단체와 협업 및 소상공인 필요기술 2만 개 상점
보급
- ’21년부터 연간 800개씩 스마트슈퍼 전환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 육성
- 소공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소공인 집적지 중심의 스마트공방 확산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및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추진 예정
-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전통시장에 전문가(디지털 매니저) 매칭 및 시장 특성에 맞는
온라인 진출 지원
- 전통시장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방식의 결제 단말기 보급 추진
-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디지털 특화 거리, 온라인 판매, 복합 라운지를 패키지로 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창업) 유망업종 중심 혁신 창업 유도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확충 예정 (’15년 6개 → ’21년 15개
지역 →’22년 17개 지역)
- 창업 희망 예비소상공인 대상 업종별 전문기술 습득 지원을 위한 교육 바우처 운영

소상공인 매출 기반 강화 및 혁신성장 지원
- 업종별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온라인 실시간 교육 시행 및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교육
- 소공인 집적지 공동기반 시설 및 복합지원센터(기획-디자인-제품개발-전시･판매) 확대
- 중･저신용자 대상 전용 특례 보증 지원

(퇴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 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컨설팅 및 이후 재기 전략 등 폭넓은 컨설팅 지원
- 폐업･재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부 등 법률 자문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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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지역상권 성장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3조 원으로 확대하여 전통시장･상점가 상인들의 매출 증대 도모,
모바일상품권 발행을 통해 온･오프라인 사용처를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 증진
- 고객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한 전통시장에 주차장 설치 지원 및 노후화된 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 新상품･서비스 중심 전문몰 형태인 ‘혁신형 청년몰’ 도입 및 청년몰 핵점포 양성

[표 2-10] 2021년 정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및 예산
(단위 : 백만 원)

중점 추진 과제

’21 예산액

계

14,727,489

코로나19 피해지원 강화

12,888,607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11,386,046

저금리 임차료

1,000,000

① 소상공인 재난지원 내실화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②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디지털 경쟁력 강화

2,561
169,769

스마트상점･슈퍼

28,700

스마트공방 기술 보급･확산

29,400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2,400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추진

17,859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72,550

상권 정보시스템 고도화

3,300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

15,560

①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② 디지털 전환지원 기반 강화
생애주기별 지원
① (창업) 유망업종 중심 혁신 창업 유도

500,000

1,252,63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8,950

생활혁신형창업지원

518

실무형 소상공인 창업지원

10,859

업종별 온라인교육

2,390

② (성장) 매출 기반강화 및 혁신성장 지원

소상공인 혁신성장 유도

69,014

③ (퇴로) 원활한 재기 지원

Ÿ 폐업(예정)소상공인 사업정리지원
Ÿ 법률자문 지원 등

중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

1,081,800
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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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중점 추진 과제

’21 예산액

전통시장･지역 상권 성장 촉진

①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② 지역 상권 활성화

416,482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

274,900

특성화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23,93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89,112

청년상인 적극 양성
(혁신형 청년몰 등)

10,680

Ÿ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Ÿ 지역사랑상품권 신속 발행･･판매 등

17,859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2020년 기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하여 혁신형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 강화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1,700
억 원), 지역 내 도시 정비, 재개발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100억 원) 지원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
자금(500억) 확대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온라인시장 진출사업으로 변경 및 지원예산 대폭 확
대 (’19년 80억 원 →’20년 313억 원)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 선정 후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 확대
TV를 활용한 판매 지원 및 상품화 지원, 교육 지원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 신설 및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제품･공정･서비스 단계 등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및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도입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적용한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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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기 지원 지속 추진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지원 및 취업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비 과밀･틈새 업종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의 교육 및 멘토링 지원사업(재창업패
키지 사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가입자 확대

[표 2-11]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역
구
분
소
상
공
인
정
책
자
금
(융
자)
소
상
공
인
생
애
주
기
별
지
원

사업명

예산
(억원)

개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11,025
운영자금 지원

35,600

소상공인

청년고용특별자금

자금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

4,475

14,400

소상공인

소공인 특화자금

필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
필요한 자금 지원

4,500

9,000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2,300

4,600

소상인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혁신형 소상공인의 필요자금
지원

700

1,400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 예비창업자 선발 후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지원

166.6

450명

신사업분야
예비창업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성공불융자 지원

156

1,000명

신사업분야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경영교육

경영/기술 환경관련
전문기술교육/경영개선교육
지원

120.6

30,000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역량강화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지원

79.8

5,500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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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상
공
인
생
애
주
기
별
지
원

예산
(억원)

지원
규모

사업명

개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나들가게 육성

동네슈퍼 중 희망점포를
나들가게로 선정 후 점포환경 및
운영개선 지원

(나들가게)
1,700개
52
(선도지역)
10개

(나들가게)
동네슈퍼,
(선도지역)
기초지자체

중소슈퍼 협업화

동네슈퍼 체인화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 지원

35 10개 내외

슈퍼조합
중소유통단체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브랜드 홍보, 해외진출 등
맞춤지원

10.3 15개 내외

소상공인 중소
가맹본부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지원
시장 진출 지원

207

313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인 발굴 및 성공모델
확산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및
위한 생활혁신형
제품･공정･서비스 단계에
기술개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33

백년가게 육성

지원대상

450개
조합

3,000개
업체

(예비)소상공
인협동조합

소상공인

도소매 및
음식업종 업력
300개
30년이상
내외
소공인,
소상공인
150개
내외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발굴･보급하여
스마트상점기술 보급 경영서비스 혁신 및 자생력강화

16.5

(상점가,
1,050개
내외 상가밀집지역,
전통시장)

희망리턴패키지

안정적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지원

345

25,000건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및
멘토링 지원

75

6,000건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기준보수
1~4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일부지원

22

9,500명 1인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폐업･사망 등 경영위기 발생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

-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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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소상공인

구
분

소
공
인
특
화
지
원

예산
(억원)

사업명

개요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공동전시장, 공동장비실,
공동창고,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원

제품 판매촉진
제품･기술 가치 향상

지원
규모

지원대상

130.2

7곳 내외

지자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등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80

260개사

소공인

제품･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비용 지원

39

65개사

소공인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구축･운영
마케팅까지 지원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

75

2곳 내외

지자체

자료 : “내년 소상공인에 2조 5,000억 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9.12.30.)

2021년 사업별 주요 변경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약계층 지원 및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자금 신설
- 저신용 취약계층 등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설(’21. 11,000억 원) 및 스마트상점･공
방 구축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설(’21. 3,0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스템 개편으로 수요자 편의 개선
- 현장 방문 없이 정책자금 상담부터 대출실행까지 全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 및 소진공-신
보중앙회 업무망 연결로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정보 공유를 통한
대리대출 체계 간소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온･오프라인 창업지원 트랙 별도 운영, 신사업창업사관학
교 확대 설치(3개소)
- 지원 규모 : (’21) 500명(13기, 14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 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진출 지원 강화 (지원업체 확
대 4만 개 사 → 5만 개 사 내외) 및 스마트 플래그쉽 스토어, 구독경제 등 신규사
업 추진
(스마트슈퍼 확산) 동네슈퍼가 비대면 소비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생력을 갖추도록 무인점포 등 스마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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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시범 5곳 → (’21년) 전국 800개 동네 슈퍼 스마트기술･장비 도입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신규 협동조합 지원 유형(고성장형) 신설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준비, 협업 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10개소 → (확대) 전국 11개소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의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
굴하여 백 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예산 ’21.
58.5억 원)
-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사업장 시설개선 등 (700개사 내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공모를 통해 상점가를 선정하고,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집중 보급하여 경영개선 등 우수사례 창출
- 지원 상점가 확대 : (’20년) 스마트상가 55곳 → (’21년) 100곳

(희망리턴패키지)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신규 지원 (’21년)
- 특화 아이템, 마케팅,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 지원
(단, 민간부담 50% 시 최대 1,000만 원 국비 지원)

(스마트공방기술보급)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예산 ’21. 294억 원)
-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 지원(4천 9백만 원, 70% 한도)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예산 ’21. 67.2억 원)
- 작업장 개선 비용 지원(4.2백만 원, 7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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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반 현황3)
(1) 핵심 목표와 주요 사업내용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 교육플랫폼 공식 개설 및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경영역량강화 교육플랫폼 공식 개설･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교육 사각지대 해소
- 수강신청 및 교육, 수료증 자동 발급 등 연중 상시 무중단 원스톱 교육 이력 관리 체계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편의성 강화(경기신용보증재단 연계)

소상공인 생애주기 및 디지털 역량 수요를 반영한 비대면 교육콘텐츠 확대 운영
-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사업 7,583명, 노동법률교육 1,672명 수료
- 온라인 콘텐츠 7과정(54편) 개발 추진, 민간기관 콘텐츠 무상 도입 3과정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청년사관학교 창업패키지 지원을 통한 외식업 청년창업 성공모델 육성
- 예비 청년 창업자 20명 평가 및 선정 / 홍석천 사관학교장 임명 및 입학식 진행
- 품평회 개최 완료(최종 순위 내 예비창업자 방송 홍보 기회 특전)
- 창업 준비･실무교육 추진(집합, 창업 분과벌 컨설팅･멘토링 진행)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 재창업 지원
- 재기 장려금･기술 훈련비 지원을 통한 폐업 소상공인 재기 기회 지원
- 창업 때 현실적 지원항목 구성 및 재창업자금 연계를 통한 경영 안정성 향상

‘코로나19’ 극복 지속 가능 모델 발굴
- 비대면 소비 습관 고착화 대응을 위한 고객 편의 플랫폼 운영
- 교육콘텐츠(비대면･온라인) 확대 운영
- 온라인 등 디지털 판로 지원 확대
3)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대부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0년 업무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보고자료를 발췌, 재정리한 내용임.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편의점 근접출점 규제 등 넓은 의미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관련 시책들이 경기도청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경기도 독자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제도,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경기도는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상기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되는 사업이 매우 많지만, 경기도 독자 사업만 소개한 것임.

제2장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반 현황 검토∣27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개인(점포)별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점포 육성
- 경쟁력 있는 점포의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낙수효과 유도
- 권역별 상인회의소 운영 등 상인 간 거버넌스 거점 구축을 통한 자생력 강화

상권별 특화 요소 개발로 경쟁력 있는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 육성
- 경기도 대표 브랜드 시장 육성, 상권 회생을 견인하는 특성화 지원
- 지역특화 콘텐츠 연계 등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으로 깨끗하고 믿음 가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촘촘한 현장 지원 강화
- 시각적 상품화 디자인 사전 컨설팅 및 환경개선을 통한 시장 분위기 개선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경기지역화폐 내실화를 위한 홍보 다각화
- 뉴미디어 및 공중파 등 파급효과가 큰 매체별 광고 제작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
제고(인쇄, TV, 라디오 등)
- 홍보 마케터 9명 모집･배치하여 경기지역화폐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한 시의성 있는 콘텐
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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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2021년 경기도 시장상권 사업예산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2020년

2021년
계

자체

도비

합계 (21년도 4개 부문 31개 사업)

142,455

33,638

15,939

17,699

0

0

-108,817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3)

11,294

9,609

0

9,609

0

0

-1,685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6,214

4,409

-

4,409

-

-

-1,805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3,000

2,700

-

2,700

-

-

-300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1,000

1,000

-

1,000

-

-

0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1,080

1,500

-

1,500

-

-

420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14)

18,966

12,739

10,359

2,380

0

0

-6,227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

700

889

889

-

-

-

189

소상공인 전문인력양성

-

500

500

-

-

-

500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400

500

500

-

-

-

100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150

200

200

-

-

-

50

종합 콜센터 및 컨설팅 운영

260

710

710

-

-

-

450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50

0

-

-

-

-

-50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10,600

6,000

6,000

-

-

-

-4,600

혁신 소공인 육성지원

600

600

-

600

-

-

0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200

200

200

-

-

-

0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

100

100

100

-

-

-

0

프랜차이즈 사후관리

40

40

40

-

-

-

0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

120

110

20

90

-

-

-10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470

690

-

690

-

-

220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1,700

1,200

1,200

-

-

-

-500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1,000

1,000

-

1,000

-

-

0

2,413

0

-

-

-

-

-2,413

13

0

-

-

-

-

-13

150

0

-

-

-

-

-15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소진공)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
(일자리재단)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일자리재단)

국비 시군

증감

계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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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2020년

2021년
계

자체

도비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12)

7,366

8,290

2,940

5,350

0

0

924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

150

750

150

-

-

-

0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740

740

740

-

-

-

0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

810

810

810

-

-

-

0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지원

500

500

500

-

-

-

0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500

750

-

750

-

-

250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1,000

1,000

-

1,000

-

-

0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2,000

3,000

-

3,000

-

-

1,000

전통시장 혁신형마케팅 공모사업

300

300

300

-

-

-

0

전통시장 상점가 화재무인경비시스템 개발

100

100

-

100

-

-

0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

500

0

-

-

-

-

-500

경기도 상인동아리 지원사업

100

100

100

-

-

-

0

666

0

-

-

-

-

-666

경기상인 e-쇼핑 기반조성 프로젝트

0

340

340

-

-

-

340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허브

0

500

-

500

-

-

500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2)

104,719

3,000

2,640

360

0

0

-101,719

경기지역화폐홍보 및 활성화

2,940

2,640

2,640

-

-

-

-300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지원

1,050

0

-

-

-

-

-1,050

소상공인 온라인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729

360

-

360

-

-

-369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

100,000

0

-

-

-

-

-100,000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

110

0

0

0

0

0

-110

3개 권역 경영지원센터 운영

110

0

-

-

-

-

-100

전통시장 배송 및 관리요원 배치 지원사업
(소진공)

국비 시군

증감

계

(2)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요약
소상공인 단계별 종합지원 및 위기 대응 지원체계 마련
(정보제공) 자영업 과당경쟁 업종의 무분별한 생계형 창업 방지를 위한 상권분석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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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기반의 업종별 상권 정보제공, 생활 밀접업종 73개 기준
-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창업･폐업 정보 및 업종별 과밀지수･위험지수 제공

(창업단계) 경영역량 강화로 실패 없는 성공 창업 유도
- 기본교육, 성공노하우 전수 등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교육
- 청년창업 및 재창업자 경영안정성･성공가능성 향상을 위한 창업패키지 지원

(영업단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개선 및 판로, 기술개발 도
모
- 경영애로 실질해소를 위한 점포환경개선비용 지원
-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판로방향성 다각화를 통한 지원범위 확대
- 소공인의 인식 제고 및 기술혁신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기반 육성

(재기단계) 경영실패에 따른 충격완화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기 기회 마련
- 재창업 패키지(컨설팅, 사업화 지원), 재창업 보증지원 지원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공정한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조직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 지역주민, 상인, 임대인 등 30명 이상 지역주민단체 구성원을 참여하는 공동체 조직
- 지역대학, 지역단체 및 임대 상인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협업 공모사업 확대

(조직화매니저 지원)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통한 상권자생력 강화
- 지역 상권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화매니저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력 강화) 방역물품 구입･지원, 상인회 온라인교육 추진
- 상인회 249개소 대상 방역물품 구입･지원으로 안전한 상권조성 및 소비자 불안요소 제거
- 감염병 위기 상황 속 비대면 온라인 경영교육 실시(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상권역량 강화) 상권 리더 양성 및 상권 적합 교육프로그램 도입
-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훈련 시행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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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특화요소 개발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도 자체의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회생 및 상권 활성화
-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요소 발굴, 자생력 기반 마련 및 상권 활성화
를 종합 지원하는 상권진흥구역 지정
- (경기 공유마켓) 시장 내 유휴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한 경기 공유마켓
육성
- (경기도형 혁신시장) 특화콘텐츠 발굴 통한 新시장 조성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다각화
유튜브, SNS, 박람회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화폐 도민 인식 강화
- (홍보) 광고제작, 매체 송출, 홍보물 제작, 교육 등
- (홍보마케터) 홍보마케터 발굴 및 배치, SNS 콘텐츠 기획･제작
- (기본소득박람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전시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이용 편의 개선 추진
- (오프라인 판매처 확대) 경기지역화폐 오프라인 충전 단말기(556대) 유지관리비 지원
-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경기지역화페 관련 기본정보, 앱 사용법 등 교육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홈페이지 콘텐츠를 활용한 가맹점 등록 및 도민･가맹점 참여
서비스 등 플랫폼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상점가 등 소상공인 매출 항상 방안 마련
- (소비촉진 마케팅) 경기지역화폐 신규 및 기존 고객 대상 이벤트 등 소비 촉진 유도
- (온라인 판매 활성화) 비대면 소비확산에 따른 상품개발(배달특급･택배배송)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시장진출 지원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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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반 현황
(1) 핵심 목표와 주요 사업내용
정책대상
소상공인 정의 및 범주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4)｣ 제 2조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제조업･건설
업･광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며, 매출액은 업종별 매출액을 그룹별로 세분화하여 업종별 3년 매출액
10억~120억 이하의 업종을 말함
-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4개 업종의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를 의미
[표 2-13] 소상공인 범위
구분

소상공인 범위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소상공인 3년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 120억 원 이하(제조업)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현황
- 사업체는 69,878개이며 종사자는 135,023명으로 전국 소상공인 대비 각각 2.1%, 2.0%
차지
- 울산 소상공인 사업체는 울산 전체 사업체의 80.3%, 종사자는 울산 전체 종사자의 25.3%
차지

4) 소상공인기본법은 2020년 2월 4일 공포 후, 2021년 2월 5일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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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현황
구 분

사업체수(개)
전체

종사자수(명)

소상공인

전체

소상공인

전 국

4,176,549

3,285,574

78.7%

22,723,272

6617527

29.1%

울 산

87,054

69,878

80.3%

533,187

135,023

25.3%

전국 대비

2.1%

2.1%

2.3%

2.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년 기준);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3개 사업(시비
5백만 원)이며, 소상공인 전문 지원조직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를 통해 추진
- 창업･경영 아카데미(1백만 원) : 마케팅전략, 재무관리, 온라인교육 등
- 맞춤형 컨설팅(1백만 원) : 창업에서 폐업까지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160개 업체(창업,
경영, 법률 등 12개 분야 전문 컨설턴트 참여)
- 경영환경개선사업(3백만 원) : 위생･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지원 : 120개 업체(창업 6월
이상 소상공인, 자부담 2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550억 원(은행협조 융자)
- 업체당 한도 : 5천만 원
- 지원내용 : 2년 거치 일시 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은 1.7%
- 대출 조건 :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
- 지원 대상 : 울산지역 소재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
- 대출 은행 :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 대출금리 : 협약 은행 대출금리
- 신청 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융자추천
서 발급(울산경제진흥원), 자금 대출(협약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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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개요
- 공모 시기 : 매년 말(익년도 사업계획)
- 대상지 :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전기･가스･소방･화재 방지 등 안전시설은 무등록
시장도 신청 가능)
- 사업 재원 : 시비 80%, 구군 15~20%, 상인자 부담 10% 이내(’19년 3월 지방이양에
따라 국비지원분 시비로 지원)
- 주요 사업 : 에스컬레이터 보수, 양무시스템 설치 등
[표 2-15] 2020년 시설현대화 사업
구군

중구(3)

남구(2)

사업비(천원)
시비
구비

시장명

사업명

8개 시장
울산시장
학성새벽시장
신울산종합시장
(주)야음시장
울산산업공구월
드

8개 사업
에스컬레이터 보수
양무시스템 설치
LED 조명등 설치
방화셔터 교체

2,730,500

2,090,000

192,000

144,000

38,000

880,000

660,000

176,000

6,500
30,000

5,000
24,000

1,000
60,000

54,500
10,000
44,000
500
-

소방시설 정비

202,000

162,000

40,000

-

19,000

15,000

4,000

-

997,000

783,000

214,000

-

404,000

297,000

107,000

-

북구(1)

호계공설시장

울주군
(2)

언양시장
남창옹기종기시장

계

CCTV 및 방송시설 설
치공사
고객편의시설 설치
점포 증축공사

586,000

자부담

자료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표 2-16]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장명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5,440,000

3,264,000

1,088,000

1,088,000

수암상가시장

5,300,000

3,180,000

1,060,000

1,060,000

수암상가시장(사설주차장이용보조)

140,000

84,000

28,000

28,000

자료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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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시장육성)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
- 사업목적 :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 기반 조성
- 대상/기간 : 중앙길(문화의거리) 상점가 / 2021년(1년간)
- 사업비 : 2백만 원 (국 168, 시 56, 구 56)
- 추진내용 :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Ÿ (3대 서비스 혁신) ① 편리한 지불 ② 교환, 환불 등 고객 신뢰 제고 ③ 위생
Ÿ (2대 조직역량 강화) ① 상인조직 강화 ②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특성화시장육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4개 시장 및 상점가 참여
[표 2-17]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시장명

사업기간

남목전통시장

Ÿ ’20. 3. ~ ’21. 12.(2년)

젊음의거리

Ÿ ’20. 3. ~ ’21. 12.(2년)

야음상가시장

Ÿ ’21. 1. ~ ’22. 12.(2년)

㈜신정시장

Ÿ ’21. 1. ~ ’22. 12.(2년)

총사업비
Ÿ 910백만원 (국 455,
시 227.5, 구 227.5)
Ÿ 920백만원 (국 460,
시 230, 구 230)
Ÿ 920백만원 (국 460,
시 230, 구 230)
Ÿ 880백만원 (국 440,
시 220, 구 220)

주요내용
Ÿ 계절별 축제, 어린이시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Ÿ 123페스티벌, 클럽형야
시장 조성, 유튜브 크리
에이티브 양성
Ÿ 주말 포장마차, 시장 문
화교실, 간판 재정비
Ÿ 디자인 매대 개발, 온라인플
랫폼 입점, 고객감사 이벤트

자료 : 울산광역시.

