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35 지역화폐 1,000억원 확대 운용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35명 35명

주관부서 상권지원과 상권지원과장 임철, 골목경제정택팀장 안순이, 담당 한혁희 ☎ 729-2593

협조부서 - -

협력체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시민참여 전문가그룹, 보고회, SNS 등 웹소통

□ 정책목표

  2022년에는 지역화폐(상품권) 3,000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여 외부로의 자본
유출을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 개    요
  ❍ 근거법령: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사업대상: 성남시민

  ❍ 사업기간: 2018. 7월 ~ 지속

  ❍ 사 업 량: 지역화폐 3,000억 원 확대 운용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연월 추   진   일   정(추진단계) 비고
2018.  7. ~ 지속 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
2020.  1. ~ 지속 성남사랑상품권 마케터 선발 운영
2020.  3. ~ 지속 통합시스템 구축(지류&모바일상품권 취급점 확대)
2020.  8. ~ 지속 통합카드(성남형 카드) 발급 준비 및 기반 조성

2021.  1. ~ 소진시까지 성남사랑상품권 3,000억원 10% 특별할인 판매
2021.  4. ~ 지속 통합카드(성남형 카드) 발급 및 플랫폼 조성

2022.  1. ~ 소진시까지 성남사랑상품권 3,000억원 10% 특별할인 판매

□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106,374 9,441 80,733 935 5,855 18,890 34,968 20,085 16,200

국비 14,311 　 14,311 0 1,211 700 9,200 3,200 　

도비 19,756 　 15,556 0 1,105 1,800 7,851 4,800 4,200

시비 316 　 316 18 298 　 　 　 　

기타 71,991 9,441 50,550 917 3,241 16,390 17,917 12,085 12,000 



※ 기타재원 현황 

구분 명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비고

기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성남사랑상품권 운용 12,084,81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지속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20 모바일 가맹점 

15,000개 확보 22,173 147.82

2020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유통 20 모바일 정상 유통 정상유통 100

2020년 지역화폐 1,000억원 운용 달성 60 지역화폐 1,000억원 운용 3,765억원 발행 376.5

2021년 지역화폐 2,000억원 운용 달성 확대
지속 지역화폐 2,000억원 운용 3,000억원 판매 150

2022년 지역화폐 3,000억원 운용 달성 확대
지속 지역화폐 3,000억원 운용 1,292억원 판매 43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공공부문 상품권 지급 아동수당 지급
(체크카드형)

모바일상품권유통 원격 결제
시스템도입

지류･모바일
통합시스템 도입

상품권 유통확대 대행점 확대
카드결제 도입

성남사랑카드 발행
통합플랫폼 

배달서비스 개시

개인택시 
카드결제 도입

인센티브 제공 1,000억 원
10% 할인판매

3,000억 원
10% 할인판매

3,000억 원
10% 할인판매

종류 2021년까지 판매액 2022년 발행액 2022년 판매액 가맹점수

계 10,253억원 1,443억원 1,443억원