청년몰 조성 및 운영
- 청년몰 조성사업
Ÿ 사업 기간 :’18. 11. ~ ’19. 12.
Ÿ 예 산 액 : 1,176.5 백만 원(국 588.2, 시 235.3, 구 235.3, 자 117.7)
Ÿ 사업내용 : 12개 점포 창업지원
Ÿ 편의시설 및 공용 공간, 매장 리모델링 등 공간 기반 조성
Ÿ 임차료, 인테리어, 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
Ÿ 임차료(3.3㎡당 월 110천 원 한도, 24개월), 인테리어(3.3㎡당 100만 원 한도), 운영
기반(최대 3,000천 원)
Ÿ 추진기관 : 청년몰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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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몰 운영
Ÿ 목적 :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쇼핑 융합 공간조성으로 안정적인 청년창업
유도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Ÿ 장소 : 신정평화시장(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67번길 17)
Ÿ 운영 규모 : 20개 점포(식사, 간식, 제과, 의류 등)
Ÿ 운영시간 : 10:00 ~ 21:00 (일요일 휴무)
Ÿ 주요 내용 : ① 어린이(Kids)와 학부모(Mom)가 시간과 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 ② 유튜브 제작소, 창의교육 놀이프로그램, 엄마들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울산페이’ 발행
‘울산페이’ 개요
- 목적 :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아서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 형태 : 모바일 전자상품권(QR코드 결제 혹은 선불카드)
- 발행액 : 매년 300억 원
- 발행일 : 2019. 8월 말
- 사용처 : 울산에 주소를 둔 사업장 (단, 백화점, 대형상점, 유흥업소 및 사행성업소 등
제외)
- 인센티브 : 구매 5% 할인, 소득공제 30%, 가맹점 결제수수료 0%
- 사용방법 : ‘착한페이’앱에서 가맹점 QR코드를 통한 결제 또는 체크카드 결제
- 가맹점 : 28,992개(2021.6.30. 현재)

울산페이 활성화 대책
- 코로나19로 소비 촉진을 통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울산페이'
의 할인율을 대폭 상향
Ÿ (상반기) 울산페이 구매 시 10% 할인(’20. 3. 1.~),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60%(시장
80%)
Ÿ (하반기) 울산페이 구매 시 10% 할인(월 30만 원 한도)

- 울산페이 결제액의 3% 포인트 환급 특별이벤트 실시
Ÿ 지급 대상 : 행사 기간(’20. 2. 8.~2. 28.) 중 울산페이 결제자
Ÿ 지급금액 : 행사기간 중 본인이 결제한 울산페이 총금액의 3%

- 울산페이 1인 월 구매 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20. 4. 10. ~)
- 코로나19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 통하여 3월~6월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60%(시장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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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페이 체크카드 출시 확대
Ÿ 울산페이 ‘하나IQ 체크카드’와 ‘경남은행 체크카드’에 이어 NH농협 체크카드 출시(’20. 7.~)

[표 2-18] 2021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총 계
소 계
(소상공인 경영지
원 사업 분야)

사업비(백만
계
국
시
6,241 1,316 3,798
계
국
시

원)
구군
1,034
구군

민
93
민

90

-

-

1,070

980

1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200

-

200

-

-

2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300

-

300

-

-

소상공인
온라인 플
랫폼 지원

180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
설팅

100

5

소상공인
창업경영
아카데미
운영

100

6

1인 소상공
인 고용보
험료
지원 사업

100

-

100

-

-

7

소상공인
행복드림센
터 운영

-

-

-

-

-

8

신사업
창업사관학
교 운영지
원

90

90

-

-

-

3

4

사업개요

-

Ÿ
Ÿ

(대상) 연 매출액 3억원이하 울산 소상공인
(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1만원씩 장려금 적립
(기간) ’21. 1. ~ 12.
(주관)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
(대상) 창업 후 6개월 이상 울산 소상공인
(내용) 간판･시설개선･CCTV 설치 등 노후점포 개선 지
원
(기간) ’21. 3. ~ 11.
(주관)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대상) 울산 소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내용) 온라인플랫폼 중개수수료, 온라인 광고비, 배
달대행 수수료 지원
(기간) ’21. 3. ~ 11.
(주관)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대상) 울산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내용) 창업-경영-폐업 단계별 12분야 맞춤형 1:1
컨설팅 제공
(기간) ’21. 3. ~ 11.
(주관)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Ÿ
Ÿ
Ÿ
Ÿ

(대상)
(내용)
(기간)
(주관)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180

-

Ÿ
Ÿ
Ÿ
Ÿ

-

-

100

100

-

-

-

-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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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기본･전문･온라인 마케팅 실습 등 교육
’21. 3. ~ 11.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Ÿ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울산 소재 1인
소상공인
Ÿ (내용) 고용보험료 납부액 30% 환급 지원(3년간)
Ÿ (기간) ’21. 1. ~ 12.
Ÿ (주관) 울산일자리재단
Ÿ (설립) 민선7기 시장 지시사항(’18. 7. 18.) 근거 설
치 → 개소(’19. 2. 14.)
Ÿ (위치)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Ÿ (규모) 면적 94.47㎡(울산경제진흥원 1층)
Ÿ (소속) 울산신용보증재단
Ÿ (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6.8억 원
Ÿ (대상) 신사업 아이템 예비창업자
Ÿ (내용) 창업교육 - 점포경영체험 및 1:1 멘토링 창업자금 패키지 연계지원
Ÿ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울산경제진흥원
* 출연금 5천만원 별도

연번

사업명

소 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분야)

계
계

사업비(백만 원)
국
시 구군
국
시 구군

민
민

5,171

1,226

2,818

1,034

93

1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15

-

15

-

-

2

상인연합회
운영

25

-

25

-

-

3

지역민방
활용 전통
시장 홍보

82

40

32

-

10

4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
시회

103

33

70

-

-

5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60

-

30

30

-

6

특성화 첫
걸음시장
육성사업

280

168

56

56

-

7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1,820

910

455

455

-

8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2,634

-

2,090

461

83

9

전통시장
지원센터운영

45

-

45

-

-

10

전통시장 화
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07

75

-

32

-

사업개요
Ÿ (기간/장소) 10월 중 / 제주특별자치도
Ÿ (내 용) 참가 시장 종사자 경비(교통･급식･숙박비) 지원
Ÿ (주
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진공
Ÿ (내 용) 전통시장 상인교육(20백만원), 시장매니저
인건비(5백만원)
Ÿ (기
간) ’21. 1월 ~ 12월
Ÿ (기간/방영) ’21. 하반기 / ubc(금, 19:00)
Ÿ (프로그램) 좋은날 좋은시간(“시장의 참맛”)
Ÿ (내
용) 전통시장 명물･시책 등 홍보
Ÿ (주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Ÿ (기간/장소) 9월(3일간) / 남구 태화강둔치
Ÿ (행사규모) 70개 부스(30여개 시장)
Ÿ (주
관) 울산광역시 상인연합회
Ÿ (대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 점포
Ÿ (내용) 화재피해액 실손 보장 공제상품 가입비(60%
한도) 지원
Ÿ (주관) 소진공(상품 운영), 市･구군(가입비 지원)
Ÿ (대상/기간) 중앙길 상점가 / 연중
Ÿ (내
용) 3대 서비스혁신, 2대 조직역량강화
Ÿ (추진기관)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
Ÿ (대상) 남목시장, 젊음의거리, 야음상가, ㈜신정시장
Ÿ (내용) 지역특색과 연계한 전통시장 특성화
Ÿ (수행)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Ÿ (대상) 젊음의 거리 등 15개 시장
Ÿ (내용)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 등 22개 사업
Ÿ (기간) 2021. 1월 ~ 12월
Ÿ (위치) 남구 중앙로 213번길 14(신정동)
Ÿ (규모) 연면적 682.26㎡(지상 4층)
Ÿ (운영) 市(1･2층) / 상인연합회 위탁(3･4층)
Ÿ (근거)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Ÿ (대상) 우정전통시장 등 3개 전통시장
Ÿ (내용) 화재위치 감지 및 소방서･상인에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

자료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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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요약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체계 마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울산광역시 소상공
인 행복드림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을 위해 창업･경
영 교육 및 1:1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온라인플랫폼지원 사업을 제공
-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경영, 성장 및 사업정리까지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체계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지원

주요 지원사업
- Jump-up! 행복아카데미 :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생계형 창업을 억제하고, 고부가가치형
업종으로의 창업 유도를 통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Make-up! 맞춤형 컨설팅 : 성공하는 점포를 만들어 가기(Make-up!)를 원하시는 소상공
인들의 점포를 전문가가 현장 방문해 컨설팅 제공
- Level-up! 경영환경개선사업 :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경영 및 사업 경쟁력 강화(Level-up!)
- Sales-up! 온라인플랫폼 지원 : 온라인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 및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 (NAVER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의 중개수수료, 쿠폰 발행비 등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자료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https://www.uhdc.kr:449”.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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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특화요소 개발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다각화
울산페이 전용 블로그 운영
- 울산광역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카드 이용 안내, 특별할인 이벤트 안내, 소비 진작 행사
등 소개
[그림 2-1] 울산광역시 울산페이 블로그

자료 : “https://blog.naver.com/ulsanpay”.

울산페이 배달서비스 ‘울산페달’ 연계 홍보
- 울산광역시는 KT와 울산지역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울산페이의 배달서비스인 울산페달
(’21. 3. 22. 개시)을 활용해 울산페달 소비 진작 할인 이벤트 진행
- 이용자는 울산페달 주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울산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할인 충전과 함께 중복으로 주문 시 1일 최대 15,000원까지 즉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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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 우수사업
조사분석
1. 소상공인 경영지원 분야 우수사업
1)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지원 분야 우수사업
(1)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비 및 유통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의
판매에서도 온라인의 역할 대두
- 온라인 진출에 취약한 소상공인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마켓을 활용한 소상공인
상품 판매 지원 필요

2021년 사업개요
- 사업 대상 : 경기도 내 소상공인 100개 사 (국내판로지원)
- 사업예산 : 200백만 원(100개 사 × 2백만 원)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 및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지원
- 온라인몰 입점 준비 :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비(등록비,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지원 및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용 동영상 제작 비용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V-커머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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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 지원내용
구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전시회
참여비 지원

지원내용
Ÿ 온라인 오픈마켓과 V-커머스에서 발생하는 판매대행 및
입점시 수수료 지원
Ÿ 온라인 입점 관련 초기재료비(아이템개발비,광고비 등) 지원
Ÿ 점포 활성화 관련 전시회 참가비 등 참여기회 지원
(전시회 공간대여비, 시설구축비, 홍보비 등)

비고
※ 사업자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

* V-커머스 : 소비자들이 동영상을 보고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트렌드(예시 : 개인방송국, 모바일 홈쇼핑, 유튜브 등).

자료 : “2021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2.21.).

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 2021년 10월 말 기준
1차 : 142개 사 신청, 50개 사 선정 *31개 사 61.8백만 원 지원
2차 : 108개 사 신청, 50개 사 선정 *18개 사 34.5백만 원 지원
- 신청 소상공인 대비 평균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이후 최종
지원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 변심에 의한 포기 및 코로나로 인한 전시회 개최의
취소와 연기, 온라인몰 입점 준비 과정에서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포기 등이 나타나고
있음

실행사례와 사업성과
- 2020년에 최초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의 평균 경쟁률이 2.2대1에서 2021년 상반기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참여 소상공인들의 관심도와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관련 언론보도 사례]
･･･ 최종 선정된 100개 사는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광고영상 제작 등 온라인 마켓 입점 초기비용
및 수수료를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받게 되며 2019년 선정 업체들이 입점한 온라인 마켓으로는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 와디즈, 아이디어스 등이 있다.
1차 선정된 업체 중 하나인 화장품 제조업체는 촬영모델 섭외 및 스튜디오 촬영비 등에 지원을 받아 온라인
마켓 상세페이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오리훈제, 불고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는 기존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대안을 모색하던 중 경상원 지원사업에 선정 온라인
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 톡스토어에 입점해 판매수수료를 지원받았다.
업체 대표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고 기존 부진하던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수수료
부담을 덜고 온라인 마켓에 입점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지원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케이에스피뉴스(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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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
-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비대면 판매채널의 확대 및 소비자들의 비대면 채널 이용 확대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상공인 대상 판로 확대를 지원해주는 차별화된 지원사업
- 사업 초기 소상공인보다는 상대적인 영업 역량이 확보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영업 채널의 확보를 목적으로 전시회 참가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큼

고성과 창출 요인 : 추진 체계
-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목적과 수요를 확보한 소상공인이 스스로 관련한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을 외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 후 관련한 지원이 진행될 수
있는 공모 기반의 사업 추진 체계를 확보하고 있음
- 개별 소상공인의 충분한 수요에 기반한 사업 추진으로 상대적인 고성과 창출 가능
[표 3-2] 경기도 소상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 추진 절차(2021년 기준)
공고/모집

평가 및 지원 결정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2월/ 2~4월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
(외부심사위원)
4~5월

･서류 제출 및
지원금 신청
5~11월

지원금 지급
･입점비용, 수수료
⇨
지원금 지급
5~11월

자료 : “2021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2.21.).

시사점 : 타지역 대비 차별성･우수성
-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업이 추진 중
- 타 지자체의 경우 박람회, 전시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의 영업활동 지원사업은 미흡한 상황

시사점 : 타지역과 연계･협력 가능성
-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확대
시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특화 온라인 마켓 입점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적
인 연대의 연계･협력 방안의 마련이 가능할 수 있음
- 개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관련 박람회 개최 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권역 내 소상공인 간 연계를 통한 참여 확대 및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상호 간 연계･협력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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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공모사업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 개별 전통시장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관(官) 중심의 일방적인 지원방식이 아닌 개별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업 발굴 및 아이디어 협의와 사업화 추진
기반으로 공모를 통한 사업 발굴, 시장별 특색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증대
- 공급자 중심의 ‘사업모형-공모 신청-대상 선정’이 아닌 수요자인 상인･상인회가 직접 제안
하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Bottom-Up 방식의 사업 추진

2021년 사업개요
- 사업 대상 :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6개소 (혁신형 마케팅 활동 지원)
- 사업예산 : 300백만 원(6개 소 × 5천만 원)
- 사업내용 : 브랜드 개발, 콘테스트, 영상물, 전시회 등 개별 상인회가 제안하는 마케팅
혁신사업(이벤트, 홍보, 시장 특화 등 마케팅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 개별 전통시장･상점가 전체적인 혁신적 마케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개별 상인회
중심으로 개발하고 제안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별 상인회 중심으로 해당 시장과 상점가의
영업환경 전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의 지원
[표 3-3]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역문화
축제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인물 등과 연계한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호기심 유발을
통해 고객 유인
고객, 친화적, 세련된 이미지 창출 등 포장재 개발을 통한 마케팅 강화
- 상품이 좋아도 첫인상에 상품을 어필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해 포장재 개발로 고객 선호도
증대 효과
여주 한글 시장에서 판매하는 ‘한글빵’처럼 시장 고유의 상품개발을 통한 마케팅
인근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원 대상으로 시장투의 중 즉석 간식 제공, 물건 사기 체험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을 접하게 하여 미래 고객 양성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통해 판로 확대 방안 모색을 통한 신규 고객
창출 및 매출 증대

포장디자인
개발
상품개발
시장투의
기타 마케팅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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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 2019년 : 10개 상인회 신청, 5개 상인회 선정
- 2020년 : 18개 상인회 신청, 6개 상인회 선정
- 2021년 : 32개 상인회 신청, 6개 상인회 선정
- 2021년 기준 신청 상인회 대비 평균 5대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년간의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참여율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현재 3년차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은 각종 이벤트,
행사, 홍보 활동을 중심으로 상인회 중심의 자발적인 마케팅 혁신 활동을 지원
- 사업 공모 공고 전 사전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대다수가 사업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다수
상인회가 사업 신청 전 사업 추진을 위한 상인 회원 중심의 협의회와 사업 준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
- 사업 제안 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상권 내의 전통시장･상점가의
마케팅 역량을 확대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율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
- 조형물을 제외한 시장 특색과 연계한 아이디어 사업 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등
실현 가능한 제안사업을 구체화･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실행사례와 사업성과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 언론보도 사례]
20일 경기도상인연합회에 따르면 ’2019 경기도 혁신형마케팅 공모사업’이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첫발
을 내딛었다.
기존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은 관 주도로 정해진 틀 안에서 지원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상인들이 기획하고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산본로데오거리 국화정원을 시작으로 수원 영동시장, 수원
지동시장, 동두천 중앙시장, 화성 사강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각 시장은 ▶이벤트 ▶시장홍보
▶특화상품개발 ▶기타 등의 부문에서 시장･상점가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각 시장･상점가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사업이
더 확산돼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의 새로운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 “상인들 자율 기획･운영 ‘혁신형 마케팅’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기대”, 중부일보(2019.10.20.).

- 2019년에 최초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참여 경쟁률의 증가와 함께 사업 완료 이후 사업
참여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사업 신청 단계에서 상인들 중심으로 Bottom-Up 방식으로 사업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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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의와 협의를 한 사업의 신청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 상인회 소속 상인 회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4]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선정과 사업 추진 내역
구분

2019년
(5개소)

2020년
(6개소)

시･군

시장명

수원시

영동시장

수원시

지동시장

화성시

사강시장

군포시

산본로데오
거리상점가

동두천
시

중앙시장

수원시

구매탄시장

부천시

신흥시장
산본로데오
거리상점가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평군

오색시장
관고
전통시장
물맑은시장

추진내용
- 도내 대표 한복 특화시장으로서 한복패션쇼 추진
･ 특화 요소인 한복 기반 ‘제17회 한복 맵시선발대회’개최
- ‘수원 화성’ 기반 지역문화축제
･ 금박 만들기 체험, 왕의 시장 도슨트 투어, 엽전 던지기 체험 등
- 수산물 특화시장인 사강시장만의 차별화된 포장재 개발
･ 점포별 실명제 도입, 친환경 고급포장재 개발
- 상점가 내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침체된 골목 상권 쇄신 도모
･ 국화꽃 정원 조성, 어울림축제 및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운영
- 동두천 상권연합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화합 축제･행사 추진
･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동두천 상권연합 장기자랑 등 잔치 행사
- (가칭) 품위 있는 구 매탄 시장 전시회 및 홍보
･ 주민과 상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통시장 내 힐링공간으로서
전시회 구성
･ 홈페이지 제작, 시장 안내도 및 시장홍보 책자 제작
- 홍보영상제작 및 야시장 시식회 진행
- 상점가 내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침체된 골목 상권 쇄신 도모
･ 국화꽃 정원 조성, 어울림축제 및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운영
- 오산 오색시장 야맥축제 관련 홍보 및 이벤트 진행
･ 월간특화프로그램, 라이브방송
- 홍보영상제작 및 시장 로고송･캐릭터 개발
- 홍보영상제작 및 문화공연 기반 조성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
- 대다수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이 사업계획과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관(官)이
기획･실행의 전체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종의 Top-Down 방식의 사업 접근 방식
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지원사업은 대표적으로 상인 스스로 기획･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대다수 전통시장･상점가의 경우 지속적인 혁신적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자체적인 높은 수요를
확보하고 있기에 해당 사업 추진과 신청에 대한 대단히 높은 호응도가 지속

고성과 창출 요인 : 추진 체계
-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목적과 수요를 확보한 개별 상인회가 사업의 기획과 신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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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이후의 사업 추진 전체를 담당하고 있음
-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경우 자발적인 신청과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음
[표 3-5]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체계
주체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개별 상인회

추진 역할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지원 : 사업예산 지원, 사업 선정
사업 실행 계획 수립과 지원 : 사업예산 배분, 사업 종료 후 회계 정산
사업실행의 주체 : 사업기획, 사업 신청, 사업실행, 사업관리 등

- 사업 기획과 신청 및 사업 선정 후의 실행 부분 전체를 상인회 중심의 자생조직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이후의 선정 상인회 회원들의 만족도 수준이 높고, 추가적인
사업 추진과 신청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시사점 : 타 지역 대비 차별성･우수성
-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이나 여타 지자체의 경우 사업 대다수가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내용,
사업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를 사전에 구조화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데 비해 동 사업은
자율성에 기반한 사업기획과 진행이 보장된 특색있는 사업

시사점 : 타 지역과 연계･협력 가능성
- 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와 타 지역의 상인회와의 연계를 통한 특산물 및 특화상품의
기획 판매 등 다양한 지역 간 특화 제품을 통한 연계·협력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상인회 자율
공모에 기반한 연계협력 혁신형 마케팅 사업과 모델의 발굴·실행은 협의가 가능한 지자체
간의 논의를 통해 준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연계·협력모델로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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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지원 분야 우수사업
(1)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 자영업자들의 창업 이후 노후화된 환경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영업환경 정비
-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의 실질적 해결지원으로 지속 경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개요
- (사업 기간) 2020. 3. ~ 11.
- (사업 대상)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사 업 비) 300백만 원(시비)

※ 자부담 20%

- (사업목표) 152개 업체
Ÿ 2020년 행복아카데미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 예산 변경에 따른 미집행 예산을 경영환경개
선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수혜자 확대(당초 목표 120개 → 변경 목표 152개)

- (사업내용) 위생･안전관리, 점포환경, 홍보마케팅 등 영세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표 3-6]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용
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옥외광고물 Ÿ
Ÿ
점포환경 개 인테리어
Ÿ
선비
고정식 Ÿ
영업시설 Ÿ
CCTV Ÿ
Ÿ
위생･안전
Ÿ
안전･위생
Ÿ
관리비
Ÿ
POS경비 Ÿ
홍 보
홍보･광고비
광 고

한도액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최대 250만원
도배, 내부공사, 전기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이내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공급가액의
영업･제조･판매와 직결된 고정시설 교체(이동불가)
80%)
교육･서비스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학원･영업장 내 책걸상 지원)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최대 100만원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비용 등
이내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공급가액의
위험물(석면 등) 철거
80%)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최대 150만원
Ÿ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 사업장명 기재 필수
이내
(공급가액의
Ÿ 국내 TV･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게시대 광고
80%)

주 : 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및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대여 비용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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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 (2019년) 116개 업체 지원/100개 목표(116%), 만족도 99%
- (2020년) 168개 업체 지원/152개 목표(110%), 만족도 97%

추진성과(2020년)
-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성과 : 168개 업체, 3백만 원
- 목표 달성도 : (165/152)×100=110%
- 경영환경개선사업 만족도 97%
[표 3-7] 2020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사, 원)

구 분
차 시
수 기
1차 3월
2차 9월
합 계

위생･안전관리비
업체
금액
수
1
4
5

1,000,000
2,851,854
3,851,854

홍보(광고)비
업체
금액
수
6
5
11

8,018,094
6,321,746
14,339,840

점포환경개선비
업체
금액
수

업체
수

금액

53
99
152

60
108
168

132,865,583
214,659,321
347,524,904

123,847,489
205,485,721
329,333,210

소 계

[그림 3-1] 2020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행 전･후 사진
점포환경개선 전

점포환경개선 후 (간판 교체)

- 우수사례에 관한 우수사례집 발간
Ÿ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기업 중 우수 지원 사례를 선정, 동 사업의 수혜 전･후 대비를
기술하는 형식의 매거진 출간(1,000부, 44page)
Ÿ 행복드림센터 주요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 등 다양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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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
- 2020년은 행복아카데미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 예산 변경에 따른 미집행 예산을 경영환경
개선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수혜자 확대
- 울산광역시 코로나19 지원금 수혜 대상 중복 방지 및 형평성 확보
- 신청서 접수 시 선정 결과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신청 시 행정 서류 간소화
: 선정평가 시 필수서류만 징구, 선정된 업체는 사후 서류보완

-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우수한 시책사업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 수혜
를 볼 수 있게 예산확보 노력 지속
- 위법･허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실사 강화, 시공 전･후 확인 철저
고성과 창출 요인 : 추진 체계
- 행복드림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성과 제고
- 다양한 매체에 사업 홍보 강화
[표 3-8] 2020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매체 광고 실적
일 자

매체

내용

’20.3.6∼3.12

경상일보

신문 하단광고 2회

’20.3.9∼3.12

울산매일신문

신문 하단광고 2회
신문 하단광고 4회

’20.3.9∼3.13

울산신문

’20.7.13∼7.20

울산제일일보

신문 하단광고 6회

’20.7.1∼7.31

CHCGV, 채널A 등 총 18개 채널

JCN울산중앙방송 30초 영상광고

’20.7.1∼7.31

울산MBC, CBS, UBC

30초 라디오 광고

’20.7.16∼7.29

중구, 동구, 남구 북구 게시대

경영환경개선사업 현수막 홍보

’20.8.7∼8.14

울산신문

신문 하단광고 6회

시사점
- 소비자의 위생･안전 인식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의 위생･안전 관리, 점포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관을 통해 사업 추진 및 관리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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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이후 경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현장 중심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사업 성공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
- 창업부터 경영, 폐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현장 밀착 컨설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시장님 지시사항)

사업의 개요
- (사업 기간) 2020. 3. ~ 11.
- (사업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폐업예정자
[표 3-9]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대상
항 목

기본 요건

지역 제한

Ÿ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울산지역에 소재할 것 (소상공인)
Ÿ 주민등록 주소지가 울산지역에 소재할 것 (예비창업자)

신청 제한

Ÿ 타 사업(행복아카데미, 경영환경개선, 온라인플랫폼) 중복지원 가능

추가지원

Ÿ 1차 지원 후 1년 이후 신청 가능 (Jump-up 경영컨설팅 제외)

사업자등록 여부

Ÿ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 예비창업자인 경우 무등록자도 지원 가능

- (사 업 비) 100백만 원 (시비)
- (사업목표) 160개 업체
- (사업내용) 창업부터 폐업까지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12개 분야)

사업의 세부 내용
- 컨설팅 대상 : (예비) 창업자, 자영업자, 폐업예정자
- 컨설팅 분야 : 12개 분야
- 전문인력 풀(Pool) 구성 :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컨설팅 분야에 있어
지식 및 경험･노하우가 풍부한 외부전문가 총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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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내용
창 업 (4)

경 영 (4)

법 률 (4)

창업준비 및 절차

온･오프라인 마케팅

인사･노무･세무 법률 자문

상권･입지분석

점포 및 고객 관리

불공정거래 분쟁 해소

사업 타당성 분석

매장연출(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

채무조정, 금융 자문

자금 지원과 정부 정책 등

중소유통업 경영기법 등

사업정리(폐업, 업종전환) 등

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 (2019년) 223개 업체 지원/200개 목표(111%), 만족도 97%
Ÿ 2019년 컨설팅 사업계획 변경 (150개 업체 →200개 업체, 명사 특강 비실시, 컨설팅 확대)

- (2020년) 160개 업체 지원/160개 목표(100%), 만족도 96%

추진성과(2020년)
- 1:1 맞춤형 컨설팅 추진실적 : 총 160개 업체 지원(복수 선택 컨설팅 309분야 진행)
[표 3-11]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내용
(단위 : 건)

마케팅
95

세무 ･ 재무 사업타당성 경영진단 상권 입지
29

30

22

27

업종전환 및
법률 자문 고객서비스 프랜차이즈 메뉴개발
폐업정리
4

12

14

10

3

인사･노무

인테리어

20

30

8

원재료,
원가절감

미용

유통 및
수출입

2

1

2

- 목표달성도 : (160/160)×100=100%, 경영환경개선사업 만족도 96점
[그림 3-2]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현장 사례
컨설팅 분야 : 매출향상을 위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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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 재무관리

창업

성공 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
- 2019년 대비 컨설팅 일수 확대 운영(2일→3일)으로 심화 컨설팅 제공
- 사후관리 컨설팅을 신설하여 일시적･단편적 문제해결이 아닌 개선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의 날’ 특별강연을 취소, 미집행 예산 재분배
하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수혜자 확대
- 고객 만족도 조사, 불만족 고객 피드백 반영 등 컨설턴트 사후 평가 실시로 컨설팅 품질향상
제고 노력

고성과 창출 요인 : 추진 체계
- 행복드림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성과 제고
- 컨설턴트의 역량에 따라 컨설팅의 질이 결정됨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우수 컨설턴
트 확보에 주력
- 컨설팅 후 도출된 문제점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을 신설하여 실제
경영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컨설팅체계’ 마련

시사점
-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인력풀(Pool)을 구성
하고 있으나 모든 경영 분야에 우수 컨설턴트를 확보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타지역과
컨설턴트 교류 활성화 필요
- 지역의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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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상권 매력증대 분야 우수사업
1) 경기도 지역상권 매력증대 분야 우수사업
(1)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 신도시 개발이나 기성시가지 재개발 등으로 인구 공동화가 우려되는 인근 상권이나 대규모
공공기관 등의 이전 등으로 인해 상권의 급격한 위축과 쇠퇴가 예견되는 지역에 대하여
급격한 상권의 침체와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권이 기존의 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
- 한편으로, 경기도 역점시책인 청정계곡 정비에 참여한 계곡 주변의 조직화한 골목상권을 대상으
로 계곡 정비에 따른 상권의 침체를 방지하고 상권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021년 사업개요
- 사업예산 : 2,700백만 원(3개소 × 900백만 원)
- 사업내용 : 사업 대상 상권을 시설, 소프트웨어, 인적자원까지 패키지로 종합 개발
[표 3-12]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형유통기업 진출, 재개발 등으로 경영 악화된 골목상권 대상 위기 극복 및 상권활성화특화
지원을 통한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소상공인 100인 이상 골목상권 1개소, 청정계곡 2개소 (예산 2,700백만 원)

Ÿ 희망상권프로젝트 : 골목상권상인회(소상공인 100인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상 Ÿ 계곡상권 활성화 : 청정계곡 복원지역 내 골목상권상인회*
*1) 골목상권상인회를 조직한 상권 또는 2) 계획 중인 상권

Ÿ
지원내용 Ÿ
-

희망상권 프로젝트
경영진단, 컨설팅, 공동체 구성 등 처방 프로그램 진행
공동 마케팅, 공용 부분 시설개선 등 공동체 경영지원
계곡상권 활성화
편의시설 조성, 점포환경 개선, 테마 프로그램 도입 및 예약 프로그램 도입 등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사업의 세부 내용
- 관공서 이전이나 인근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구 유출이 우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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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상권을 지원하여 상권 내 소상공인 보호
[위기 상권의 정의]
* 위기상권 : 관련법에 따른 협동조합, 법인, 자생조직 등 소상공인 사업자 100개소 이상의 밀집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인근 지역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인구 공동화 우려 지역
주변상권
자료 : “2020년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시행공고문”,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0.5.26.).

▶
▶
▶
▶

[희망 상권 선정 예]
공공기관 이전계획으로 대규모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권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인근 지역으로 인구 공동화 우려 지역 주변 상권
자연재해 재난, 인적 재앙 등으로 상권침해 우려 지역
대형유통회사의 진입으로 상권 침체 우려 지역

자료 : “2020년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시행공고문”,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0.5.26.).

- 이와 같은 위기 상권을 대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권 내 시설 관련 부분의 개선,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다수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상권의 구성원에 대한 개별 상인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사업 추진
[그림 3-3]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내용 구성
Hardware
(시설ㆍ장비 등)
Ÿ
Ÿ
Ÿ
Ÿ

랜드마크 조성
주변 경관 개선
디자인ㆍ광고물 개선
편의시설 정비 등

Software
(프로그램ㆍ컨텐츠 등)
Ÿ
Ÿ
Ÿ
Ÿ

지역공동체 교육ㆍ워크숍
스토리텔링
상권 재구조화
장소 프로모션 등

Humanware
(조직ㆍ인력 등)
Ÿ
Ÿ
Ÿ
Ÿ

상인 의식혁신 교육
경제공동체 조직화
전문가 네트워크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 희망상권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으로는 상권진단, 컨설팅, 경영혁신 교육, 공동 마케팅･공동
시설개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계곡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으로는 도민이 즐겨 찾는 여가문화 중심상권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으로 각종 편의시설의 조성, 개별 점포환경의 개선, 계곡과 연계된 테마 프로그램
및 각종 예약 프로그램의 도입 등의 세부 내용으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 2020년 기준 세부적인 사업의 추진 내역과 2021년도 사업 추진 내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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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부사업 추진 내역]
∙ 희망상권 특성화 : 1,000백만 원
- 컨설팅 및 교육운영 100백만 원
- 시장특성화 지원 400백만 원
- 공동시설지원 340백만 원
- 사업단운영비 57백만 원
- 마케팅지원 90백만 원
- 심사비용, 위탁수수료 등 13백만 원
∙ 청정계곡 활성화 : 1,000백만 원
- 경영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10백만 원
- 점포환경개선 250백만 원
- 사업단운영비 242.4백만 원
- 홈페이지 개발, 홍보비, 위탁수수료 등 97.6백만 원
∙ ICT활용한 특화상권 : 1,000백만 원
- 광고 마케팅 플랫폼 개발 추진비 350백만 원
- 상권 특성화 및 공동시설 지원 605백만 원
- 행사운영비, 간담회, 위탁수수료 등 45백만 원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2021년 세부사업 추진 내역]
∙ 전문사업단 구성 2,550백만 원
- 컨설팅 및 교육 50,000천 원×3개소=150백만 원
- 시장특성화 지원 및 공동시설지원 : 1,900백만 원
(희망상권)700,000천 원×1개소=700백만 원
(청정계곡)700,000천 원×1개소+500,000천 원×1개소 = 1,200백만 원
- 사업단운영비(인건비 포함) : 500백만 원
(희망상권)200,000천 원×1개소 200백만 원
(청정계곡)200,000천 원×1개소+100,000천 원×1개소 = 300백만 원
∙ 마케팅지원 20,000천 원×3개소=60백만 원
∙ 심사비용, 위탁수수료 등 90백만 원
자료 : “2022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1.9.).

실행사례와 사업성과
- 희망상권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인해 지원대상 상권 내 빈 점포의 감소와 유입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청년층 중심의 상권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지원 사례]
경기도는 도내 전통시장 등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포천 일동상권을 희망상권프로젝트 사업지로
선정해 예산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은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 공동화 등이 생겨 상권이 약화된
지역에 상권별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골목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군부대 이전으로 위기를 맞은 포천 일동상권은 밤풍경 거리, 힐링 테마거리 등으로 구성해 ‘화동로
꽃보다 아름다운 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빈 점포는 청년 창업지원과 플리마켓 운영 시설로 활용한다.
자료 : “포천 일동상권 등에 ‘희망상권 프로젝트사업’ 지원 나선 경기도”, 한국경제일보(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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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역점시책인 청정계곡 정비에 따른 해당 계곡 내 상인들의 활력 증대를 위해 청정계곡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어, 기존 계곡에서의 불법 영업에 따른 무질서한 상권의 모습을 탈피
하고 각종 문화체험, 홍보 활동과 홍보 매체의 확대 등을 통한 방문객 추가 유치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경기도 청정계곡 활성화 지원 사례]
도는 지난 5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 사업계획, 기대효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평군 북면 목동리･제령리･백둔리･이곡리를 흐르는 가평천을 2020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가평군과 가평군 북면상가번영회는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계곡만이 지닌
지역적 요소를 토대로 생태자연과 어우러지는 ‘특화상권’을 만드는 데 힘쓰게 된다.
구체적으로 방문객 쉼터와 야외 체험 학습장, 포토존, 지주 간판 등의 인프라를 설치･개선하고, 상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브랜드 개발과 리플렛･홍보영상･E스토리북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약 홈페이지’를 구축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물총싸움, 숲 생태해설, 추수체험, 목공체험,
길거리 예술공연, 주니어레인저, 별자리･반딧불이 관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올해 8월부터 운영해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의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특히 상인들 스스로 계곡상권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경영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력 양성, 주민참여형
하천 정화,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자생력 강화사업들도 추진한다.
자료 : “경기도, 가평 북면 청정계곡에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10억 원 지원”, 중도일보(2020.7.30.).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
- 상권 내 유동 인구의 변화에 대한 상인 중심의 대응 및 관(官) 차원의 대응을 시도한 유일한
사업으로서, 상권 내 상인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상권의 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전국에서 유일한 경기도만의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으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상권을 시설 부분과 소프트웨어, 인적자원까지 패키지로 개발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모델

고성과 창출 요인 : 추진 체계
- 해당 사업의 추진 방식은 전문사업단을 구성하여 상권에 상주하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최단 시간 내 사업의 성과 창출 유도
[그림 3-4]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 추진 체계
사업공고
(’20년 12월)

⇨

신청서 접수
(1월)

⇨

서면 및 현장 심사
(2월)

⇨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 추진
(12개월)

⇦

사업 협약
(4월)

⇦

최종심의
(2월)
⇩
사업단 구성
(3월)

제3장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 우수사업 조사분석∣61

-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해당 상권 내 상인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사업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사업단의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사업단은 사업단장 모집 후 단장이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필수 직원을 채용하여 추진
: (전문사업단 구성) 상권별 필수 2명(단장 1명, 전문가 1명)으로 구성

시사점 : 타 지역과 연계･협력 가능성
- 타 지역과 협력방안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상권 침체 예정 상권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등을 협의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연구와 포럼 형태의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시에 경기도의 선도 사례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설계와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위기상권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위기상권 관련 활성화 사업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고 전국 단위의 신규 지원사업을 설계하
고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임

(2)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
거리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 민선 7기 4년간 경기도, 시･군, 지역주민이 참여한
경제공동체 구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됨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경우 새롭게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구성된 지역의 상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핵심 상권은 30년 이상의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낙후·노후 상권이 대부분
- 따라서 이들 상권 대부분이 과거의 역동성과 활력을 잃고 점점 노후화되어 지역민 대다수로
부터 외면받는 기피 대상 상권으로 전락
- 이러한 대다수 노후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단위 점포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상가거리별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이에 따라 해당 상권 내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상권 단위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
- 경기도는 전국 유일의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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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개요
- 사업예산 : 2020년 1,000백만 원(1개소 × 1,000백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2021년 1,000백만 원(1개소 × 1,000백만 원)(전액도비)
- 사업내용 : 노후된 상가거리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추진
[노후상가거리 적용기준]
구
분
①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
② 대규모점포로부터
500m 이격
③ 상가 밀집
④ 인도 폭이
3m 이상 되는 곳

적용기준
신청지 내 20년 이상 경과한 상가 건물수 또는
건축 연면적이 50% 이상일 것
신청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유통법상 등록
된 대규모점포가 없을 것
신청지 내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20개 이상일 것
신청지 내 인도 폭이 3m 이상일 것

확인사항
준공연도
(건축물대장)
지도 위 직선거
리
점포 목록
실측자료 및 현
장실사

자료 :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시행공고문”,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3.5.).

사업의 세부 내용
- 노후화된 상가거리를 대상으로 랜드마크 조성, 디자인 개선, 스토리텔링, 프로모션, 조직화
등을 통해 상권 상인 통합 및 상권 경제 활성화를 추진
- 사업의 지원 대상인 경기도 내 노후상가거리 중 건물주와 상인협의체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역의 살생협약안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과당경쟁 업종 자발적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생 협약의 주 내용인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제한의 경우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 개정(’19. 4. 2.)으로 이후에는 해당 법령을 준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상생 협약체결이
권고됨
- 지원사업의 범위는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의 지원사업 범위]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도 지정 상가거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가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사업
4. 이동식 간이판매대 운영 사업
5. 그 밖에도 지정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이를 근거로 세부적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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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 분

세부 지원내용
･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행심 비전과 상징성 있는 거점시설 설치
하드웨어
･ (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편의시설, 거점시설 디자인 개선
･ (스토리텔링)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환경 등을 이야기 소재로 가공하여 상권의 브랜드
개발 및 가치 제고
소프트웨어
･ (프로모션) 상가거리 특성에 맞는 이벤트 개최, 관광 활성화, 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 등
참신한 콘텐츠 개발
･ (조직화)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네트워크) 조직･경영, 디자인, 프로모션, 마케팅 등 전문그룹 네트
워크 추진
휴먼웨어
･ (상생협력상가 조성)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한
상가거리로 조성(상생협력 체결)
※ 지원내용 유의사항
‣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건물주 등과 상생협약을 50% 이상 체결한 지역
‣ 신청지 내 개별 점포가 20개 이상인 노후 상가거리
자료 :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시행공고문”,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3.5.)

- 2021년 기준 세부적인 사업의 추진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1년 세부사업 추진 내역]
∙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1,000백만 원
- 하드웨어(환경개선･시설･재료비) 500백만 원
- 용역비(연구원, 디자이너 등) 300백만 원
- 상인역량강화 교육 50백만 원
- 홍보비(축제소요경비, 홍보콘텐츠개발 등) 150백만 원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매년 1개소 선정

실행사례와 사업성과
-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해 지원 대상 상권 내 빈 점포의 감소와 상가 거리
내 유동 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청년층 중심의 상권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노후 상가 거리 상권 내 상인의 통합 및 소통으로 상호 유대감 상승 등 상생 문화 확대를
통한 노후 상가 거리의 자생력 있는 사업 추진이 나타나고 있음
- 노후 상가 거리 상권의 이용 편리성 증대 등 상권의 이미지 향상으로 상인들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됨

64∣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협력방안 연구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사례]
경기도는 ’2021년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연천역 상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도내 노후상가거리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성화 지원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게 목적이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공모를 시행 외부전문가로 구성단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격여부, 사업적절성,
효과성, 타당성,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천역 상가를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은 연천역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특화거리를 조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상인･건물주･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체계인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인 조직화를 유도하
고,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환경개선과 스토리텔링, 공동마케팅 및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한다.
연천역 상인회는 상징 조형물･라이트아트 조성을 통해 특화거리를 만들고, 특화축제나 특화상품을 개발해
상가재생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상인들의 협업공간인 '연천큐브'를 만들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용객들의 쾌적하고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자료 : “경기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에 ‘연천역 상가’선정, 10억 지원”, UPI뉴스(2021.7.23.).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 및 추진 체계
- 대다수 노후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단위 점포 및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상가거리별 특화된 지원을 통한 상권 내 상가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상권 단위 지원사업으로 차별적인 사업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추진 방식은 조례상 노후상가거리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적 사업방식으로 추진(시군 공모방식)
-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상권 자율규제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 상생협의체 구성 및 역할 : 상인회, 상가소유자,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 일정 구역 내
과당업종 선정 및 상생활동의 추진, 입주 업종 제한 여부를 위한 협의회 운영, 상가 임대료 및 임대
기간 등 상생 협약의 체결 등
* (관련조례)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자료 : “2022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1.9.).

- 상생협의체를 구심점으로 전문사업단을 구성하여 이들이 상권에 상주하며 개발사업 추진하
는 추진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최단 시간 내 사업의 성과를 견인
- 전문사업단은 사업단장 모집 후 단장이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필수 직원을 채용하여 추진
(전문사업단 구성) 상권별 필수 2명(단장 1명, 전문가 1명)으로 구성

시사점 : 타 지역과 연계･협력 가능성
- 타 지역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등을
협의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식 지원을 확대하는 공동의 연구와 포럼 형태의 협의 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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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시에 경기도의 선도 사례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설계와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 및 지역커뮤니티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인접 상권의
활성화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유적 가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와 함께하는 시장 조성의 노력이 필요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사회적경제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며, 특히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
및 골목상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 추진

2021년 사업개요
- 사업 대상 : 경기도 내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 및 골목상권
- 사업예산 : 2,000백만 원(도비 1,000 시･군비 1,000), 총 10개소(1개소당 200백만 원)
- 사업내용 :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 및 골목상권 등을 중심으로 ‘경기공유마켓’ 육성

사업의 세부 내용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의 세부 내용은 예산지원 사업 부분과 기초지자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비예산 지원사업으로 세부 지원내용이 구성
- (예산지원 사업) 경기 공유마켓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 사업비 지원
- (비예산지원) 기초지자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의 내용으로 옥외영업
및 도로 점용 허가 등 기초지자체의 조례 정비 추진
예산지원 사업(예시)
- 시설 및 인프라 구축 : 매대, 조명, 가설물 및 홍보물 제작 또는 임차 등
- 홍보 및 이벤트 : 판촉 행사, 각종 공연행사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블로그, SNS 홍보, 전단,
지역지, 종합 전략 홍보 등)
- 시장별 1명의 매니저 인건비 등 간접 사업비 지원
- 판매자(Seller) 운영 경비, 행사 운영 경비 및 전문가 인건비 등 부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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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역의 관광 요소 발굴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시장육성에 초점을 두고 ’19년~’20
년 20개소 선정 추진을 통해 사업평가 후 보완계획의 수립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도모하고
있음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운영방식]
- (운영 주체) 전문가, 상인,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의 추진단을 실행 주체로 지정지원
- (장소) 유휴공간과 골목상권 등을 연계한 전통시장 내 사업 대상지 발굴 후 추진
- (결제 수단) 공유마켓 판매･구매자 간 거래 수단을 지역화폐로 사용하여 전통시장 이용 촉진
자료 : “2020년 시장상권 종합지원사업 추진계획(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19.12.).

- 사업의 신청 자격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을 선정
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② 전통시장 주변(인접) 골목상권 참가 확약 및 민간협의체 구성이 가능한 곳
③ 시･군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도로점유, 즉석식품 조리가 가능한 곳
④ 사업선정 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대다수의 실제 실행사업은 공유마켓 기반 인프라와 공간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시설과 집기 등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민. 상인, 관광객 등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림 3-5]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홍보물

- 실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업 예산지원을 통해 대상 시장에 지원된 공유마켓 매니저를
중심으로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전통시장 주변의 다수 골목상권의 참여와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행사 중심의 상생발전형 공기공유마켓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동시에 사업의 참여 대상 판매자(Seller)의 확보 및 확대를 주요한 사업의 요소로 삼고
있어 지역의 일반 주부 및 지역의 다수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주민과 공동체 참여에
기반한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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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예산 지원사업의 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은 사업 대상 상인회의 준비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혁신적인 새로운 유형의 다수 사업이 발굴되어 안착하
고 있음

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 ’19년 10개소, ’20년 8개소 육성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도 지원 10개소에 대한 지정이
모두 완료
[표 3-14] 경기공유마켓 지원 현황
반딧불이연무시장
사기막골도자기시장
(수원)
(이천)
매산로테마거리
관고전통시장
’19년
’20년
(수원)
(이천)
선정
선정
구매탄시장
용문천년시장
현황
현황
(수원)
(양평)
(8)
(10)
가구거리상점가
물맑은시장(양평)
(수원)
오색시장(오산)
도일전통시장(시흥)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정자시장
(수원)
남문시장
(수원)
북수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수원)
-

한대앞상점가
(안산)
사리골상점가
(안산)
잣고을시장
(가평)
송탄전통시장
(평택)
-

- 2021년 지원 대상 10개소에 대한 선정은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한 사업 공모 지연으로
인해 2021년 10월에 모든 선정이 완료됨
- 최초 사업 착수 시기인 2019년 기준으로 개별 선정 시장당 최소 6회 이상의 공유 마켓이
개최되었고, 2020년 기준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4회 이상의 공유 마켓
개최가 이루어졌음
- 2021년 기준으로 최소 개최 횟수는 선정 대상 시장당 4회 이상을 기준으로 시장별 상황에
따라 실제 개최 횟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2021년 종료 후 총 28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약 56억 원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누적 기준 총 150회의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이 개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개별 지원 시장당 평균 판매자(Seller)의 신규 발굴 규모가 10여 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누적 기준 약 280명 수준의 신규 지역 판매자(Seller)의 신규 확보와 운영의 성과가 나타나
고 있으며, 신규 확보된 판매자를 중심으로 경기공유마켓의 운영 외에도 다수의 지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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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마켓, 오픈마켓의 운영의 주체를 확보하는 성과를 견인하고 있음
- 2022년까지 총 40개소의 대상지를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지원이 모두 완료된 이후 관련
경기공유마켓 개최 횟수는 누적기준 250회가 달성될 것으로 예측

실행사례와 사업성과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은 전통시장 내 음식 판매 및 도로점유 등의 규제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견인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전통시장 내 5일장과 골목상권에 상인, 지역주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푸드트럭
등과 플리마켓 등을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활성화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실제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과 비활성화 골목상권 중심의 상인과 주민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조성으로 도심상권 재생의 효과도 견인되고 있음
- 다양한 지역의 주체들이 시장 활성화에 참여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인적·물적
교류의 거점으로서 시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지역 경제공동체 네트워크의 회복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
- 상생발전형 공기공유마켓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공유 상업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모델을 확보하고 있음
- 따라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다수의 지역 협동조합, 농업인, 지역사회 공동체,
푸드트럭 등이 자유롭게 공유 공간을 활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추가
확보 및 신규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과 프로그램의 발굴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특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의 주체들이 시장 활성화에 참여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인적·물적 교류의 거점으로서 시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동시에 지역 기반 오픈마켓, 플리마켓 등의 기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다수의 판매자
(Seller)들을 지역 내에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중심의 선순환적 공유 경제의
효과가 구축될 수 있는 여건을 구현하고 있음

고성과 창출 요인 : 추진 체계
-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 참여 주체별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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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분담 및 영역의 확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체계를 확보하고 있음
- 특히 사업 추진 협의체를 통해 사업의 운영 방향이 확정되며 전담 공유마켓 매니저 등을
통해 세부 사업의 실행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확보하고 있음
[그림 3-6]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추진 체계

자료 : “2020년 시장상권 종합지원사업 추진계획(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19.12.).

시사점 : 타 지역 대비 차별성･우수성
- 타 지역에도 플리마켓, 오픈마켓 등의 거래 중심의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반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수의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사업은 유일
- 특히 사업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옥외영업 및 도로 점용 허가 등
기초지자체의 조례 정비 추진을 요구하는 특징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지속가능한
여건 마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시사점 : 타 지역과 연계･협력 가능성
- 경기도의 선도 사례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설계와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전국 단위의 전통시장 기반의 공유경제 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의
연계·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에 타 지역 경제공동체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모색과 준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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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전통상권의 생업기반 악화, 도심 공동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상권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역 지정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적 활용에는 한계를 보임
* 지정요건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곳, 점포수 충족, 매출액, 인구, 점포수가 2년 연속 감소 등

-

‘11년
’14년
’18년
’19년
’20년

[중기부 추진 상권활성화구역(상권르네상스) 지정현황]
전국 6개소 (道 1개소 - 성남 수정로),
전국 6개소 (道 2개소 – 성남 산성로, 의정부 구도심)
전국 3개 소 (道 1개소 -수원 역세권)
전국 4개 소(道 1개소-구리 구도심)
전국 6개소 (道 선정 지역 없음)

자료 :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기본계획(안)”, 경기도 경제노동실(2018.12.).

- 따라서 경기도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의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정책적 수혜 대상 구역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준비와 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2021년 사업개요
- 사업 대상 : 경기도 내 ｢전통시장특별법｣제2조 상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6곳
- 사업예산 : 6,000백만 원(도비 3,000백만 원, 시･군비 3,000백만 원)
도내 6개 구역(신규2, 계속4), 1개 구역당 1,000백만 원

사업의 세부 내용
- 중앙정부의 전통시장특별법상의 ‘상권활성구역’보다 기준 요건을 완화한 경기도 상권진흥
구역 요건을 갖춘 시군 단위의 지역 상권을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
- 현행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요건 대비 구역설정 기준, 점포 수, 매출액 기준 등을 완화하여
상권 대표조직 및 시군의 사업 신청 기회의 확대를 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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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정요건]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곳
 해당 구역 안에, 도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은 350개, 50만 미만은 20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구역 내 시장 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사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자료 :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기본계획(안)”, 경기도 경제노동실(2018.12.).

[표 3-15] 상권단위 지원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비교
중기부(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
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
구역지정
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요건
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
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라.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경우 : 점포 수 700개
마.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명 이하인 경우 : 점포수 400개
구역지정
바. 예정구역 안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
요건
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
가. 상권관리기구 설치(비영리 법인)
추진주체
나. 상권활성화협의회 운영(자문)
가. 상권 대표조직 구성(상인회, 협의회 등)
나.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
지원조건
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다.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시군)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경기도(상권진흥구역)
(자체 지정 요건)

구 분

가. 좌동
나.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
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곳
다. 시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해당 구역의 주요상업 활동이 위축되
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라.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50만 명 이상인 경우 :
마.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50만 명 이하인 경우 :
바. <삭제>

가.
나.
가.
나.

시･군･구의 인구가
점포수 350개5)
시･군･구의 인구가
점포수 200개6)

상권운영기관(상권진흥센터)
상권진흥협의회 운영(자문･의결)
좌동
좌동

다. 상권진흥구역 지정(시군)

- 상권 운영기관의 설립 형태, 절차 등을 ‘상권진흥센터’로 간소화하여 사업의 준비 및 추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 (중기부) 상권관리기구(비영리법인) → (경기도)상권운영기관(센터)

- 해당 상권 내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 운영을 통한 상권 자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지속적 상권자치 거버넌스 유지를 위한 상권 주체(임대인, 상인)가 주도하는 협의·의결 기구(상권진흥협의회)
5) 도내 50만명 이상 시군 13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중 점포수 700개 이상은 10개소, 350개 이상은 18개소(’17년말
기준, 경기도 자체 현황 조사).
6) 도내 50만명미만 시군 9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중 점포수 400개 이상은 5개소, 200개 이상은 17개 소 (’17년말
기준, 경기도 자체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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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영

- 사업 추진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동일지역 대상으로 한 다각적이고 집중화된 지원으로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별 필수 조치사항]
○ (상권진흥센터 설치) *설치 근거 : 지침 제12조
- (목적) 상권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이전에 구성
- (수행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상권진흥사업 추진 등 계획과 실행 전반
- (형태) 시군별 관련 전문가, 공무원(파견) 등 사업 추진 주체를 포함하여 전담이고* 형태로 구성
* (중기부)상권관리기구(비영리법인)→(경기도)상권운영기관(진흥센터)
○ (상권진흥협의회 설치) *설치 근거 : 지침 제13조
- (목적) 상권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자문･의결을 위하여 사업 시행 이전에 구성
- (수행업무) 상권진흥 사업 방향, 계획(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의 자문 의결, 상권진흥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 (형태) 구역 內 토지 등 소유자, 상인, 거주자, 및 상권분석, 유통관련 전문가 등(15인 이내)
자료 :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기본계획(안)”, 경기도 경제노동실(2018.12.).

- (사업내용) 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 활성화(환경개선, 활성화 종합지원)
- 사업의 지원내용 중 환경개선(H/W) 부분은 상점가 거리 정비 및 기반 공사, 거리 디자인,
환경안전 관리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활성화(S/W) 부분은 빈 점포 활성화, 핵점포 유치,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7] 전통시장 및 상권단위 지원방식 비교
전통시장

상권단위

⇨

전통시장･상점가 개별시장 지원
(주차장, 아케이드, 고객편의시설)
기초상권에 대한 개별적 지원으로 구도심의 전
체 활성화에 한계

지원
방식
기대
효과

시장 인근 상권을 포함한 권역 단위 지원
(문화･테마거리 조성, 리모델링, 마케팅)
상권전체의 종합적 지원으로 상권 매력도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

자료 :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기본계획(안)”, 경기도 경제노동실(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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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 2021년 기준 최초 사업의 계획 목표인 6개소에 대한 선정과 사업 지원이 완료
[표 3-16]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선정, 추진현황
구분
19년
선정
(19.10.7)
20년
선정
(20.4.7)
21년
선정

신청 구역 개요

현재, 추진상황

⁃ (양평)
양수리 상권진흥구역

･ 1년차 사업계획 승인(’20.1.)
･ 센터 설립 및 인력 채용(`20.2.)

⁃ (성남)
모란상권진흥구역

･ 1년차 사업계획 승인(`20.3.)
･ 협약체결 및 센터설립(`20.8.)

⁃ (동두천)
원도심권진흥구역

･ 사업승인 및 협약체결(`21)
･ 센터설립 및 인력채용(`21)

⁃ (파주)
금촌통일상권진흥구역

･ 사업승인 및 협약체결(`20.8.)
･ 센터설립 및 인력채용(`20.9.)

(하남) 신장전통시장
(연천) 전곡전통시장

･ 사업승인 및 협약체결 완료
･ 센터설립 및 인력채용 완료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 소요예산 240억 원(산출기초 : 1개 구역 × 40억 × 6개 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연차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구역 당 도비 지원
기준 : 연간 5억 / 총 20억(10억 × 1개 구역 × 4년 × 50%)이 소요되고 있음
[표 3-17]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소요예산 현황
(단위:억원)
구 분

계

계
도 비
시군비

240
120
120

2019년
(2개소)
20
10
10

연도별 소요예산
2020년
2021년
(4개소)
(6개소)
40
60
20
30
20
30

2022년 이후

비고

120
60
60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원 사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사업을 수행할 연천군 전곡상권진흥센터가 25일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연천군 전곡 상권진흥구역은 23만3000㎡규모로, 첫머리거리·전곡전통시장·로데오
거리·중앙상가가 포함됐다. 이 곳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상권 정비, 구석기 및 병영생활 체험공간 마련,
스마트상권 구축, 특화 야시장 운영 등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은 비영리법인 전문기구인
상권진흥센터에서 맡는다.
자료 : “경상원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연천전곡센터 오픈”, 국제뉴스(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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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과 추진 체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진조직을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센터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원활
- 해당 상권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 기구인 상권진흥협의회에 상권
단위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심의·의결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어 해당 상권 내 이해관계
자 전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 추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각 시 ⁃ 군 주도*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진흥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도(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는 도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상권진흥구역이 대표될 수 있도록 총괄 사업
계획 조율, 세부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전문가 자문) 등 종합 관리의 역할을 수행
* 시군별 사업추진 전담기관(상권진흥센터) 설치하고, 상인･임대인･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권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시행

[그림 3-8]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 추진체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ㆍ 지원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ㆍ 예산확보
ㆍ 사업자 최종심의 및 선정
ㆍ 최종사업계획서 승인
ㆍ 세부실행 자문 및 컨설팅
ㆍ 관리･감독 총괄

ㆍ 세부추진계획 수립
ㆍ 핵심 사업 전략 홍보
ㆍ 예산교부 및 정산
ㆍ 서류, 현장, 발표평가
운영
ㆍ 성과평가, 모니터링
ㆍ 상권진흥센터 관리･감독

시･군
ㆍ 상권진흥구역 지정
ㆍ 최종사업계획서
(연차별 포함)
수립 및 승인 요청
ㆍ상권진흥센터 및
진흥협의회 설치･운영
ㆍ시군비 확보･교부
/ 관리･감독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시사점 : 타 지역과 연계･협력 가능성
- 타 지역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지역단위 상권에 대한 종합지원 사업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등을 협의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식 지원을 확대하는 공동의 연구와 포럼 형태의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시에 경기도의 선도 사례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설계와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제3장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 우수사업 조사분석∣75

2)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매력증대 분야 우수사업
(1)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 울산광역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화 추진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함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Ÿ 지역선도시장 :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이자 전통시
장의 롤모델로 육성
Ÿ 문화관광형시장 :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
Ÿ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역량 강화를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 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 기반 구축
* (3대 서비스 혁신) ① 편리한 지불 ② 교환, 환불 등 고객신뢰 제고 ③ 위생
** (2대 조직역량 강화) ① 상인조직 강화 ②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 울산광역시는 골목형시장(2015~2017년, 2018년 폐지), 문화관광형시장(2009년~), 특성
화 첫걸음 시장(2018년~) 등을 추진해 옴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문화･관광자원 등 지역특색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표 3-18] 문화관광형시장 및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개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사업
비
추진
절차

문화 관광형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존 특성화시장 사업이 종료된 곳으로, 상인회
가입률⦁상인회비 납부율⦁온누리상품권 가맹
률 80% 이상인 곳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
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사업 추진
시장별 2년간 1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국가직접지원
소진공 주관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자를 PM으로 매칭하여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기존 특성화시장 지원을 받지 않은 시장으로, 상
인회 가입률⦁상인회비 납부율⦁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곳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도약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시장별 1년간 3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국가직접지원
소진공 주관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자를 PM으로 매칭하여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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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형시장)
Ÿ (총사업비) 3,640백만 원 (국 1,820, 시 910, 구 910) ※ 국 50%, 시 25%, 구･군
25%
Ÿ (사업대상) 4개 시장 (계속시장 2, 신규시장 1, 도약시장 1)
Ÿ (추진기관)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국가직접지원사업)

[표 3-19]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형시장 세부내역
구분

남목전통시장 [계속]

젊음의거리 [계속]

야음상가시장 [신규]

㈜신정시장 [도약]

사업기간

’20. 3. ~ ’21. 12.
910백만원
(국 455, 시 227.5,
구 227.5)
460백만원
(국 230, 시 115, 구
115)
450백만원
(국 225, 시 112.5,
구 112.5)

’20. 3. ~ ’21. 12.
930백만원
(국 465, 시 232.5,
구 232.5)
460백만원
(국 230, 시 115, 구
115)
470백만원
(국 235, 시 117.5,
구 117.5)

’21. 1. ~ ’22. 12.
920백만원
(국 460, 시 230, 구
230)

’21. 1. ~ ’22. 12.
880백만원
(국 440, 시 220, 구
220)

-

-

-

-

460백만원
(국 230, 시 115, 구
115)
460백만원
(국 230, 시 115, 구
115)

계절별 축제, 어린이
시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123페스티벌, 클럽
형 야시장 조성, 유튜
브 크리에이티브 양
성

440백만원
(국 220, 시 110, 구
110)
440백만원
(국 220, 시 110, 구
110)
디자인 매대 개발, 온
라인플랫폼 입점, 고
객감사 이벤트
첫걸음시장(’20) →
문화관광형시장(’21)

총사업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추진내용

주말 포장마차, 시장
문화교실, 간판 재정
비

자료 : 울산광역시.

- (특성화 첫걸음시장)
Ÿ (사업목적)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 기반 조성
Ÿ (대상/기간) 중앙길(문화의거리) 상점가 / 2021년(1년 이내)
Ÿ (사 업 비) 280백만 원 (국 168, 시 56, 구 56)
Ÿ (추진내용)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 (3대 서비스 혁신) ① 편리한 지불 ② 교환, 환불 등 고객신뢰 제고 ③ 위생
** (2대 조직역량 강화) ① 상인조직 강화 ②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Ÿ (추진기관) 특성화첫걸음시장육성사업단(국가직접지원사업)

제3장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 우수사업 조사분석∣77

[표 3-20] 울산광역시 특성화시장 육성 추진현황
분야별

추진
년도
2015

골목형
시장
(18년
부터 폐
지)

문화
관광형
시장

시장명
소 계
반구시장

23,770
2,600

추진내용
꾸러미상품 개발, 맞춤형(한글콘텐츠)상품개발
음식상품거리조성
(칼국수, 국밥거리)
시장내 야시장(한우특화), 수요명물장터, 맞춤형 음식상품
개발
공동작업장 및 판매장 조성, 도매배달서비스
바비큐거리,공동판매센터, 달빛거리 공간 조성

2015

신정상가시장

520

2015

수암상가시장

520

2017
2017

학성새벽시장
월봉시장
소 계

520
520
520

중앙상가

20,070

쌈지 문화공간 조성
디자인거리 조성

8,300

전통민속장터 재현, 옹기체험장, 옹기밥상 개발

1,510

힐링투어버스, 캐릭터BI개발, 홈페이지 구축

1,600
1,600

한우야시장 특화
고래를 테마로 하는 문화관광형 체류시장

젊음의거리

1,620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울산번개시장

860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아시아인 일요장날

젊음의거리

940

123페스티벌, 클럽형 야시장 조성 등

남목전통시장

930

계절별 축제(마성수요장터, 가을 별빛 축제), 어린이 시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야음상가시장

910

주말 포장마차, 시장 문화교실, 가판 재정비

㈜신정시장

920

디자인 매대 개발, 온라인 플랫폼 입점, 고객 이벤트

2009~
2011
2010
~2012
2014~
2016
2017~
2019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2020
~2021
2021
~2022
2021
~2022

남창옹기종기
시장
울산번개･
야음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신정상가시장

소 계

특성화
첫걸음
시장

사업비
(백만원)

880

2018

태화종합시장

1,100

2019

남목전통시장

270

2020

㈜신정시장

280

2021

중앙길 상점
가

270

자료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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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표 3-21]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성과
구분
개요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주요
성과

울산번개시장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아시
아인 일요장날
’19. 6. ~ ’20. 12. (2년)
※ 개장식 : 11.10.
(일) 11:30
920백만원
(국 460, 시 230, 구 230)
Ÿ (아시아인 일요장날) 아시아 대
표먹거리 20개 매대(매주 일요
일 12:00~20:00)
Ÿ (일요장날 홍보 공연) 대공연 및
매주 소공연 1회, 경품행사 등
Ÿ (시장 디자인 조명 구축 및 출입
구 파사드 정비) 북문~남2문
128m
Ÿ (문화공연 및 홍보) 시내버스
250대 내부광고(영상 20초),
JCN 광고 홍보
Ÿ (가격표시 활성화) 점포별 POP
제작, 위생앞치마, 장바구니 제
작등

젊음의 거리

남목전통시장

통합적 재생 ‘울산 젊음의 거리’

지역문화, 관광콘텐츠로 지역
상권을 주도하는 남목전통시장

’20. 3. ~ ’21. 12. (2년)

’20. 3. ~ ’21. 12. (2년)

920백만원
(국 460, 시 230, 구 230)

920백만원
(국 460, 시 230, 구 230)

Ÿ (123페스티벌) 북 콘서트, 워
터버블페스티벌, 가을패션쇼,
겨울 DJ야시장 파티 등
Ÿ (123외쳐봐) 1인 유튜브 크리
에이티브 활용한 사업 홍보
Ÿ (ICT 기반 상점가 안내도 설치)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먹거리,
볼거리 홍보
Ÿ (수제맥주 개발, 브랜드화를 통
한 자생력 강화) 고객지원센터
1층
Ÿ (123미술관 조성 등) 거리디자
인 특화사업

Ÿ (디자인조성) 입구 아치 및 내부
조명 디자인 개선
Ÿ (특화 및 관광연계) 시장투어 프
로그램 운영, 특화먹거리 개발
Ÿ (자생력강화) 상인역량강화 교
육 및 선진지 견학, 상인동아리
육성 등
Ÿ (홍보 및 이벤트) 계절별 축제
(마성수요장터, 가을 별빛 축
제), 어린이 시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 2020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추진성과(신정시장)
[표 3-22] 울산광역시 특성화 첫걸음시장 추진성과
추진
내용

단위
과제
결제
편의

3대
서비스
혁신

고객
신뢰

주요 내용
◦ 신규 사업자등록 가입률 96%
◦ 점포(37곳) 카드 단말기 도입, 카드가맹률 95%
◦ 점포(44곳) 온누리 가맹,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90%
◦ 점포(81곳) 고객 편의용 홍보용 카트형 장바구니 비치
◦ 점포(21곳)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 전체 비율 93%
- 전 점포 방문 매장 진열 방법 및 가격표시 교육
◦ 온라인(SNS) 홍보(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개설)
- 블로그 조회수 777명(3개월 평균)
- 페이스북 팔로워 127명, 최대조회수 13,000명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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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단위
과제

주요 내용

3대
서비스
혁신

위생
청결

◦ 클린시장 – 방역 및 시장대청소 (5회)
◦ 재난탈출 코로나19 - 수제 마스크 24,300장 제작 납품(울산교육청, 단체 등)
◦ 하나된 신정시장 – 위생복(150장), 앞치마(200장 제작배포)

상인
조직

2대
조직
역량
강화

안전
관리

기타

◦ 상인교육
- 집합 2회(73명), 방문 7회(97점포)
- 상인 의식개선 교육, 서비스 교육, 다다익선의 필요성
◦ 작지만 강한시장
- 협동조합 조성교육 17회(182명)
- 상품개발 교육 3회(20명)
◦ 이제는 온라인시대
- 온라인플랫폼 등록(복지몰, 네이버스토어 등)
- 온라인플랫폼 교육 4회(102명)
◦ 안전한 신정시장 – 자율방법소방대 조직 및 안전교육
- 집합 3회(51명)
- 점포(52곳)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100%
◦ 고객감사 라이브축제 – 비대면 라이브커머스
- 방송 : 유튜브, 구매 : 네이버스토어
- 방송 조회수 : 3,004회(방송 11월19일)
- 판매 : 건수 211건 (5,394,000원)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화 추진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국가지원사업
-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
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

고성과 창출 요인 : 추진 체계
-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추진하나 시장 상인회가 주도
-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지원센터에 입주한 울산상인연합회가 상권활성화 활동 지원 및 상인 권익증진
교육 실시

80∣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협력방안 연구

(2)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야간관광 명소로 개발

사업의 개요
- (신청 대상)
Ÿ 전통시장 상인회가 동의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을 것
Ÿ 야시장 기본방향(컨셉) 및 마케팅 타켓이 명확할 것
Ÿ 운영자 중 청년 창업자의 비중을 50% 이상 확보
Ÿ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시장

- (사업비) 개소당 10억 원 이내(특교세+지방비)

※ 매칭비율(%) : 50:50

- (사업내용) 야시장 경관 조성, 야시장 운영시설(조리시설, 판매대 제작, 보관소, 청년몰
설치 등), 고객편의시설 등

사업의 세부내용
- (문화공연마당)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 공연, 개인기 참여마당, 다문화 예술단 공연,
외국인 참여･체험프로그램 등 구성
- (먹거리장터) 지역별 향토 먹거리(체험코너 병행), 다문화사회 음식코너 등 운영
- (특별상품 코너) 외국인 선호 고유 수공예품, 다문화사회 수공예품, 예술장터, 벼룩시장 등

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
[표 3-23] 전통시장 야시장 : 울산큰애기야시장(중앙전통시장)
개장일
운 영
매대수
주 요
프로그램
실적

Ÿ ’16. 11. 11.
Ÿ 14개

운영일자
Ÿ 화~목요일,19시~24시
Ÿ 1,000백만 원
사업비
및 시간
금~일요일,19시~25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매대
운영자
Ÿ 기존상인, 청년창업가, 일반인 참여
품 목
Ÿ 퓨전･ 향토음식, 특화상품 등 14개
구성

Ÿ 제1구간(사주문입구 ~ 뉴코아아울렛, 170m) : 젊은층, 다양한 먹거리 구간
※ 누적방문인원 400여만명, 월 평균매출액 116,20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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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전통시장 야시장 : 수암한우야시장(수암상가시장)
운영일자
Ÿ 매주 금, 토
Ÿ 1,000백만 원
사업비
및 시간
Ÿ 19:00~23:00
(행안부, 특별교부세)
매대
운영자 Ÿ 기존상인, 청년창업가, 일반인 참여
75개
품 목 Ÿ 한우 20, 먹거리 15, 공예품･체험 등 11
구성
한우 먹거리 부스 운영
시장 중앙사거리 상설 간이 무대 설치 문화공연 실시
계절에 맞는 메뉴 행사 및 이벤트 실시
타로점, 캐리커처, 어린이 공예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장일

Ÿ ’17. 5. 12.

운 영
매대수

Ÿ

주 요
프로그
램

Ÿ
Ÿ
Ÿ
Ÿ

실적

※ 월 방문인원 17,599명, 월 평균매출액 181,866천원
※ 야시장 개장 후 시장 내 기존상점 평균 매출 15% 정도 상승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
-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상인회 주도로 야시장 개설･운영
- (중앙전통시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지역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울산큰애기’ 스토링텔링을 입혀 야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인근상가
경기 활성화 모색
- (수암상가시장) 한우 소고기로 유명한 수암상가시장에 한우 먹거리장터로 야시장 구성

고성과 창출 요인 : 추진 체계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 시장상인, 청년창업, 일반인 등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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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주민 소비촉진 분야 우수사업
1) 경기도 지역주민 소비촉진 분야 우수사업
(1) 경기지역화폐 발행 사업
사업개요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배경
- 경기도 지역주민 소비촉진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진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촉진,
그리고 지역화폐 연계 공공지역 배달앱 구축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지역화폐가 지역주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초사업으로 적극 모색된 시점은 2018년
경부터이나 사실상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점은 2019년이며, 전국 각 지역으로 대폭 확대된
것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맞이한 이후임7)
- 전국 각 지역으로 재난기금이 2020년 22조원(1차 14조 3000억원, 2차 7조 8000억
원), 2021년 재난기금 35조원(전국민재난지원금 11조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4조 2000
억원,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 1조원, 신용카드 캐시백 7000억원)8)이 배포되었음9)
- 배포금은 그 지급시 지역화폐 발행형태(상품권, 신용카드, 선불카드, 일부 현금 등), 예산책
정방식(일반발행, 정책발행)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기업(매장)이
배제된 지역화폐성 소비기금 용도였음

경기도 지역화폐 목적
- 경기도는 타 지역보다 지역화폐에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음10)
- 또한 발행 목적을 지역경제 보호라는 초기 소극적 목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목표 전환을 추구하였음11)
- 주 목적은 침체하는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균등발전 추구, 지역공동체 복구와 지역자치
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07.17., 2021.01.14.).
8) 2021년 7월 현재 기준. 행안부, ｢2021년 예산설명자료｣,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2021.07.01.
9) 기획재정부는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34.9조원으로
발표, 기재부 보도자료(2021.08.27.).
10)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 2020년 10.6조 원, 2021년 12조 7천억 원 가운데 각각
2조 2천억 원, 2조 3천억 원으로, 전국 대비 18-20% 비중 차지, 행안부.
11)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www.gmone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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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첨단 디지털 금융 기술의 전 사회적 응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적극적 촉진으로
목표를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음

실적 및 성과
지역화폐 발행 사업 실적 및 특징
- 경기도 지역화폐의 2021년 발행실적은 3조 1천억 원(일반발행 2조 8천억 원, 정책발행
2천 9백억 원, 21년 8월 기준)임
- 소비 인센티브는 시･군에 따라 약간씩 편차가 있으나 액면가의 평균 10%이며, 발행양식은
기존의 지류 상품권식, 카드형(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역 선불카드), 스마트폰과 QR코드
를 이용하는 모바일페이 방식의 3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대부분은 카드 방식과 모바일페이
방식의 혼용형태로 점차 이전하는 추세임
- 카드 방식은 해당 지역 내 단말기 사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페이
방식은 사용처가 모바일 방식으로 추적되기 때문에 지역사용 제약이라는 지역화폐 운용목
적에 부합하며, 다른 한편 카드 및 모바일페이 방식은 중앙정부로부터 발행되는 전국 상품
권인 온누리상품권과 차별성,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자치 지역경제공동체 추구라는 목표에
도 부합함
- 모바일페이 방식은 소비처에 대한 공간,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 사용의 용이성과 범용성이 장점이나, 지역성과 공동체성, 대기업 사용 및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모바일 거래의 특성상, 영역 경계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을 안고 있음
- 그러나 대세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달을 반영한 모바일 형태가 점차 확산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경기도 내 지자체별 지역화폐 특징
-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발급 및 사용 범례가 거의 유사하지만 지역화폐 소비자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 선할인(유인책 : 경기도)과 후적립(캐시백 : 부산 동백전,
인천, 광주, 세종 등) 방식으로 크게 구분됨
- 그러나 실제 시행에서는 인센티브와 캐시백의 장점(소득공제율 등)이 점차 혼용되는 추세이
며, 할인 비율과 사용 영역 등은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를 보이고 있음
- 경기도 내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형태 등의 특징은 다음의 표에 소개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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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경기도 내 시･군의 지역화폐 특징 비교
발행수단
구분

명칭

수원
고양
용인

계
수원페이
고양페이
용인와이페이

성남

성남사랑상품권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부천페이
행복화성지역화폐
다온
Thank you Pay-N
경기안양사랑상품권
평택사랑카드상품권

시흥

시루

파주
의정부

파주Pay(파주페이)
의정부사랑카드

김포

김포페이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광주사랑카드
광명사랑화폐
군포愛머니
하남하머니카드
오색전
양주사랑상품권
경기이천사랑상품권
경기구리사랑상품권
안성사랑카드
포천사랑상품권
의왕사랑상품권
양평통보
여주사랑카드
경기동두천사랑카드
경기가평사랑상품권
과천토리
연천사랑상품권

발행형태

카드

모바일

지류

28(3)
○
○
○
○
(신한)
○
○
○
○
○
○
○
(농협)
○
○
○
(하나)
○
○
○
○
○
○
○
○
○
○
○
○
○
○
○
○
○

3

9

○

정책

일반

○
○

카드
카드
카드
카드+지류+
모바일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지류+카드

○

지류+모바일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지류+모바일
(카드)
카드
카드
카드+지류
카드
지류+카드
지류+카드
지류+모바일
(카드)
카드
카드

모바일(카드)

모바일(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지류+카드
지류+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지류
카드+지류
카드

○

○

○

○

○
○

○
○

인센티브
지급방식
(카드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할인형
추가지급형

할인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할인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할인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추가지급형
할인형
추가지급형

주 : 모바일, 지류는 할인형으로만 운영.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2021).

지역화폐 연계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 지역화폐 사용 시 가장 많은 쟁점은 다음의 3가지임
- 첫째, 일정한 행정구역 단위로 사용을 한정하는 사용 공간 범위 제한, 둘째, 소비자의 다양한

제3장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 우수사업 조사분석∣85

소비활동에 대한 사용 목적 제한(가맹점 제한), 셋째, 재생산되지 않고 소진되는 1회성
소비지원의 한계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모색
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모바일 배달앱과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임
- 지자체 최초의 배달앱 시도는 2020년 군산사랑배달 ｢배달의 명수｣로서 경기도는 공공배달
앱을 ‘배달특급’이라는 명칭으로 도입을 추진
- 배달특급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봉쇄를 거듭하며 심화한 오프라인 시장의
침체, 사적 비대면거래의 확산과 플랫폼 경제화 또는 독점화(주로 음식 소비재 물류시스템
모바일 네트워크 독점에 따른 폐해) 등에 대응한 공익 목적 공공 개입의 소산임
- 무수한 배달앱 업체 등장과 더불어 배달 비용의 소비자 전가와 높은 배달 수수료 및 광고비
용에 의한 소상공인 총물류비용 증가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문제로까지 갈등이 고조됨
- 민간 배달앱은 봉쇄경제, 비대면 물류서비스 기능 분리, 모바일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따른
주문배달의 편의라는 3가지 측면이 시기적으로 결합되어 소위 주문결제시스템의 통합인
‘독점적 플랫폼 배달앱’으로 수렴된 현상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불가피하였음
-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경기도주식회사 2020.11월 출시)의 개발은 지역화폐 확
산, 소비 및 경기활성화, 소상공인 매출증대, (물류)비용절약이라는 공공이익의 결합으로
높은 성과를 보임
- 경기도 배달특급은 ‘광고비 없음’, 중개수수료 1%, 지역화폐 소비 시 최대 15% 할인
등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설계됨
- 2020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2021년 10월 현재 경기도 내 27개 지자체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어 회원 수 57만 명, 가맹점 4만 개, 누적 거래액이 7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12)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경기도 지역화폐 소비시스템은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이며, 월등한 실적(2021년 지역화폐
발행규모 약 3조 원)으로 나타남
-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점인 2019년도 3,900억 원으로 시작하여 많게는 타
시도의 10배를 능가하는 규모로 활성화하였으며, 재난기금이 확장되던 2020년에도 최고
12) 경기도주식회사 보도자료(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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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행액을 유지하며 비슷한 인구 규모인 서울의 4배를 넘는 수준이었음
- 이와 같은 높은 성과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를 꼽을 수 있음
1) 경기도 지역의 높은 인구 비중(2021년 9월 현재 전국 주민등록인구의 26.2%)과 국가
경제의 중심인 수도권의 발달된 소비 인프라
2) 경기도 각 시군의 적극적 지역경제활성화 유인과 지역화폐 정책
3)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금융환경(디지털 단말기나 디지털 세대인 청년층의
집적 등)
4) 고성과 사업모델 발굴 및 설계(공공배달 플랫폼 등)
5) 지역소멸과 지역균등에 대한 선도적 적극 대응 체계(경기지역화폐, 배달특급 등) 구축

발전과제
- 경기도는 양적(지역화폐발행 2019년 약 5000억 원 대비 2021년 6배인 약 3조 원)으로,
그리고 질적(공공배달 플랫폼 등)으로 타 지역 대비 지역 소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구사됨
- 무엇보다도 시행착오 비용을 초월하는 과감한 각 시･군의 시행 의지가 타 시도 대비 경기도
지역 소비 활성화의 경쟁력일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가 넘지 못하는 벽이 존재함
- 지역화폐의 발행 및 사용 자율성 한계, 행정단위에 기초한 사용지역의 범위 제약, 인터넷
모바일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가상시장 내 거래금지 등이 그러한 제약 요소임
-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지역화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지역화폐의
정책 취지를 존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 이익을 동시적으로 도모
하는 다양한 방식이 모색되어야 함

시사점 : 지역화폐 전용 은행 설립 검토
- 소멸해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 특히 지역의 금융자율권 확대가
모색되어야 하는바, 가령 지역화폐 전용 은행의 설립이 그 하나임
- 지역화폐 플랫폼과 지역화폐은행이 공동 구현되면, 부족한 지역화폐 발행기금의 자율적
확보와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가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 소비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이는 일회성으로 소진되는 소비기금 역할에 한정된 지역화폐 위상에서 탈피하여 일반 예금
은행처럼 기금 재생산시스템 창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으며, 지역화폐 독자 은행화
라는 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전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임

시사점 : 지역연합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검토
제3장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 우수사업 조사분석∣87

- 지역경제 간 연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 연계 협력형 지역화폐
플랫폼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 지역 내 고립된 지역화폐 사용이 아니라 지역 간 연합을 통한 지역화폐 사용지역
확장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김병조･남춘호(2021)는 중역형, 중층형, 추가선택형, 자매결연형, 상생형, 편방
향형 등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간 연합의 6가지 유형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13)
- 이 제안을 응용하면 2~-3개 시･군은 도는 물론 그 외에 참가를 원하는 시도를 포괄하는
다양한 지역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으며, 이 협의체를 기반으로 공동기금 모색 등 지방자치
단체 간 공유 지역 금융구조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지자체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의 상호 방문을 통한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타 시도민의 여행 등 일시적 유인에 의한 소비행위가 발생해
도 지역화폐의 연계성이 차단되면 소비유인을 극대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지역연합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사용범위 제약 및 용도 제약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하면서 지역 간 상호 의존-지원의 연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기도와 울산은 대도시 지역이라는 공통점과 지역화폐에 대한 각성이 뛰어나고 지역화폐
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모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특히 울산은 중화학공업 및 소재 산업이 발달하고 동해안 특유의 청정 수산물과 축산물이
발달해 있고,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전국 최고의 지역임
-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이며, 전자부품 등 중간재 소재 산업이 발달하여 양
지역은 각 산업의 발달 특성상 전 사회적 분업 효과가 어느 지역보다 클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각각 동서를 대표하는 산업지역이자 지역 토착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잠재력에
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연대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 이를 극복할 매개고리로써 지역연합 지역화폐 플랫폼의 구축은 양 지역의 산업금융 활성화
와 첨단 디지털 금융기술을 적응시키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2)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13) 김병조･남춘호(2021). “경기도 지역화폐의 적정운용모형”, 뉴머니, 디지털미디어, 180~212쪽.

88∣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협력방안 연구

사업의 배경
- 경기지역화폐의 지속적 확대 발행을 통한 유통증진 및 이용 활성화(결제서비스 등)로 지역
별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음
- 이에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소통으로 경기지역화폐 인지도 제고 및 도민 공감대 확산,
신속 �정확한 지역화폐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021년 사업개요
- 사업 대상 : 경기도 지역화폐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예산 : 2,980백만 원(도비)
- 사업내용 :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추진(8개 사업)

사업의 세부 내용
- 경기지역화폐를 기반으로 도민의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총 8개의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사업은 크게 이용 활성화, 지속 가능한 활성화 체계의
마련, 온라인 기반의 확충으로 구분되어 있음
- (사업1)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도민 인식 제고 : 경기지역화폐 발행 2주년을 맞아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도민 인식 강화 및 안정적 확대 발행도
모를 목적으로 추진
- (사업2) 경기지역화폐 오프라인 판매처 확대 : 지역별, 연령별 취약계층으로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도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
로 추진
- (사업3) 경기지역화폐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 경기지역화폐 중장기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등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실행전략 고도화를 목적으
로 추진
- (사업4) 경기지역화폐 ‘결제 고객을 찾아서’ 이벤트 : 경기지역화폐 신규 및 기존사용자
유입 및 기존 고객(충전포함) 대상 이벤트 및 홍보를 통한 경기지역화폐 인식 제고를 목적으
로 추진
- (사업5) 경기지역화폐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연구 : 경기지역화폐의 정책효과 및 성과
분석 등 정책의 효과성 검증 및 발전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추진
- (사업6) 경기지역화폐 SNS 홍보 마케터 운영 : 경기지역화폐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터를 배치･운영하여 전문성 제고 및 현장 중심의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
- (사업7)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유지보수 : 지역화폐 신규 정책도 입 및 전환에 따라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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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비용지원 필요 및 공식 홈페이지의 체계적 운영으로 브랜드의 공공가치 부각을 목적으
로 추진
- (사업8) 경기상인 e-쇼핑 기반 조성 프로젝트 :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형 쇼핑몰 플랫폼 구축, MD 상품 구성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경기지역화폐 결재 서비스를 연계하여 소비자 편리성 강화)
[표 3-26] 경기지역화폐 소비 촉진 마케팅 지원 소요 예산 현황
구분

산식
백만원
▪매체(광고) 및 언론홍보 13억원
홍보비
1,700
▪시군 홍보지원 및 도민인식 제고 등 현장중심 홍보 4억원
▪552개소 유지관리 및 통신비 : (통신비) 5.5천원×12개월×552개소
오프라인 판매 확대지
(유지보수) 10천원×12개월×552개소
110
원
(예비비) 7,328천원
전문가 워킹그룹 ▪워크숍(2회) 및 워킹그룹(2회) : 12.5백만원×4회(상/하반기)
50
▪지역화폐 이벤트 및 홍보비 지원 : (이벤트) 3백만원×40곳
(우수사례) 3백만원×4곳
지역화폐 이벤트
250
(홍보 및 심사비) 18,000천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4회 : (이벤트) 25백만원×4회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지역화폐 성과분석 및 평가용역 : 220백만원×1식(용역)
220
SNS 홍보마케터 ▪마케터 운영(중앙3, 지역 3개소×2) : 인건비 및 활동비, 장비임대료 등
270
홈페이지 유지보수 ▪道 정책방향에 따른 지역화폐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용역 1식)
40
▪31개 시군 지역화폐와 상품판매 연계하는 결제서비스 활용
e-쇼핑 기반조성
340
･ (이벤트) e-쇼핑 기반조성 등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도민 인식 제고의 세부 사업 내용]
○ (사 업 비) 1,700백만원
○ (예산내용) 매체 홍보 및 언론 광고, 현장 중심 지역화폐 홍보 추진
구분

매체(광고) 및
언론홍보

현장중심
발품홍보

사업비
▪상･하반기 홍보 Key-Message 설정 및 집중홍보 추진
- 유튜브 재생 전 광고, SNS･인터넷 홍보(자체/인플루언서 활용 등),
이동 수단 홍보(지하철, 버스 등), 라디오광고, 방송프로, 바이럴 영상홍
보, 언론광고 등
※ 홍보영상 제작비용 등 포함
- 경제실, 홍보기획관실, 대변인실 협력 추진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홍보 및 시･군 홍보 지원
- 맘카페･군부대 등 지역 맞춤형 홍보, 행사 홍보부스 운영, 시･군 설명회
등 현장 지원
- 지역센터 및 홍보 마케터를 활용한 발품 홍보 추진

사업비

1,300
백만원

400
백만원

○ (추진방향) 현장 중심의 맞춤형 발품 홍보로 제도의 지역 내 정착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 영세상인 등
매출 증대 효과 확산
- 매체 광고 및 언론홍보, 홍보영상, SNS, 인터넷, 홍보부스, 설명회 등
○ (기대효과) 지역화폐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 기여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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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오프라인 판매처 확대의 세부 사업내용]
○ (지원 규모) 2019년 오프라인 충전 단말기 설치 대상 유지관리비 지원
* 약 186,000원 * 552개소
○ (사업비) 110백만 원
○ (설치내용) 2019년 552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진행 예정
구 분

당초 설치계획

현재 설치수량

2019년

552개소

437개소

2020년
2021년

185개소

0개소
552개소

비 고
재수요조사 및
추가 설치 예정(115개소)
2019년 설치분 유지보수
통신비용, 유지보수 등

○ (충전현황) 437개 설치, 충전건수 총 52,102건, 충전액 약 15,675백만원
○ (사업내용) 지역 농･축협 대상 지역화폐 오프라인 충전 단말기 유지관리 지원
○ (지원항목) 충전 단말기 유지관리비 등
- (단가) 대당 연 186천원(통신비용 66천원/연, 유지보수 등 120천원/연)
○ (추진절차)
- 시･군 및 농･축협 요청 ⇒ 설치 및 유지관리 확인 후 비용 지급･정산
○ (기대효과) 지역별, 연령별 취약계층의 불편해소 및 오프라인 판매 유도를 통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도모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경기지역화폐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업 내용]
○ (지원규모) 시･군 워크숍 2회 및 워킹그룹 2회 운영 (상/하반기)
○ (사업비) 50백만원
○ (사업내용) 정부, 핀테크 업계, 경기도 31개 시군 등 실무자가 함께하는 워킹그룹(Working Group)
구성, 운영
- (31개 시군 워크숍) 지역화폐 관련 정부 동향 및 도 정책 방향 제시, 정책(연구)자료 등 강의
- (워킹그룹 구성) 최신 IT기술 관련 전문가, 스타트업, 마케팅, 핀테크, 소비자 측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전문가를 분야별로 구성해 구체적 자문 수행 및 정책제안 및 설계
○ (참여인원) 약 80명(도-시･군 지역화폐 담당 공무원, 경상원, 전문가 등)
○ (추진방향) 도-시･군,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에 기반하여 현장에서 실행가능성 높은 정책과제
선정 및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을 통해 체감형 지원방향 모색
운영범위(예시)
경기지역화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개발
워킹그룹 참여 조직의 원활한 소통과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경기지역화폐 수요자 및 만족도 확대를 위한 사업 실행 타당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가 연계
○ (기대효과) 정책이슈 및 핵심 메시지 공유 등 원활한 사업 추진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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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결제 고객을 찾아서’ 이벤트의 세부사업 내용]
○ (지원규모) 지역화폐 가맹점 및 사용자
- (상인공동체) 30개 이상 경기지역화폐 할인가맹점(우대) 참여 상인공동체 40곳
* 참여 상인공동체 자부담금 10%
- (사용자) 이벤트 기간 동안 지역화폐를 사용한 회원
* 지역화폐 일반발행 구매 대상 약 10,000여 명 예상
○ (사업비) 250백만 원
○ (추진내용)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사용자 측면 이벤트 동시 진행
- (상인공동체) 공동 프로모션(판촉) 지원, 지역화폐 홍보 및 이벤트 비용지원 등 경기지역화폐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 (예시) ①경기지역화폐 홍보물 배포(현수막, 사은품 등) ②지역화폐 결제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추가 할인제공), ③경기지역화폐 신규 가입 및 충전 유도
- (사용자) 지역화폐 신규사용자 유입 및 휴면사용자 재사용 동기 부여
* (예시) 시군별 일반발행 구매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 정액권 증정 등
* 경품 수령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5만 원 초과 경품 수령 시 소득세 20%, 주민세 2% 부담)
○ (기대효과) 지역 내 지역화폐 소비 촉진 등 소비자 이용률 제고 효과 기대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경기지역화폐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의 세부 사업 내용]
○ (사업비) 220백만 원
○ (사업내용) 현장 조사, 행정자료, 설문조사, 인터뷰, 성과 분석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태
진단 및 발전방안 마련
- (정량분석) 지역화폐 데이터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 사용현황(정책발행�연령�시간대별) 통계 분석
- (정성분석) 체감경기,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매출 변화, 소비 형태(사용자, 주요 구매상품, 지역화폐
사용 빈도 등) 등에 대한 설문 및 만족도 조사�분석
* 분기별 패널조사를 통한 지역화폐 체감효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
- (발전방안)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 및 신규 정책
발굴 및 정책효과(성과) 도출･활용(가맹점 매출 조사, 소비자 형태분석, 직간접 영향 분석 등)
○ (기대효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합리적인 분석으로 지역화폐 효과 확산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경기지역화폐 SNS 홍보 마케터 운영의 세부사업 내용]
(지원 규모) 총 9명 (3개 센터 배치)
(사업비) 270백만 원
(사업 내용) 경기지역화폐 홍보 전문인력(9명) 배치 및 운영･관리
(주요 활동)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공식 SNS 채널(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별 전략 수립 및 운영
- 31개 시군과 협력을 통한 권역별･업종별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작
- 할인가맹점 발굴 및 지역별 축제 등과 연계하여 특화지원 추진
- 초･중･고등학생 대상 경기지역화폐 교육용 콘텐츠 제작
- 타 지역화폐의 지역 활성화 모범사례 수집 및 취재를 통한 콘텐츠 개발 등
- 기타 홍보자료 제작 보조, 기타 판촉 활동 등
○ (추진 방향) 경기지역화폐 홍보 마케터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발품홍보 및 마케팅 활동
○ (기대효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소통으로 경기지역화폐 인지도 제고 및 도민 공감대 확산, 신속
�정확한 지역화폐 정보 전달
○
○
○
○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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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세부 사업 내용]
○ (사업비) 40백만 원
○ (홈페이지) 경기지역화폐 공식 홈페이지 운영�관리
- (하자보수)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 진행
* ①SW 제품 자체 오류 및 결함의 수정 ②설계 및 코딩 상의 오류 수정 등
- (유지보수)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최적의 상태로 활용･유지하기 위한 유상 유지관리 서비스
* ①장애 지원 등 유지관리, ②가맹점 현황 업데이트, ③ 카드 뉴스 제작 등
○ (기대효과)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가능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경기상인 e-쇼핑 기반 조성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 내용]
○ (사업비) 340백만 원
○ (MD 상품 구성) 플랫폼에 단계별 상품 개발(약 1만 개 상품 구성)
* ’20년 3천 개 상품고도화, ’21년 4천개 상품개발 , ’22년 3천 개 상품개발 등
○ (판매 확대) B2B* 전담 셀러(약 3천 명) 활용한 온라인 채널 유통망 활용 판매
* 11개 온라인 채널(오픈마켓 등) 및 B2C(소비자 판매 등)
○ (지역화폐 연계) 소비자들의 접근성 제고 등 지역화폐 활용 극대화
* 지역화폐와 상품 판매를 연계하여 결재 서비스 제공
○ (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 마케팅 지원, 판매수수료 등 인센티브 지원 및 배송 서비스 연계 지원 등
○ (예산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구분
상품고도화
판매촉진비
교육비

상품
판매

전문셀러
인건비
포장디자인
개발
배송서비스
셀러간담회

내역
’20년 개발상품 중 특화상품개발
홍보비 지원(기획/할인행사)/SNS마케팅
5권역 별 역량강화교육
(주 강사 200천 원, 보조강사 40천 원)×12시간(주 4
회)×6회

금 액
50,000
50,000

권역별 전문 PM(1인 2,518천 원)×12개월

90,000

디자인 개발 10,000천 원, 포장 재료비 40,000천 원

50,000

배송비 지원 (2천 원 × 30,000건)
1,000천 원×10회(교육 및 간담회 진행)
합계

60,000
10,000
340,000

30,000

○ (기대효과)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와 연계한 플랫폼 구축(홈페이지, 모바일)으로 소비자 접근성 용이
(경기지역화폐 31개 시･군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구매 가능으로 매출 증대)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실적 및 성과
경기지역화폐는 기존의 지류화폐 이외에 카드형, 모바일형 등으로 발급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가맹점을 폭넓게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
-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기존 카드사 가맹점중 백화점, SSM 등을 제한하고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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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업종 구분 없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소로 제한
- 앱을 통해 카드발급･충전이 불편한 스마트폰 미소지자, 노령층 등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현장 카드발급･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역화폐 충전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노력이 계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실행사례와 사업성과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골목 경제 한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2020년 9월 말 기준 1조 9,44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였고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수당과 지역화폐를 연계하여 단시간
내 소상공인 매출증대 유도
- 재난기본소득 지급성과에 대한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경영난 극복에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증가하였음(56%), 경영난 극복에 도움(80%) 등의 응답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10명 중 9명 ‘재난기본소득 지급 잘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3-27]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 조사결과
추진 평가
구분
(n=1,000)
일반도민
가맹점주

잘했다

잘못했다

68%
63%

18%
21%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여부
도움이 되
도움이 될
지 않을 것
것이다
이다
63%
32%
51%
43%

성공적 운영 방안
사용자
혜택
강화
25%
27%

복지수당
범위확대
22%
19%

부정사용
등 유통
관리
20%
21%

그 외
응답
34%
33%

자료 : “2021년 세출 사업 설명서”, 경기도의회(2020.10.).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
-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발행 확대와 더불어 활용도의 증진, 이용성의 확대를 위한 별도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활용도 및 만족도 증대를 촉진
-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화폐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별도의 독립된 워킹그룹과 성과 분석에
기반한 사업 추진체계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판매채
널과 지역화폐 사용을 연계하는 등 계속적인 사용성 확대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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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창출 요인 : 추진 체계
- 해당 사업의 추진 체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고유 목적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 별도의 지역화폐팀이 운영 중에 있음
-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팀 조직을 중심으로 다수의 외부 기관과 전문가 그룹이 협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신규 활성화 사업의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추진
되는 형태로 외부 환경과의 협업 중심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사점 : 타 지역과 연계･협력 가능성
- 타 지역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지역화폐 이용성 확대를 위한 공동의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연구와 포럼 형태의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시에 경기도의 선도 사례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설계와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 등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특정 지역 관광지 등에서의 지역화폐 활용성 증대 방안의 논의
및 특정한 지역의 재난지역 등에 대한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의 연계·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울산광역시 지역주민 소비촉진 분야 우수사업
(1) 울산페이 활성화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 울산시가 발행하고 울산시 관내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개요(2021년 기준)
- (목적) :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아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 (형태) : 모바일 전자상품권(QR코드 결제 혹은 선불카드)
- (규모) 4,800억 원
- (구매한도) 1인 연간 1,200만 원 이내(월 1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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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처) 울산에 주소를 둔 사업장 (단,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사행성업소 등 제외)
- (이용 혜택) 구매 10% 할인, 소득공제 30%, 가맹점 (QR결제 시) 수수료 0%
- (이용 방법)
Ÿ (소비자) :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착한페이” 앱 설치, 회원가입 - ‘충전하기’
- 계좌등록(등록 완료)
Ÿ (가맹점) :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착한페이” 앱 설치, 회원가입 - 설정(왼쪽
상단) '가맹점 모드 전환' - 정보입력 - 사업자등록증(사진) 첨부 – 승인요청(울산시에서
승인 검토 후 '승인 통보' 문자 발송 및 QR키드 무료배송)

추진내용
- 2021. 2. 8. 울산페이 배달/픽업서비스 공모전(’21. 2. 8. ~ 3. 24.)
- 2021. 3. 8. 울산몰 숙박 검색･예약서비스 시행(숙박업체 73개소 입점)
- 2021. 3. 22. 울산페달 개장 할인 행사(시범운영 3. 10. ~ 3. 21.)
- 2021. 4. 1. 울산페이 구매한도 조정(30만원 → 20만원)
- 2021. 5. 11. 울산페이 보유잔액 100만원 이상 초과시 충전 제한
- 2021. 6. 15. 울산페달 복합결제 도입
- 2021. 6. 24. 울산몰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비진작 행사(6. 24. ~ 7. 11.)
- 2021. 9. 1. 울산몰 꽃배달서비스 개시
- 2021. 9. 6.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울산페이 지급(9. 6. ~ 10. 29.)
- 2021. 11. 1.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소비진작행사 추진(11. 1. ~ 11. 15.)
[그림 3-9] 울산광역시 울산페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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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현황 : 2021년 6월 30일 현재, 총 28,992개 업체가 가입 중이며, 업종별
로는 일반음식점 9,198개(31.7%), 학원/교육 3,145개(10.8%), 미용/뷰티/위생
2,900개(10.0%) 등이 다수를 이룸
[표 3-28] 울산페이 가맹점 현황(2021. 6. 30.)
구분

업체수(개)

비중
(%)

구분

업체수(개)

비중
(%)

가전/통신

187

0.6

슈퍼/마트

1,220

4.2

기타

3,827

13.2

스포츠/헬스

641

2.2

도서/문화/공연

179

0.6

시장/거리

507

1.7

레저

194

0.7

의류/잡화/안경

982

3.4

로컬친환경

23

0.1

일반음식점

9,198

31.7

미용/뷰티/위생

2,900

10.0

자동차/자전거

657

2.3

병원/약국

1,199

4.1

전통시장/상점가

1,183

4.1

부동산/인테리어

371

1.3

주유소

2

0.0

분식

346

1.2

카페/베이커리

2,067

7.1

산모/육아

45

0.2

학원/교육

3,145

10.8

숙박/캠핑

119

0.4

계

28992

100.0

실적 및 성과
추진실적(2021.10.30. 현재)
- (판매금액) 3,824억 원(80%)
Ÿ 2021년 10월 303억 원 - 1일 평균 14억 원 판매
Ÿ (’19년) 104억 원 → (’20년) 3,276억 원(증 3,172)

- (이용인원) 411,657명
Ÿ 2021년 10월 4,977명 - 1일 평균 355명 증가
Ÿ (’19년) 41,697명 → (’20년) 303,749명(증 262,052) → (’21년) 411,657명(증
107,908)

- (가맹점) 31,564개소
Ÿ

2021년 10월 370개소 - 1일 평균 14개소 증가

Ÿ (’19년) 7,729개소 → (’20년) 27,232개소(증 19,503) → (’21년) 31,564개소(증 4,332)

결제 건수(2021.10.30. 현재)
- (’19년) 118,173건 → (’20년) 11,634,530건 → (’21년 10월) 16,947,9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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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울산페이 결제건수 추이
(단위 : 건, %)

구분

합계
건수
비중

2021
건수
비중

2020
건수
비중

2019
건수
비중

결제건수

28,700,664

100

16,947,961

100

11,634,530

100.0

118,173

100

슈퍼/마트

9,269,797

32.3

5,443,036

32.1

3,795,350

32.6

31,411

26.6

일반음식점

7,187,440

25.0

4,226,972

24.9

2,929,621

25.2

30,847

26.1

카페/베이커리

3,531,007

12.3

2,088,305

12.3

1,425,277

12.3

17,425

14.7

병원/약국

2,491,476

8.7

1,475,450

8.7

1,006,097

8.6

9,929

8.4

건강/교육

732,495

2.6

453,456

2.7

290,532

2.5

2,999

2.5

시장/거리상점

641,528

2.2

391,736

2.3

274,290

2.4

4,749

4.0

미용/뷰티/위생

726,657

0.5

433,126

2.6

246,773

2.1

3,019

2.6

기타

4,120,264

14.4

2,435,880

14.4

1,666,590

14.3

17,794

15.1

주 : 2021.10.30. 현재.
자료 : 울산광역시.

결제금액(2021.10.30. 현재)
- (’19년) 4억 7,556억 원 → (’20년) 3,045억 원 4,708만 원 → (’21년 10월) 3,972억
원 1,302만 원
[표 3-30] 울산페이 결제금액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2021

2020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결제금액

706,315,709

100.0

397,213,024

100.0

304,347,085

100.0

4,755,600

100.0
19.6

슈퍼/마트

179,274,035

25.4

99,880,912

25.1

78,461,239

25.8

931,884

일반음식점

124,855,045

17.7

72,932,505

18.4

51,481,655

16.9

440,886

9.3

카페/베이커리

117,440,358

16.6

67,518,344

1.7

49,155,364

16.2

766,651

16.1

병원/약국

73,387,762

10.4

40,878,505

10.3

32,219,813

10.6

289,444

6.1

건강/교육

30,758,163

4.4

17,744,170

4.5

12,787,400

4.2

226,593

4.8

시장/거리상점

24,055,242

3.4

12,969,670

3.3

10,917,674

3.6

167,898

3.5

미용/뷰티/위생

21,443,020

0.3

11,564,031

2.9

9,265,300

0.3

613,689

12.9

기타

135,102,083

19.1

73,724,888

18.5

60,058,640

19.7

1,318,555

27.7

주 : 2021.10.30. 현재.
자료 : 울산광역시.

98∣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협력방안 연구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고성과 창출 요인 : 사업모델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서 골목상권 활성화 모색
- 가맹점 증가와 지자체 지원 규모가 커지자 울산페이 이용자 및 결제금액 빠르게 증가

시사점 : 타 지역과 연계･협력 가능성
- ‘착한페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자체 간 모바일 결제 연계를 통해 상호협력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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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기･울산 지역간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계･협력 방안
1. 우수사업 성공요인 분석 및 협력형태 검토
1) 우수사업 성공요인 분석
핵심 성공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검토한 다양한 사례의 성공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요인을 주된 키워드로 도출할 수 있음
- 적극성, 자발성, 협력성, 민관협력, 적극적인 행정 정책, 시의적절성, 사전대응, 조례 제정,
타겟대상 구체화, 소비인센티브 제공

성공요인에 따른 시사점
첫째, 협력･연계가 중요한 지점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적 특성이 요구됨
- 공동체적 성격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드러남. 첫째는 내부적 요인으로 소상공인 간의 협력이
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형태로 나타남
- 따라서 내･외부적 협력 강화를 지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둘째, 온라인 소비행태로의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가 필요함
-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가 유입되는 과정이 안착됨. 이에 따라 소비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의 전시, 판매, 배달, 서비스 관리 등의 방안이 필요함

셋째, 소비자 지향적 성격의 강화가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지역화폐의 효과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소비형태 변화의 영향을 받음
- 소비자 중심으로 변환을 위해 소비자 지향적 상품 개발, 소비자 성향 분석 등이 요구됨

넷째,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실질적 달성을 위해서는 협력사업 필요
- 우수사례의 성공요인들은 지역 특수성･실험적 경향이 존재하므로, 이를 구체화･일반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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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금전적･정책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 다수의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형태로 공동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2) 협력사업의 형태 검토
(1) 소상공인 협력사업의 기능별 분류
소상공인 협력사업의 기능별 분류
소상공인의 협력사업은 크게 5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음(백훈 외, 2017)
- 인력･교육은 각종 교육훈련 및 창업･경영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교육과 상담,
해결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금융 지원은 각종 금융에 관한 지원사업을 의미하며, 주로 보증지원, 융자지원, 이차보전,
운영자금 지원, 각종 보험료 및 수수료 지원 등이 있음
- 혁신･기술은 소상공인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전문적인 기술개발, 사업화를 비롯하여 디자
인･브랜드화, 각종 조직화 및 협력화, 정보화 방안 등을 지원함
- 마케팅 지원은 마케팅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박람회, 전시회. 축제, 홍보 프로그램, 공동구
매 등의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함
- 인프라는 지원기관 구축 및 운영, 상시활용 체제 및 공동시설 구축･운영, 소상공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 수집 및 이를 활용한 연구, 연구결과의 전파 등을 지원함
[표 4-1] 협력사업의 기능별 분류
기능
인력･교육

교육훈련, 창업･ 경영컨설팅

주요 내용

금융 지원

보증지원, 융자지원, 이차보전, 자금지원, 보험료･ 수수료

혁신･기술

기술개발･ 사업화, 디자인･ 브랜드, 조직화･ 협업화, 정보화

마케팅

박람회, 전시회, 축제, 홍보 프로그램, 공동구매 등 공동마케팅

인프라

지원기관 구축･ 운영, 상시활용 체제 및 공동시설 구축･ 운영,
소상공인 정보 조사･ 연구･ 전파

출처 : 백훈 외(2017). 소산공인 지원정책 유형별 분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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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함
- 생애주기는 창업, 성장, 폐업의 세 시기로 구분 가능하며, 성장과 폐업의 과정에서도 세부적
으로는 재성장, 재창업의 과정을 거치기도 함

협력형 사업의 형태
협력형은 크게 공동협력형과 연계협력형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백훈 외, 2017)
- 공동협력형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예산 또는 운영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경우
- 연계협력형은 각 지자체의 사업 성격이 다르거나, 또는 같더라도 정책공급 과정에서 상호대
체가 아닌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경우

협력사업의 주체와 협력형태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협력사업은 크게 정책협력과 연구협력으로 구상
- 정책협력의 대상은 경기도청과 울산광역시청이며, 연구협력의 대상은 경기연구원과 울산연
구원으로 상정할 수 있음
[그림 4-1] 협력사업의 주체와 협력형태

협력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고려할 점
첫째, 협력사업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둘째, 협력사업을 공동사무로 정하고 분명한 역할 분담과 책임이 필요함
셋째, 협력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 및 운영체계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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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기본구상
사업목적
경기도와 울산시의 소상공인 협력지점을 파악하고 협력 정책 대응 방안 마련
소상공인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 마련

사업방향성
소상공인의 지역내 사회적 자본 증대를 통한 경제적 주체역량 강화
- 민관 협치를 통한 소상공인의 정책적 역량 강화
- 소상공인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지역별,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 기반의 경영 역량 강화
- 지역화폐 상호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지역화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

사업내용
소상공인 정책협력 분야
- 지역간 협력의 선행과제로 소상공인 공동체 및 민관 협치 강화
- 경기-울산 지역간 소상공인 컨설팅 교류･협력 사업
-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상호 연계
-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 플랫폼 운영 및 지역간 연계
- 경기-울산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연계형 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연구협력 분야
-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센터 설립 및 데이터기반 현장문제 해결 지원
- 지역화폐 연계 빅데이터 기반 수요자 맞춤형 지원 모델 수립

106∣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협력방안 연구

3. 사업별 연계･협력 여건분석 및 추진방안
1) 정책협력 분야 연계･협력 사업
(1) 지역간 협력의 선행과제로 소상공인 공동체 및 민관 협치 강화
사업배경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수사례의 특징은 해당 지자체의 선도적 기획 및 민관 협력,
공동체 형성으로 인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많은 경우 아직까지 골목, 상권, 지역 내에서의 상인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민관협력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의 상황과
니즈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지역상권 단위에서 성숙된 소상공인 공동체가 지역간 협력사업의 주도적 주체로
서 역할을 수행할 때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사업내용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역별, 구역별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 민관협력 방안을 조례 제정 등의 방식으로 명문화하고,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 운영

각 지역 소상공인 공동체별 강점을 활용한 협력 활성화 지원
- 소상공인 공동체별 역량과 니즈를 고려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를 들어, 전통시장 공동체는 초기 물량확보가 유리하므로 이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협력 프로세스가 가능

지역경제 정책에 소상공인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 제도 운영
- (가칭)“지역상권 소상공인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소상공인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
도록 운영하는 방안 마련
- 지역별, 소상공인별 니즈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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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소상공인의 상호 협력 체계가 확대되고, 이와 함께 민관 협력 활성화
지역상권 공동체에 기반한 효과성, 지속성이 높은 지역간 협력사업 기대

(2) 경기-울산 지역간 소상공인 컨설팅 교류･협력 사업
사업배경
울산은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도시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진
- 서비스업 중에서도 전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반면에, 생산자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낙후되어 있음
- 청년층이 선호하는 비제조업의 다양한 창의 산업 기반도 취약함

이런 배경에서 다양한 분야와 범위에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컨설팅이
폭넓게 제공되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약점으로 작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울산경제진흥원의 울산청년창업센터, 울산창
조경제혁신센터 등 공공부문 지원기관이 운용하는 컨설턴트 인력풀을 지역 전문가로만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

경기도는 첨단제조업의 거점이면서 전국 최대의 인구규모를 지닌 광역지자체로
서 전통에서 첨단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업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달하였고
이에 관련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사업지원서비스 기능도 높은 수준임
- 특히, 경기도는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지원을 전담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여
경기도 독자적인 지원사업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역량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음

사업내용
지역 특화분야 전문 컨설턴트의 상호 교류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컨설팅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 있음
-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훨씬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울산시
에서 새롭게 시도할 만한 사업을 선별하여 이에 대해 경기도의 전문인력이 자문, 참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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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 지원사업 중 우수사례의 경우 경기도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도 많음
- 이상과 같은 상호 자문, 협력 대상 사업의 선별과 실행방안 논의를 위하여 경기도와 울산시
의 지자체 관련부서와 소상공인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컨설턴트 교류･협력 사업의 주요 추진과제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분야별 컨설턴트 운용 실태 및 컨설팅 수요 파악
- 소상공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진 공유 및 교류 활성화
- 대면 또는 비대면의 창업 및 경영 교육, 컨설팅, 워크샵 프로그램 등을 개발

기대효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컨설팅 경험을 공유하고 내실화를 다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제고

(3)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상호 연계
사업배경
경기, 울산 지역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공통의 취약점으로, 음식점
업, 개인서비스업 등 도시형 서비스 업종에서 사업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영세성
과 전문성 부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소상공인의 취약점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생산품의 전문화, 고급화가 필요하며,
이는 개별 소상공인이 해결하기는 부족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업종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동일한 브랜드”를 가진 프랜
차이즈 시스템을 협동조합에 적용한 모델로, 이는 프랜차이즈의 장점과 협동조
합의 장점을 모두 가짐
지역 내 및 유사업종 간의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시도하
되,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안
모색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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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유사 업종간의 경쟁을 줄이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 유사업종 간의 브랜드를 통일하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등의 형태를 지원(운영자금
저리 대출, 공동간판/기자제 무상 제공 등)하며, 특히 한계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를 들어, 서울우유협동조합처럼 유사업종의 경우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역 브랜드 및 지역산업으로 육성
- 현재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관광 및 각종 행사들과 연계하여 상생하는 지역 브랜드로 육성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지역내 대학교와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사업발굴 형태를 권장
- 구매, 배송, 교육, 창/폐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구매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지원을 적극 지원하며, 이때 지역 내 대학교와의 산학협력 권장
- 특히, 온라인플랫폼으로의 이행, 온라인에서의 각종 마케팅 등에 산학의 노하우 및 지역의
젊은 세대가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적극 결합할 수 있는 형태를 권장

궁극적으로는 경기 및 울산 지역에 기반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간의 거래, 공동
사업 등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감
- 동일 업종 또는 연관 업종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간에 협력관계를 통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고도화함으로써 시장경쟁력 강화에 유익

경기, 울산 지자체는 지역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에서부터 지역간 협력관
계 형성, 발전 과정에 촉매 역할을 수행

기대효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제도를 활용한 지속성 높은 지역경제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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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 플랫폼 운영 및 지역간 연계
사업방향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
나, 소상공인은 온라인 마케팅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 지역상권 기반의 공동 마케팅 플랫폼 마련이 필요함

온라인 마케팅은 시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와
울산시의 소상공인이 상호 지역의 소비자를 고객으로 흡인할 가능성도 존재
- 경기-울산의 지역내 및 지역간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계시키는 공동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방안 검토

사업내용
공동배달 및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플랫폼의 형태로 제공
- 지역경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MD로 채용하여 연계상품 개발 : 예) 경기도 A상권
“악세사리(쇼핑) -돼지갈비(식사) - 아이스크림(후식)” 코스 개발 및 할인권 제공(이 코스
중 2번째 가게에서 10% 할인, 3번째 가게에서 20% 할인)
- 현재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 배달플랫폼에 음식배달 외에 일반 쇼핑품목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기능을 추가하는 방식도 시도가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공공배달플랫폼이 ‘배달’에 그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배송’ 또는 ‘유
통’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영역의 확대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지역 마케팅이 가능한 공동 플랫폼 앱을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
- 울산 소상공인(수산시장 상인회 또는 업종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등)이 판매하는 울산
특산품을 경기도 공공배달플랫폼에서 연계상품으로 홍보, 판매하는 방식 검토
- 소비자에게 경기, 울산의 소상공인 정보를 제공하고, 할인 쿠폰 등을 제공
- 소상공인 간의 연계상품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공동 구매, 배송 서비스 방안 마련

대기업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의 경쟁력 한계를 고려한 단기 대안으로, 경기 및
울산 지역 특산품 전용 오프라인 매장을 상대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 고려
- 이 경우에도 각 지역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의 조직화된 사업주체가 주도함으로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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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소상공인 부문에 집중되도록 유도

지역 소상공인 기반의 상대 지역 오프라인 유통채널 확대 지원
- 지역의 관련 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이 상대 지역 농특산물 교류를 연계하는 상품 개발 및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에 경기도 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하고 여주쌀, 가평잣 등을 판매하고,
경기도에서 울산로컬푸드매장을 설치하여 동해 해산물, 울주배 등을 판매
- 향후, 로컬푸드매장 외에도 다양하게 상대 지역에서 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시군구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기대효과
개별 소상공인 마케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간의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 및 홍보효과 상승

(5) 경기-울산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연계형 지역화폐 도입
사업방향
지역화폐의 근본적 목적은 지역 소비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 머물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데 있음
이런 특성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면,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서 지역화폐를
서로 인정하고 유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범위를 넓혀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사업내용
지역화폐 유통지역을 상호 인정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타 지자체 주민에게도 지
역화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MOU 체결
- 유통지역 확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
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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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장은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을 타 지자체로 확대 지정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의 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경기
도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체제임)
-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는 울산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을 원칙
적으로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도 관할
지방자지단체의 장과의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
-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도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수원
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

상호간의 지역화폐 인정 및 유통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
- 기술적 문제, 재원 확보, 할인 혜택 규모 등 세부 지침 마련
- 각 지역별 지역화폐 운용사와의 논의를 통해 교차사용 시스템 도입 검토
- 예를 들어, 울산지역화폐를 경기도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할인 가능하도록
함.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지역화폐의 포괄적, 보편적 교차사용은 지역간 일정 수준의 폐쇄성을 전제로 하는
지역화폐 본연의 정체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전국화폐와의 차별성 측면에서
문제제기의 여지가 있음

제한적 범위의 교차사용 방안으로, 지역간 관광 협력 상품 개발 및 운영
-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관광상품 상호 연계형 지역화폐 발행
- 휴가철에 사용할 수 있는 관광연계형 특별 지역화폐(추가할인 적용)를 발행하여 활성화
- 예를 들어, 경기도의 “가평-연천-김포를 잇는 DMZ 휴전선 관광”, “동해 바다에 대비되는
안산시 서해안 갯벌 체험”, 울산광역시의 “동해안투어체험” 등을 개발하여 상호 연계

기대효과
지역 간 관광객 상호 유입 증대 및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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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협력 분야 연계･협력 사업
(1)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센터 설립 및 데이터기반 현장문제 해결 지원
사업배경
데이터기반의 소상공인 협력정책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데이터 분석
을 통한 현장 애로점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데이터기반 실태분석, 정책개발, 성
과검증 등 기초연구 분야 협력사업의 예산 및 운영 기반 마련 필요

사업내용
“경기-울산 소상공인 데이터분석센터”(본부) 및 지역별 소상공인 데이터지원센
터 신설
- 본부에서는 “경기-울산 소상공인 협력사업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며, 특히 재정확보
및 빅데이터 분석, 지자체별 유기적 협력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등을 마련
- 본부에서는 각 지역센터에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교육 개발, 지역분석
등을 제공하고, 각 지역센터는 지역별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진행

지역별 소상공인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분야별(음식점, 숙박업, 유통업
등) 현장밀착형 “데이터솔루션 큐레이터” 제도 지원
- 기존의 전문가 컨설팅 사업에 추가적으로 데이터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
-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맞춰서 데이터솔루션 큐레이터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육성
- 필요한 경우, 솔루션 큐레이터가 직접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문제 파악 및 해결 지원

각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공동 지원 체계로 운영
- 자금조달, 마케팅/판로, 컨설팅, 사회안전망 등의 업무 일부를 일원화하여 제공

기대효과
지속적인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기초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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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화폐 연계 빅데이터 기반 수요자 맞춤형 지원 모델 수립
사업배경
소상공인 컨설팅에 있어 현장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컨설팅이 많은 반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컨설팅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
- 이는 경기와 울산 지역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공통적인 해결과제

이와 관련 지역화폐 운영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장
단계, 업종, 입지(상권) 등 소상공인 특성별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
- 특히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소상공인 및 상권/시장에 대한 일회성의
지원보다는 생애주기적인 접근 필요

사업내용
지역화폐 활용 및 상권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실시
- 주민소비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구축, 이를 활용하여 경영지원 방안(상인 교육 컨텐츠,
고객 수요를 고려한 자재 구입/상품진열 등) 제시
- 상권별, 시기별, 업종별, 소비자 유형별 분석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

빅데이터 기반 (재)창업 지원 및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모델 개발
- 지역 상권, 업종별 분석과 소상공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
-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소상공인
생애주기 지원 모델” 개발

지역화폐 기반의 소상공인 정기 경영검진 프로그램 운영
- 창업 후 2년 단위로 소상공인 경영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보고서 작성 및 공유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에서 각각 수립한 지역화폐 연계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지원모델을 공유하고 연계･협력사업의 기획, 실행에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효과
지역화폐 기반의 주민소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특성별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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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수립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고도화
경기, 울산 지역별로 수립한 맞춤형 모델을 공유, 활용하여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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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1. 요약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부문 사업체수, 고용인원, 매출액, 창･폐업률
등의 경제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양 지역 간에 격차 또는 차별성과 유사성이
동시에 확인됨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수는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경기도의 증가세는 강해지는 양상
- 두 지자체 모두 사업체 수 비중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가장 높으며, 고용 비중은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

경기도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두 지자체의 사업체당 고용인원은 유사한 수준
- 2019년 기준 경기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에 비해
약 10% 높은 수준 기록
- 2019년 기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고용인원(총고용)은 각각 0.35명,
0.33명으로 유사한 수준 기록

2019년 기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창업률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폐업률은 울산광역시가 더 높은 수준
- 2019년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폐업률은 각각 12.13%, 14.03%로 울산광역시
의 폐업률이 경기도에 비해 1.9%p 높은 수준을 기록

2019년 기준 경기도는 울산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
련 서비스업 고용이 많으며, 울산광역시는 경기도에 비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고용이 많음
- 경기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각각 0.25, 0.38, 0.12명이며, 이는 울산광역시 동 산업보다 1.69, 1.66, 1.63배 높은 수준
- 울산광역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각각 0.13, 0.18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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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기도 동 산업보다 1.97, 1.49배 높은 수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총 예산규모에 있어 매우 큰 차이
를 보이며 이는 인구수와 재정력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짐
경기도는 국비나 시군비가 없이 순수 도비 또는 산하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
원) 자체예산으로만 수행되는 사업이 2021년 기준 21개(2020년 31개)로 총예
산은 약 336.4억원(도비 177.0억, 진흥원 159.4억)에 달함
- 단위사업별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6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44억원), 상권진흥
구역 지정지원(30억원), 희망상권 프로젝트(27억원),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26억
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15억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12억원), 노후상가거리 활성
화 사업(10억원),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10억원),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10억원) 등
예산 10억원이 넘는 사업이 10개에 달함

울산광역시의 2021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8개 사업에 총예산은 약 62.4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시비는 37.9억원이며 나머지는 국비 13.2억원, 구군비 10.3
억원, 민간자부담 0.9억원 등으로 파악됨
- 울산광역시의 사업 가운데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의 국비
지원사업과 경기도 사업목록에는 제외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3개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제외하면 울산광역시의 시비+구군비 예산은 약 12.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됨
- 국비지원사업을 제외한 독자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3억원), 노랑우산희망장려금
지원(2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1.8억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1
억원), 소상공인 창업경영 아카데미(1억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1억원) 등 예산
1억원이 넘는 사업이 6개로 파악됨

결국, 대규모 국비지원사업 등을 제외한 유사 사업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경기도
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규모(336.4억원)는 울산광역시(12.6억원) 대비 최소
26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차이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인구수 차이(약 11.8배)보다 훨씬 큰 것으로 울산광
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투입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예산규모의 차이 외에도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다양한 사업
들을 발굴하여 시도하고 있어 울산광역시에서 참고할 많은 선행사례를 축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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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는 사업들을 선별하여 사업내용과 추진체계를 상세히 검토하여 고성과 창출
요인을 진단하고 지역간 연계･협력 측면의 시사점을 분석하였음
우수사업의 선별에 있어 정책 분야를 ‘소상공인 경영지원 분야’, ‘지역상권 매력
증대 분야’, ‘지역주민 소비촉진 분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우수사업
을 선별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검토대상으로 선별된 우수사업은 경기도 8개 사업과 울산광역시 5개 사업이며
정책 분야별로 선별된 우수사업은 다음과 같음
- 소상공인 경영지원 분야 :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경기),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공모사업
(경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울산),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울산)
- 지역상권 매력증대 분야 : 희망상권 프로젝트(경기),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경기), 상생
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경기),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경기), 특성화시장
육성(울산),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울산)
- 지역주민 소비촉진 분야 : 경기지역화폐 발행 사업(경기),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지원(경기), 울산페이 활성화(울산)

우수사업의 성공요인과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 시사점 분석결과 가운데 특징적
인 내용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표로 재정리하였음<[표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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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경기-울산 소상공인 지원 우수사업의 고성과 요인과 연계･협력 가능성 요약
사업명
(지역)

고성과 창출 요인

지역간 연계･협력 가능성

혁신형 마
케팅 공모
사업
(경기)

Ÿ 관(官)이 기획･실행의 전체 과정을 주도
적으로 추진하는 일종의 Top-Down 방
식이 아닌, 상인 스스로 기획･실행이 이
루어지고 있는 사업모델

Ÿ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
로 하는 상인회 대상 자율 공모에 기
반한 연계협력 혁신형 마케팅 사업과
모델의 발굴·실행 고려

소상공인
생애주기
별 맞춤형
컨설팅
(울산)

Ÿ 사후관리 컨설팅을 신설하여 개선 권고
사항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Ÿ 고객 만족도 조사, 불만족 고객 피드백
반영 등 컨설턴트 사후 평가 실시로 컨설
팅 품질향상 제고 노력

Ÿ 모든 경영 분야에 우수 컨설턴트를
확보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타 지
역과 컨설턴트 교류 활성화 필요

Ÿ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가 우려되는 상권
에 대해 상인 중심 지역공동체의 대응
및 관(官) 차원의 사전적 대응을 시도
Ÿ 시설, 소프트웨어, 인적자원까지 패키지
로 구성한 사업모델

Ÿ 지역 간에 침체 예정 상권에 대한 공
동 대처를 위한 공동의 연구와 포럼
형태의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조직화
Ÿ 경기도의 선도 사례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설계와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

상생발전
형 공유마
켓 육성
(경기)

Ÿ 전통시장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형 공유 상업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모델
Ÿ 다양한 지역의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의 거점으로서 전통시장
의 기능이 회복되는 효과 창출

Ÿ 경기도의 선도 사례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설계와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
Ÿ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에 울산 등 타
지역 경제공동체의 참여

특성화시
장 육성
(울산)

Ÿ 지역단위 상인연합회가 개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 수행
Ÿ 울산광역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지원센터에 입
주한 울산상인연합회가 상권활성화 활
동 지원 및 상인 권익증진 교육 실시

Ÿ 울산광역시의 선도 사례를 기반으로
경기도 상인연합회 또는 경기도내 시
군별 상인연합회 차원의 역할 확대
방안 모색에 대한 자문과 지원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경기･울
산)

Ÿ 재난지원금, 아동수당 등 재정사업과 연
계 운용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기반 확대
Ÿ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금융환
경(디지털 단말기나 디지털 세대인 청년
층의 집적 등)
Ÿ 고성과 사업모델 발굴 및 설계(공공배달
플랫폼 등)

Ÿ 지역민의 상호 방문을 통한 소비 촉
진 방안으로 ‘지역연합 지역화폐 플
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화폐 사용
범위 제약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
Ÿ 비중이 확대되는 모바일 페이(울산페
이, 김포페이 등)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역 간 결제 연계에 집중

희망상권
프로젝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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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 분석결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계･협력 측면의 시사점
첫째, 협력･연계가 중요한 지점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적 특성이 요구됨
- 공동체적 성격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드러남. 하나는 내부적 요인으로 소상공인 간의 협력이
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형태로 나타남
- 따라서 내･외부적 협력 강화를 지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둘째, 온라인 소비행태로의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가 필요함
-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가 유입되는 과정이 안착됨. 이에 따라 소비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의 전시, 판매, 배달, 서비스 관리 등의 방안이 필요함

셋째, 소비자 지향적 성격의 강화가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지역화폐의 효과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소비형태 변화의 영향을 받음
- 소비자 중심으로 변환을 위해 소비자 지향적 상품 개발, 소비자 성향 분석 등이 요구됨

넷째,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실질적 달성을 위해서는 협력사업 필요
- 우수사례의 성공요인들은 지역 특수성･실험적 경향이 존재하므로, 이를 구체화･일반화･현
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금전적･정책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 다수의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형태로 공동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우수사업의 선별에 있어 정책 분야를 ‘소상공인 경영지원 분야’, ‘지역상권 매력
증대 분야’, ‘지역주민 소비촉진 분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우수사업
을 선별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경기-울산 지역간 소상공인 지원 연계･협력 사업 기본구상 요약
사업 목적
- 경기도와 울산시의 소상공인 협력지점을 파악하고 협력 정책 대응 방안 마련
- 소상공인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 마련

기본 방향
- 소상공인의 지역내 사회적 자본 증대를 통한 경제적 주체역량 강화

사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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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치를 통한 소상공인의 정책적 역량 강화
- 소상공인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지역별,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 기반의 경영 역량 강화
- 지역화폐 상호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지역화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

세부사업 제안 Ⅰ (소상공인 정책협력 분야)
- 지역간 협력의 선행과제로 소상공인 공동체 및 민관 협치 강화
- 경기-울산 지역간 소상공인 컨설팅 교류･협력 사업
-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상호 연계
-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 플랫폼 운영 및 지역간 연계
- 경기-울산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연계형 지역화폐 도입

세부사업 제안 Ⅱ (소상공인 연구협력 분야)
-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센터 설립 및 데이터기반 현장문제 해결 지원
- 지역화폐 연계 빅데이터 기반 수요자 맞춤형 지원 모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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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역 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연계･협력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광역자치단체 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연계･협력의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이는 산업생태계(밸류체인)이나 시장규모(배후상권)이 기초자치단체 범위를 잘
벗어나지 않는 소상공인 사업모델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지 소재 소상공인 간의 직접적인 연계･협력은 그 필요성
이 크지 않을지도 모르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특정 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함
으로써 여타 지역의 정책 발전을 위해 활용할 여지가 있음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또한 지리적으로 국토의 대각선 반대편에 자리잡고 있어
소상공인 간 직접적 연계･협력 사업을 시도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의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연구결과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정책개발 및 수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경험과 자원을 울산광역시의 정책 발전을 위해 공유하고 지원하
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정책협력 분야 연계･협력 사업 가운데 “경기-울산 지역간
소상공인 컨설팅 교류･협력 사업”이 특히 경기도에서 울산광역시를 위해 협력하
고 지원하는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사업에 해당
- 컨설팅 교류･협력 사업은 상인조직화나 지역공동체 성숙과 같은 상인역량 수준과 무관하게
정책당국 차원의 협의만으로도 단기적으로 실행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함
- “혁신형 마케팅 공모 사업”,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상생발전
형 공유마켓 육성” 등의 시장상권 활성화 사업들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범사례로서 울산광역시의 지역상권 육성을 위해 ‘재능기부’를 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됨
- 울산광역시의 우수사업인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서 상인연합회 역할,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사업의 관광연계 운영모델 등 축적된 경험을 경기도와 공유할 가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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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력 분야 연계･협력 사업 가운데에서도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센터 설립
및 데이터기반 현장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양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뒷받침된다
면 조기에 추진이 가능하고, 특히 ‘센터 설립’보다 ‘데이터기반 현장문제 해결
지원’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점진적 접근도 가능할 것임
-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상권영향분석시
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소상공인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는 이와 같은 데이터기반 정책추진 여건이 미비한 편임
- 따라서 경기도가 보유한 데이터기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울산지역 현장문제의 해결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고려

경기-울산 “상호연계형 지역화폐 도입” 또한 지자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단기
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일반발행’보다는 ‘관광교류 촉진형 정책발
행’ 지역화폐의 형태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도입을 검토함
지역화폐의 지역간 교차사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기술적･제도적 장애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발행지역
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화폐형태(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등),
인센티브 제공방식(선할인 vs. 후적립)과 인센티브 제공비율이 상이하거나 시스템 위탁운
영사가 다른 경우가 많음
- 지역간 교차사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의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교차사
용을 위해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재구축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교차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경기도내 시군 지자체 간에 지역화폐의 교차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울산광역시와 교차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할 상황도 예상됨
- 경기도 일부 지자체만 울산시와 교차사용이 가능할 경우 울산시민 입장에서 경기도내 다수
지자체 방문시 교차사용의 불편을 겪게 될 것임
-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와의 지역화폐 교차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현행 시군 단위로 사용처가
제한된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의 개편논의까지 맞물려 전개되면서 문제의
양상이 더욱 확대되고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됨
- 특히 일반 소비자가 적립하여 사용하는 ‘일반발행’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간 교차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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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될 경우 전국화폐와의 차별성이 약해져 지역화폐의 존립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질 우려도 있음

이상과 같은 제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발행주체인 특수목
적형 지역화폐”(일종의 정책발행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
-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가능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신규 발행을 통해 광역지자체 간 교차사
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가 용이한 조건을 구비
- 신설되는 ‘경기도 지역화폐’는 일반 소비자의 자발적 구매 대상이 아닌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계층, 집단에 대해서만 구매를 허용하되 발행규모는 현행 시군 단위 지역화폐
시스템을 크게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할 필요
-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이 필요한 ‘특정한 목적’의 하나로 경기도내 시군/권역 간 또는 경기도
와 여타 광역지자체 간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
-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 이외 지자체와의 관광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광역형 지역화폐의 발행을 우선적으로 검토
- 경기도내 시군･권역 간 교차사용을 위해서는 상충된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간의 교차사용에 대해서는 두 광역지자체 간의 협의만으
로도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요약하면, 경기도지사가 발행주체인 관광목적형 정책발행 지역화폐를 새로이 도입하여
경기-울산 지역간 관광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 여가생활 향상,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소상공인 주도형의 지역간 연계･협력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민관협치,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요 추진과제로 제안함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정책협력 합의에서 출발하였지만, 지자체가 기획
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간 협력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자율
적 상호 협력이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제4장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공동체 및 민관협치 강화” 및 “프
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사업은 지역 간 소상공인 연계･협력의 지속가능한 사
업모델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장기 추진과제에 해당함
제5장 요약 및 결론∣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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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joint initiatives that can be
linked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based on research and analysis
of best practices for supporting small businesses in Gyeonggi-do and
Ulsan Metropolitan City, and to suggest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indicators such as
the number of businesses in the small business sector in Gyeonggi-do
and Ulsan Metropolitan City,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sales,
and the establishment/closure rate, the gap or differentiation and
similarity between the two regions are simultaneously confirmed. The
small business support projects in Gyeonggi-do and Ulsan Metropolitan
City show a very large difference in the total budget, which is considered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population and financial power.
Among the previously implemented small business support projects
in Gyeonggi-do and Ulsan Metropolitan City, the projects evaluated as
excellent in performance are selected, the project contents and
promotion system are reviewed in detail to diagnose high-performance
factors, and the implications of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Gyeonggi-Ulsan region are extracted.
Implications in terms of linkage and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
support policies were extracted from the analysis results of excellent
projects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have a communal characteristic
that shows cooperation and connection as an important point.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a full-fledged transition to online
consumption behavior. Third, the strengthening of consumer-oriented
personality appears. Fourth, to reflect these factors and achieve practical
achievement, cooperative projects are necessary.

Abstract∣131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judged that the necessity
or possibility of linking and cooperating with small business support
policies between regions is sufficient through the survey analysis
targeting Gyeonggi-do and Ulsan Metropolitan City.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put a lot of weight on sharing
and supporting Gyeonggi-do's experience and resources related to small
business support policy, which has abundan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for policy development of Ulsan Metropolitan City. In particular,
consul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have few constraints such
as merchant organization or local community maturity, so there is a
sufficient possibility of securing execution power in the short term only
through consultations at the policy level.
“Introduction of Gyeonggi-Ulsan interconnected local currency” is also
a project that can be implemented in the short term through consult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ut it is preferable to use the form of
a local currency of ‘tourism exchange promotion policy issuance’ rather
than ‘general issuance’. It is expected that the Gyeonggi Governor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various policy goals such as improving
the leisure life of local residents, revitalizing the alley economy for small
businesses, and balanc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facilitating
tourism exchange between Gyeonggi-Ulsan by introducing a new local
currency for issuing policies for tourism purposes.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pursue small business-led
interregional linkage and cooperation in terms of sustainability. To this
end, a project to strengthen the autonomous capacity of small business
owners such as local communiti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cooperatives is an important task.
Keyword

Gyeonggi, Ulsan, Small Business, Support Policy, Loc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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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요
1)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년 12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처음 설정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
-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구도심 상권 30곳을 대상으로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
화의 복합공간 조성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로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상권활성화
-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한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설치 및 특례보증
신설
-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을 통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 연계 지원
-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의 협업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 촉진
- 공영홈쇼핑 입점, 1인 방송플랫폼 구축, 해외 진출 등 판로 지원
-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미용업, 외식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종별 규제 완화･지원

자영업 매출 증대 및 비용부담 완화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발행
- 제로페이의 본격 시행을 통한 0%대 수수료율 현실화 및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 도입
- 지역신보 보증규모 확대를 통한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및 저신용자 전용 정책자금
신설

창업 전 교육 및 폐업･재기 일괄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6곳)를 전문 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 가능한 복합형 교육
시설로 확대 개편
- 지역 신보 부실채권 조기 정리 및 개인의 연체 상황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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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여 폐업과정 원스톱 지원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
자 전환을 위한 재기 교육 지원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철거･재건축 시 우선 입주요
구권 및 퇴거 보상 인정 추진
-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 추진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환 상권 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
평가 심의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 대응
-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제도 본격 시행 및 업종경쟁력 강화
-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 반영

자영업자 안정망 및 복지 확대
- 관계부처(중기부, 복지부, 고용부)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추진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교육 및 취업지원기능 등 보강
-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시설 등 복지 공간 조성 및 자영업자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 신설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2019년 9월)
2019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
- 소상공인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선제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 트랜드의
변화는 소상공인의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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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이상 증가
- AI, VR･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서비스･마케팅에 접목한 가게들이 등장하기 시작

소상공인은 경영변화에 대한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적응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함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우수제품 발굴･진단･선정 시스템구축
-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담셀러 매칭, 상품성 개선 및 교육･컨설
팅 지원
-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 지원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 인력을 교육하고 스튜디오 및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 구축
-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제품 홍보, 특판전 진행

온라인 채널별 지원
- V-커머스･TV 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O2O 플랫폼 검색광고 지원(연 1만개 사)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 지원
-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 MAMA 행사와 연계,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우수 소상공
인 제품 소개･매칭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
스마트상점 사업 신설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하고 IoT, VR･AR 등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추진을 위한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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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성장촉진자금 신설 및 소공인 전용
사업 우선 지원
- 수작업 위주의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 지원
-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한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 실시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숙련 기술 계승 지원
- ‘성장촉진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 소공인 전
용 판로지원사업 및 R&D 우선 지원
- 소공인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을 통해 사장 위기에 처한 숙련 기술이 계승되는
기반 마련

‘백년가게’ 지정 확대를 통한 오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
- 지자체 홈페이지, KTX 매거진, O2O 플랫폼에 지역별 유망업체로 등록
- 한국관광공사･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홍보 지원

머물고 싶은 상권 조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 발행
- 지역사랑상품권의 세부 기준 마련 및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발행을 통한 부정 유통 예방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 확대
- 소규모 골목상권의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 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 확대
- 로컬크리에이터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명소 육성

전통시장 관광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 상품개발
-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 확대 및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 투어
상품개발
- 전통시장과 관광자원이 연계된 투어를 홍보하여 요우커 방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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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확대
5조 원의 특례 보증을 통한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 공급
-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저신용 전용 자금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통한 소상공인의 채무부
담을 경감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재기 지원 강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및 폐업 부담 경감 관련 지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 기간 확대(90~180
일 → 120일~210일), 재기지원센터 30개소 우선 설치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비과밀 업종 재창업 및 취업 전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기 지원

3)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2020년 2월)
2020년 2월 중소기업벤처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의
업무계획 발표･보고
’19년 벤처･스타트업 분야의 뛰어난 성과 시현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 기반 구축
-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유니콘기업, 신설법인 모두 사상 최고를 달성하는
등 제2벤처 붐 가시화
- 스마트공장 1.2만 개 보급 및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를 개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라인 지원 강화를 위한 ‘가치삽시다 플랫폼･TV’ 개국 및 ‘가치삽시
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개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대한민국
(소상인 : 스마트상점)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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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기술 업종별 특화 보급
- 스마트상점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스마트 시범상점가 운영
- 상권정보시스템의 AI 분석 기능 고도화를 통한 향후 매출액 등 경영성과 예측 서비스
제공

(소공인 : 스마트공방)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 도입
- 소공인 수작업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제조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제고
- 작업장의 공정개선, 재고관리 등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소공인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 지원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상생과 공존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확대 및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확대
-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한 우수제품 발굴･홍보 및 판로 채널 입점
등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통해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확산
- 저신용･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및 한계･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
마련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소상공인 정책의 독립적 정책 영역화
강화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지역 상권 육성 및 관광 자원화
- 지역 상권육성 및 관광 자원화를 통한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
- 지역의 문화･유산･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로컬크리에
이터 신규 발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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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2021년 기준)
소상공인 단계별 종합지원 및 위기대응 지원체계 마련
[표 12-1]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
Ÿ 경기도 소상공인 필요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 운영 통한 영업지속력･생존력 강화 지원
Ÿ 비대면 경제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인프라 지원
지원규모
5,200명 (예산 889백만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공통역량>
Ÿ 경기자영업캠프 : 세무, 인사･노무, 마케팅 기본/활용/심화 단계별 모듈형 강의
(600명)
Ÿ 경기아자캠프 : 명사초청 힐링강연, 디지털 경제 트렌드, 경영비전 수립 등 (650명)
지원내용 Ÿ 온라인교육 : 소상공인 대상 전반적인 공통 경영역량 강화 (3,550명)
<전문역량>
Ÿ 전문기술교육 : 실습중심 업종별 전문기술력 강화 (350명)
Ÿ 현장특화교육 : 현장중심 융합형 경영역량 강화 (50명)
(이론학습+현장 벤치마킹+워크숍 결합 Blended learning 교육)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표 12-2]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청년 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및 안정적인 시장
진입으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에 기여
25명 (예산 500백만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대상

외식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2조에 의거, “청년”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

Ÿ 창업준비교육 :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초경영능력 향상 교육
※ 집체교육, 20H(4일/ 10과목/ 5주)
Ÿ

Ÿ
지원내용 Ÿ
Ÿ
Ÿ
Ÿ

Ÿ

창업실무교육 : 창업분과별 전문 교수･멘토 매칭을 창업실무교육 ※ 창업컨설팅, 멘토링
품평회 : 창업분과별 창업아이템(대표메뉴) 조리･시식 및 발표 평가
경쟁오디션 : 메뉴 시장성 평가 등 오디션을 통한 사업화 지원금 차등액 확정
점포체험 : 고객 선호도 파악 및 메뉴 보완을 위한 경영체험 제공
사업화지원 : 아이템 개발, 인테리어, 홍보비 지원 등 ※ 최소 5백만 ~ 최대3천만원
자금연계 : 청년혁신 창업 특례보증 연계 ※ 한도 5억, 금리 1%, 보증료 0.7%
사후관리 : ′20~21년 청년창업자 교류회 추진 및 사후관리(경영우수자 역량개발비) 지원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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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규모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홍보(광고) 비용,
점포환경 개선 비용, 시스템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도모
1,980개사 (예산 6,000백만원)

지원대상

경기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직전 3년내 기 수혜자 지원 제외)

사업개요

Ÿ

점포환경개선 : 간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상품전시 판매대 재배열, 위생조리기구 등
※ 최대3백만원(공급가 100%)

지원내용

Ÿ 시스템 개선 : POS시스템, 무인결제시스템, CCTV시스템, 방역 소독시스템 등
※ 최대2백만원(공급가 100%)

Ÿ 홍보 및 광고 : 홍보･판촉물, 제품포장, 신문･잡지･대중교통 등 오프라인 광고,
상표 출원 등
※ 최대2백만원(공급가 100%)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표 12-4]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지원규모

비대면 소비패턴에 맞춰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입 유도 및 각종 전시회 참여
등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다양화 추진
100개사 (예산 200백만원)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중 판로 개척 희망 업체

사업개요

Ÿ 1개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Ÿ 입점 초기 수수료 : 온라인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인터파크 등)과 V-커머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하는 판매대행 및 입점 시 수수료 일체 지원
Ÿ
자료제작비 :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광고영상 제작 비용 등
지원내용
Ÿ V-커머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비 및 광고수수료 지원
Ÿ 각종 전시회 Booth 참가비 지원
※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성공사관학교 및 특화기술개발 수혜업체, 소공인 집적지구업체, 최근 2년 이내
정규직 일자리 창출기업 신청 시 가점 적용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표 12-5] 혁신 소공인 육성

지원규모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갖춘 소공인 발굴, 제품개발 및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소공인 육성
도내 소공인 77개사 내외 (예산 600백만원)

지원대상

전문기술 또는 우수 아이템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소공인

사업개요

※ 공급가액의 80%

지원내용

Ÿ 소공인 제품개발지원(시제품 제작, S/W 개발 등) 최대 1,400만원(30개사)
Ÿ 홍보･마케팅･지적재산권 지원 최대 500만원(15개사)
Ÿ 경영애로 및 공모사업 신청 컨설팅 최대 300만원(32개사)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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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 사업
푸드트럭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사용시설 운영 및 푸드트럭 입점,
마케팅비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등 푸드트럭 활성화 도모
공동사용시설 1개소(20社), 사업화 지원(40社), 푸드트레일러 임대(20대)
(예산 110백만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대상

도내 푸드트럭 사업자

공동사용시설 지원 : 푸드트럭의 식품전처리시설 및 공동창고 등 제공 (1개소, 20社)
지원내용 Ÿ 사업화 지원 : 행사참가비, 마케팅비, 리모델링 등 사업화 지원 (40社, 100만원 이내)
Ÿ 임대지원 : 푸드트레일러 임대 및 창업 등 경영지원 (20대, 도내 영업장소 확보자)
Ÿ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표 12-7]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경기도 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실적인 재창업
보증자금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재기 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재창업 지원 40명 이내 (예산 1,000백만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도민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 40명
지원대상

※ 폐업을 경험하고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규제중인 자, 프랜차이즈,
다중점포자 등 지원 불가

Ÿ 재창업 교육(5일〜6일) : 역량강화 교육, 인성 요인 검사, 전문가(명사) 특강 등
Ÿ 전문가 컨설팅 : 1:1 컨설턴트 선택적 집중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Ÿ 재창업 자금대출 보증 : 소상공인 자금 연계 (개인 신용도에 따른 최대 1억원 보증한도)
Ÿ 사업화 지원 : 창업마케팅, 매장 시설구축 및 이벤트 비용 등 지원 (최대 2천만원)
Ÿ 사후관리 지원 : ′20년 수혜업체 대상 현황조사 및 컨설팅, 홍보비 등 지원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표 12-8]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再 취･창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100개사 (예산 1,200백만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대상

道 내 ’21년도 폐업자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대상 제외 :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 사업 2019년 이후 수혜 소상공인

Ÿ
Ÿ
지원내용
Ÿ
-

권역별 소상공인 니즈별 전문 컨설팅(1,100개소) : 직업상담, 심리치료, 취･창업, 금융
재기장려금 또는 철거비지원 (업체별 1가지만 지원)
재기장려금(200개소) : 폐업 소상공인 사업자당 150만원 이내 ※ 경기지역화폐 지급
철거비지원(200개소) : 폐업 소상공인 사업자당 최대 150만원 이내
他관련기관 지원사업 연계 안내
연계 지원사업 : 再취･창업지원, 소상공인자금지원, 신용회복 등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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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9]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3,000명(기존 2,000명, 신규 1,000명) (예산 690백만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대상

道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Ÿ 지원 한도 : 최대 3년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 지원(1등급~7등급)
Ÿ 지원금 지급 : 신청자 보험료 先 납부 후 분기별 1개월이내 지급 (4월, 7월, 10월, ’22년 1월)
구분
(’20)
기준
보수액
(천원)

지원내용

월 보험료
정부
(중기부)
월 지원액
경기도
월 지원액
실 납입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1,820

2,080

2,340

2,600

2,860

3,120

3,380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20,475

23,400

15,795

17,550

-

-

-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8,190

9,360

21,060

23,400

45,045

49,140

53,235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공정한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표 12-10]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및 단계별 성장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사업개요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등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 50개소, 성장지원 100개소, 운영지원 150개소
(예산 4,409백만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지역기반 자생조직
※ 단, 경기 청정, 하천, 계곡 등 공정경기 실현에 동참한 지역은 소상공인 15명 이상

Ÿ 신규조직화(21년) : 현장연수, 경영교육, 회의비, 사업화지원
(상권당 21,500천원 / 50개소)

성장지원(19년, 20년) : 경영교육, 회의비, 사업화지원 (상권당 11,000천원 / 100개소)
Ÿ 운영지원(19년) : 경영교육, 회의비 (상권당 3,000천원 / 150개소)
Ÿ 지역대학 협엽공모(19년, 20년) : 사업화지원 (상권당 20,000천원 / 10개소)
지원내용 Ÿ 지역단체 협업공모(19년, 20년) : 사업화지원 (상권당 20,000천원 / 20개소)
Ÿ 골목상권 고객센터(19년, 20년) : 임차료, 관리비, 공동결재 및 배달시스템 설치,
인테리어 집기류 등 (상권당 2억원 / 3개소)
Ÿ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25명 인건비 지원
Ÿ

(상인회당 월 250만원*11개월)
※ 사업자 4대보험부담 비용, 출장비, 초과근무, 퇴직급 등 비급여적 인건비는 상인회･연합회 자체 부담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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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1]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노후화 된 상가거리를 대상으로 랜드마크 조성, 디자인개선, 스토리텔링, 프로모션,
조직화 등을 통해 상권 상인 통합 및 상권 경제 활성화
1개소, 1,000백만원 (예산 1,000백만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道내 노후상가거리 중 건물주와 상인협의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

지원대상

*상생협약(평가항목)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과당경쟁 업종 자발적 제한 등

<하드웨어>
Ÿ 랜드마크 조성 : 사업의 핵심 비전과 상징성 있는 거점시설 설치
Ÿ 디자인 개선 : 옥외광고물, 편의시설, 거점시설 디자인 개선
<소프트웨어>
Ÿ 스토리텔링 :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환경 등을 이야기 소재로 가공하여 상권의
브랜드 개발 및 가치 제고
Ÿ 프로모션 : 상가거리 특성에 맞는 이벤트 개최, 관광 활성화, 브랜드 가치 제고,
홍보 등 참신한 콘텐츠 개발
지원내용
<휴먼웨어>
Ÿ 조직화 :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Ÿ 네트워크 : 조직･경영, 디자인, 프로모션, 마케팅 등 전문그룹 네트워크 추진
Ÿ 상생협력상가 조성 :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 등이
가능한 상가거리로 조성(상생협력 체결)
※ 지원내용 유의사항
-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건물주 등과 상생협약을 50% 이상 체결한 지역
- 신청지 내 개별 점포가 20개 이상인 노후 상가거리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표 12-12]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개요
지원규모

대형유통기업 진출, 재개발 등으로 경영 악화된 골목상권 대상 위기 극복 및
상권활성화특화 지원을 통한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100인이상 골목상권 1개소, 청정계곡 2개소 (예산 2,700백만원)

Ÿ 희망상권프로젝트 : 골목상권상인회(소상공인 100인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상 Ÿ 계곡상권 활성화 : 청정계곡 복원지역 내 골목상권 상인회*
*1) 골목상권상인회를 조직한 상권 또는 2) 계획 중인 상권

Ÿ
지원내용 Ÿ
-

희망상권 프로젝트
경영진단, 컨설팅, 공동체 구성 등 처방 프로그램 진행
공동 마케팅, 공용 부분 시설개선 등 공동체 경영지원
계곡상권 활성화
편의시설 조성, 점포환경 개선, 테마 프로그램 도입 및 예약 프로그램 도입 등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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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특화요소 개발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표 12-13]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개요
지원규모

전통시장과 5일장 및 골목상권 연계한 커뮤니티형 공유마켓 육성
10곳, 시장당 약 2억원(도비 1, 시･군비 1) (예산 1,000백만원)
도내 전통시장 중 5일장 또는 골목상권 연계 가능한 시장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지원대상

5일장 및 시장 내 골목상권 지정을 통해 상권활성화 가능한 곳
시･군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도로점유’, ‘즉석식품 조리’가 가능한 곳
상인 및 주민 등 상권 자치 중심의 ⎾민간주도 협의체⌋ 구성
푸드트럭 2대 이상 참여 가능한 곳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 활동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Ÿ 시설 및 인프라 구축, 홍보 및 이벤트 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Ÿ 사업 운영 위한 각종 운영비(매니저 급여 등) 지원
Ÿ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표 12-14] 청년상인 육성 지원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력 제고
총 20명 이내(신규창업 40백만원, 재도약 20백만원, 가업승계 10백만원 이내) (예산 740백만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역 내 청년상인(희망자)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전통시장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대상연령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성인(※ 기준은 공고 시작일)
➞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나 가업승계자도 지원가능(사업자등록일 기준)
- (신규창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점포 또는 기존 점포에 창업희망자
- (재 도 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창업한지 3년 이내인 자 (공고일 기준)
(가업승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사업을 계승 예정인 자

하드웨어 점포 환경개선 (총지원금의 80% 이내)
- 점포입점에 따른 임차비 지원
- 간판제작, 진열도구, 매대 제작 등
- 내부 인테리어, 공조시설 및 냉난방시설, 기타 인프라 구성
Ÿ 소프트웨어 홍보 및 마케팅 (총지원금의 10% 이상)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인터넷 판매 지원
Ÿ

(현수막, 전단지, 신문, 광고,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

휴먼웨어 컨설팅 지원 (총지원금의 20% 이내)
- 컨설팅 및 마케팅, 인사, 세무 등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
Ÿ 재료비 (총지원금의 10% 이내)
-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Ÿ

※ 인건비, 위약금, 연체금, PC, TV 등 자산성 물품구매, 업무추진비(회의비, 출장비) 지원 불가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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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5] 경기도 명품점포 육성
사업개요

전통시장 내 경쟁력 있는 핵심점포 육성을 통한 고객유입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道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3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 10개소(신규) 최초
인증 후 3년이 지난 인증만료 점포(재인증) 10개소 내외 (예산 150백만원)

지원규모

Ÿ
지원대상 Ÿ
-

전통시장
사업대상
지원요건
매출액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점포
: ‘3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점포
: 고객 친절도, 주위평판, 브랜드 가치 등의 타의 모범이 되는 점포로서
현저히 높거나 점포운영에 얽힌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달인, 기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점포

Ÿ 경기도지사 인증 :｢경기 전통시장 명품점포｣ 인증현판 부여
- 인증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시 재인증 여부 심사
※ 인증등급 : (1차) 새싹 → (2차) 버금 → (3차) 으뜸

Ÿ
지원내용
-

맞춤형 환경개선
옥외 간판교체 지원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상품 배열 개선 진열대, 냉장진열대 구입 지원
점포 환경정비 :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On-line 환경 개선: 홈페이지 제작･고도화 등
기타 점포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신규 명품점포’ 최대 10백만원 지원, ‘재인증 명품점포’ 최대 2.5백만원 지원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표 12-16]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공모사업

지원규모

공급자 중심의 ‘사업모형-공모신청-대상선정’ 절차가 아닌 수요자가 가장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제안하는 사업 중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원 추진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6개소 지원, 시장당 최대 50백만원 (예산 300백만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으로 상인회 등 관리기구를 보유한 곳

사업개요

Ÿ 지역문화축제(미지원예정) :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인물 등과 연계한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호기심 유발을 통해 고객 유인
- 일회성 사업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행사의 정기화가 관건임
Ÿ 포장디자인개발 : 고객 친화적, 세련된 이미지 창출 등 포장재 개발을 통한 마케팅
강화
- 상품이 좋아도 첫인상에 상품을 어필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해 포장재 개발로 고객
지원내용
선호도 증대 효과
Ÿ 상품개발 : 여주 한글시장에서 판매하는 ‘한글빵’처럼 시장 고유 상품개발을 통한
마케팅
Ÿ 시장투어 : 인근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원을 대상으로 시장투어 중 즉석간식 제공,
물건사기체험 지원 등을 통해 시장을 접하게 하여 미래고객 양성
Ÿ 기타마케팅 :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통해 판로 확대 방안
모색을 통한 신규 고객 창출 및 매출 증대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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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7] 경기도 상인동아리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상인회 20개소 지원, 상인회별 최대 450만원 (예산 100백만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상인동아리 강사료 지원 및 소모성 물품 일부 지원 등

지원대상

道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속 상인회

Ÿ
Ÿ
지원내용 Ÿ
Ÿ
Ÿ

자생력 강화 : 상인 조직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참여형 사업 : 상인 조직 참여를 조직내 네트워킹 강화 지원
역량 강화 : 교육 등을 통한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조직력 강화 : 조직활동 지원으로 상인 협력체계 및 조직력 강화
기타 : 발표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 등 지원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표 12-18] 전통시장 안전 확충

지원규모

기존 화재알림시설의 미흡점을 보완하여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상인회, 시･군
및 소방서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초동대처 기반 마련
시･군 상황에 맞는 화재 안전 필요사항 보완 (예산 100백만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시･군

사업개요

Ÿ 사전컨설팅 : 화재 및 시설전문업체가 선정 시･군(전통시장)의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여 특성에 맞는 구축 전략 제시
지원내용
Ÿ 시스템구축 : 선정지 현황에 따른 필요사항 보완, 협의체 운영 및 관제시스템 도입
등으로 화재예방 알림 형태의 화재예방 프로세스 개발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표 12-19] 경기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대상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조직의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연합회 50개소(27개소 모집완료 및 23개 모집 예정)
(예산 810백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연합회
최대 11개월간 월급여 250만원(도 50%, 시･군 40%, 자부담 10%)

지원내용

* 단, 점포수 100개 이하로 상인회 재정이 열악한 경우 시･군에서 자부담 10% 부담 가능
** 시장매니저 근무에 따른 4대 보험, 연장근로수당, 퇴직급 등 비급여적 인건비는 상인회가 부담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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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0] 경기도 청년푸드 창업 허브
사업개요
지원규모

급변하는 외식업 시장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세대의 외식분야 창업을 지원
1곳 (예산 500백만원)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및 인접한 상권

Ÿ 청년푸드창업 허브조성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일체
지원내용 Ÿ 사업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Ÿ 기술교육･전문가 컨설팅･상품개발비･판매체험･홍보 등 마케팅 지원 등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다각화
[표 12-21] 경기지역화폐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규모

경기지역화폐 신규 및 기존 고객 대상 이벤트 및 홍보비 지원을 통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촉진 유도
40곳 (예산 250백만원)

지원대상

상인공동체

Ÿ
지원내용 Ÿ
-

마케팅 및 홍보비 지원 : 각 300만원
경기지역화폐 신규 및 기존고객 대상 공동프로모션 지원
경기지역화폐 이벤트 추진을 위한 홍보비 지원(현수막 등)
경기지역화폐 APP 가입 및 충전 유도를 위한 이벤트 비용 지원
우수사례 선정 : 4곳 각 300만원
경기지역화폐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인 공동체 40곳 중 결과보고
심사를 통한 성공사례･성공 체험수기･제안 및 아이디어 등 우수사례 선정

사업개요

※ 30개 이상 점포로 조직된 상인공동체

자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1). “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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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체계 마련
[표 12-22] 소상공인 창업･경영 아카데미 운영 사업
사업
개요

Ÿ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생계형 창업을 억제하고, 고부가가치형 업종으로의 창업 유도를
통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Ÿ 마케팅전략, 재무관리, 온라인교육 등

지원
825명(기본교육 280명, 전문교육 320명, 온라인마케팅 225명) (예산 100백만원)
규모
지원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공통역량>
Ÿ 소상공인 행복아카데미(기본과정) : 인사･노무, 자금지원과 신용관리, 점포계약, 고객관
리와 서비스 마인드, 창업절차, 상권입지, 온･오프라인 기본 마케팅 등 (200명)
Ÿ 소상공인 행복아카데미(전문과정) : 성공 마케팅 전략, 온라인 마케팅 기법, 세무･재무
지원
관리, 정부지원 정책의 활용, 업종별 전문강의 및 마케팅 전략 등(200명)
내용 Ÿ 소상공인 행복아카데미(온라인 마케팅 실습과정) :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인스타
그램, 유트브 마케팅 등(225명)
Ÿ 비대면 원격수업 및 교육이수 인증제도 운영 : LMS(학습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하여 원격지 교육생과 강사를 실시간
연결하여 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교육 이수 인증
자료 : 울산광역시 행복드림센터(2021). “2021년 사업계획서(안)”.

[표 12-23]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
사업
개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Ÿ 소상공인 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으로 당면 현안 해결
Ÿ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170개 업체(SOS 경영컨설팅 150개, Jump-Up 경영컨설팅 20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공통역량>
Ÿ SOS 경영컨설팅 : 온･오프라인 마케팅, 업종전환, 사업정리, 점포운영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분야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150개 업체)
Ÿ Jump-Up 경영컨설팅 : SOS경영컨설팅 결과로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개선 권고사항
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게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20개 업체)
지원 Ÿ 비대면 컨설팅 : LMS(학습관리시스템)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컨설
팅으로 컨설팅 분야 중 노무, 세무, 법률 등 “현장 방문의 효과”가 낮은 분야 및
내용
Jump-Up 경영컨설팅에 적용
Ÿ 컨설팅-보증 One-Stop 지원 : 컨설팅과 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과 연계(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20% 감면) 지원
Ÿ 한계자영업자 사업정리 컨설팅 :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재창업 시 실패요인 분석
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하기 위해 경영진단, 사업정리 신고사항 및 절세방법,
창업 보증 연계 지원제도, 회생지원보증 및 자금지원제도 등 컨설팅
자료 : 울산광역시 행복드림센터(2021). “2021년 사업계획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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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4]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사업
개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Ÿ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환경 정비 및 홍보･광고비 지원
Ÿ 교육･컨설팅으로 인지한 경영 애로사항의 실질적 해결방안 제공
120개 업체 (예산 : 300백만원)
소상공인

<공통역량>
Ÿ 점포환경 개선 :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고정식 영업시설 등(지원한도 최대 250만원
이내)
지원
Ÿ 홍보･광고 :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TV･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게시대 등 (지
내용
원한도 : 최대 150만원 이내)
Ÿ 위생･안전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소독･청소용역비, 위생관리기, 소방･위험물
점검 밑 교체,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등 (지원한도 : 최대 100만원 이내)
자료 : 울산광역시 행복드림센터(2021). “2021년 사업계획서(안)”.

[표 12-25]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2021년 신규사업)
Ÿ 비대면 소비 시대에 대응한 배달 중심의 판로 전환 지원
사업
Ÿ 온라인 배달 플랫폼(오픈마켓 포함) 중개수수료, 광고･홍보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
개요
영･서비스 혁신과 자생력 강화
지원
160개 업체(예산 180백만원)
규모
지원
소상공인
대상
<공통역량>
지원 Ÿ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온라인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 및 온라인 오픈마켓
내용
플랫폼(NAVER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의 중개수수료, 홍보･광고비, 쿠폰발행비 등(최대
1백만원 이내)
자료 : 울산광역시 행복드림센터(2021). “2021년 사업계획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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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표 12-26]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사업
개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Ÿ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 (노란우산)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Ÿ 1,800여명, 사업비 200백만원(시비)
Ÿ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 보험업･연예인 등 사업소득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상공인(무점포업체)
Ÿ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1년간)

자료 : 울산광역시.

[표 12-27]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Ÿ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구축(2021년 신규사업)
개요
지원
Ÿ 350여명, 사업비 100백만원(시비)
규모
지원
Ÿ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역 1인 소상공인
대상
Ÿ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 환급 지원
Ÿ - 1~7등급 전 구간(최대 4등급 기준액),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간
Ÿ ※ 자부담(1~4등급 20~40%, 5~7등급 72~77%), 정부지원(1~7등급, 20~50%)

지원
내용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 보수액(원)

1,820,0
00

2,080,0
00

2,340,0
00

2,600,0
00

2,860,0
00

3,120,0
00

3,380,
000

월 보험료(원)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12,290

14,040

15,800

17,550

17,550

17,550

17,550

20,480

23,400

15,800

17,550

12,870

14,040

15,210

8,180

9,360

21,050

23,400

33,930

38,610

43,290

1,092,0
00

1,248,0
00

1,404,0
00

1,560,0
00

1,716,0
00

1,872,0
00

2,028,
000

市 지원
(30~23%)
중기부
(50~20%)
자부담
(20~57%)
실업 급여(월)

자료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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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8]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사업
개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Ÿ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쇼핑 융합 공간조성으로 안정적인 청년창업 유도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국가직접지원사업, 중기부 공모)
Ÿ (활성화 사업) 사업비 300백만원((국 180, 시 45, 구 45, 자 30)
Ÿ (확장 사업) 사업비 667백만원(국400, 시 50, 구 150, 자 67)
Ÿ 신정평화시장 청년상인 20개 점포(식사, 간식, 제과, 의류 등)

Ÿ (활성화 사업) 공동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지원
지원
Ÿ (확장 사업) 청년점포 8개(지하 1층 - 7개, 지상 2층 - 1개) 입점 및 청년상인 공통교육,
내용
마케팅, 영업기반시설 등 지원
자료 : 울산광역시.

[표 12-29] 신산업창업사관학교 운영
사업
개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Ÿ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창업 후 생존율 제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기부) 주관/ 울산경제진흥원 수행
Ÿ (위치/규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2층(북구 진장유통로 90) / 451.88㎡(136평)
Ÿ (사업비) 국비 15억원(’20년) ※ 교육 기수 당 1억원 내외 운영비 별도(연 2기수)
Ÿ 신산업 예비창업자
Ÿ 신사업 예비창업자 선발, 창업교육(4주) - 체험점포경영(12주) - 창업자금(최대 2천만
원) 등 패키지 지원

자료 : 울산광역시.

[표 12-30]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입점 지원
사업 Ÿ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시장 비대면 사업 활성화
개요 Ÿ 전통시장 점포의 온라인(네이버) 플랫폼 내 입점 지원
지원
Ÿ 남구청 공공근로 인력(’21. 2~5월), 시장경영바우처(국･구비)
규모
지원
Ÿ (입점 현황) 음식류 판매 31개 업체, 381개 상품
대상
Ÿ (주문) 네이버 플랫폼 내 등록 상품 온라인 주문･결재
지원 Ÿ (배송) 배달업체 연계, 2시간 이내 배달 ※ 배송비 4,000원 소비자 부담
내용 Ÿ (정산) 운영사 → 상인 ※ 운영사 수수료 : 매출액의 약 10%
Ÿ (프로모션) 네이버 포인트 적립, 무료배송 및 무료체험단 운영, SNS 홍보
자료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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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요소 개발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표 12-31]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운영 지원
사업
개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Ÿ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교육, 상인의식 고취 및 상인회의 조직력 강화 지원
Ÿ 상인회 행정업무 능력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가교 역할
Ÿ 37개 시장(회원)
Ÿ 시장 상인

Ÿ 시장매니저 인건비 중 20% 지원
지원
Ÿ 전통시장 상인교육(워크숍 및 국내 선진시장 견학)
내용
Ÿ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21. 10월 중)
자료 : 울산광역시.

[표 12-32]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
사업
개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Ÿ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로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유도
Ÿ 82백만원(국비 40, 시비 32, 자부담 10)
Ÿ 전통시장
Ÿ 지역민방 활용, 지역 전통시장 명물･정보 등 홍보방송(20회)
Ÿ 수행기관 : ㈜울산방송 ubc ｢좋은날 좋은시간 - “시장의 참맛”｣(매주 금, 19:00)

자료 : 울산광역시.

[표 12-33] 2020년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 실적
회
차
1
2
3
4
5
6
7
8
9
10

날짜

출연시장

7월 3일
7월 10일
7월 17일
7월 24일
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8월 21일
8월 28일
9월 4일

수암상가시장
남창옹기종기시장
학성새벽시장
월봉시장
대송농수산물시장
신정시장
중앙전통시장
울산번개시장
젊음의거리
호계시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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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날짜

출연시장

9월 11일
9월 18일
9월 25일
10월 2일
10월 9일
10월16일
10월23일
10월30일
11월 6일
11월13일

성남프라자
수암상가시장
신정시장
“우리시장 가수왕”
남창옹기종기시장

학성새벽시장
울산번개시장
태화종합시장
중앙전통시장
장터노래자랑

비고

특집

특집

[표 12-3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사업
개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Ÿ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편의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 향상(지방이양사업, 균특)
Ÿ 2,090백만원(시비) ※ 균특사업 지방이양으로 3년간(’20 ~ ‘22년) 유지
Ÿ (지원조건) 시비 75%, 구･군비 15%, 자부담 10%
Ÿ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Ÿ 진입도로, 시장 내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
지원
Ÿ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장 등 상권기능 개선 시설
내용
Ÿ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자료 : 울산광역시.

[표 12-35]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사업
개요
지원
규모
지원
대상

Ÿ 전통시장 화재 피해 신속복구 및 상인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재공제료 지원
Ÿ 화재공제 가입기간 및 보장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료 60% 지원
Ÿ (사업비) 60백만원(시 30, 구･군 30)
Ÿ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 점포

Ÿ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중 선택 가입(일시납, 소멸성)
지원 Ÿ 보장가액 : 최대 6천만원 한도 내 100만원 단위 선택 가입(실손 보상)
내용 Ÿ 공 제 료 : 건물구조 등급(A, B급)*에 따라 차등 적용
* (A급) 철근콘크리트 기둥 슬라브･불연재 지붕 / (B급) 기타건물구조
자료 : 울산광역시.

[표 12-36]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사업
Ÿ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 기반조성(국가직접지원사업, 중기부공모)
개요
지원 Ÿ (사업비) 시장별 1년간 3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국가직접지원
규모 Ÿ (2021년) 280백만원(국 168, 시 56, 구 56)
Ÿ
지원
대상 Ÿ
Ÿ

기존 특성화시장 지원을 받지 않은 시장으로, 상인회 가입률･상인회비 납부율･온누리상
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곳
(2020년) 신정시장
(2021년) 중앙길(문화의거리) 상점가

Ÿ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도약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지원 Ÿ 3대 서비스 혁신*, 2대 조직역량 강화**
내용 * (3대 서비스 혁신) ① 편리한 지불 ② 교환, 환불 등 고객신뢰 제고 ③ 위생
** (2대 조직역량 강화) ① 상인조직 강화 ②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자료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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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7]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사업
Ÿ 문화･관광자원 등 지역특색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국가직접지원사업, 중기부공모)
개요
지원
Ÿ (사업비) 3,640백만원(국 1,820, 시 910, 구 910) ※ 국 50%, 시 25%, 구･군 25%
규모
Ÿ 기존 특성화시장 사업이 종료된 곳으로, 상인회 가입률･상인회비 납부율･온누리상품권
지원
가맹률 80% 이상인 곳
대상
Ÿ (사업대상) 4개 시장(계속시장 2, 신규시장 1, 도약시장 1)
Ÿ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사업 추진
Ÿ 남목전통시장(계속) : 계절별 축제, 어린이 시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Ÿ 젊음의 거리(계속) : 123페스티벌, 클럽형 야시장 조성,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양성
내용
Ÿ 야음상가시장(신규) : 주말 포장마차, 시장 문화교실, 간판 재정비
Ÿ ㈜신정시장(도약) : 디자인 매대 개발, 온라인플랫폼 입점, 고객감사 이벤트
* ㈜신정시장 : 첫걸음시장(’20) → 문화관광형시장(’21)
자료 : 울산광역시.

[표 12-38]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업
Ÿ 기반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주차공간 확보로 고객 편의제공(중기부 공모사업)
개요
지원
Ÿ (사업비) 국 60%, 시 20%, 구･군 20%
규모
지원
Ÿ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대상
Ÿ (공영주차장건립)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개량지원
지원
Ÿ (공공시설 주차장 공유) 전통시장 인근에 공공시설의 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내용
Ÿ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사설 주차장 사용 비용 지원
자료 : 울산광역시.

[표 12-39]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사업 Ÿ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야간관광
개요
명소로 개발(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지원
Ÿ (사업비) 개소당 10억원 이내(특교세+지방비) ※ 매칭비율(%) : 50:50
규모
Ÿ 전통시장 상인회가 동의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으며 야시장 기본방향(컨셉) 및
지원
마케팅 목표가 명확한 시장으로 운영자 중 청년 창업자의 비중을 50% 이상 확보
대상 Ÿ (’15년도) 중앙전통시장(특별교부세 5, 시비 2.5, 구비 2.5) (’16년도) 수암상가시장(특
별교부세 4, 시비 3, 구비 3)
지원 Ÿ 야시장 경관 조성, 야시장 운영시설(조리시설, 판매대 제작, 보관소, 청년몰 설치 등),
내용
고객편의시설 등
자료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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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Ÿ 화재에 즉시 대응을 통한 초기 진화 및 대형화재로의 확대 방지 등 안전한 전통시장
사업
환경 조성(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개요 Ÿ 조기 발화요인(연기, 열, 불꽃 등) 감지 및 소방관서･상인 통보로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 마련
지원
Ÿ 국비 70%, 구･군･민간 30%
규모
Ÿ 관내 인정(등록)된 전통시장(상점가 및 지하도상가 제외)
지원 Ÿ 태화종합시장 등 17개 시장 (중구 3, 남구 9, 울주군 5)
대상 Ÿ (2021년) 중구 우정전통시장(신청 88개 점포), 북구 화봉시장(신청 36개 점포), 울주군
남창옹기종기시장(신청 10개 점포)
Ÿ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화재위치를 감지하여 소방서 및 상인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
(유･무선 감지기, CCTV, 수신기, 속보설비 등 설치) 구축
지원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내용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자료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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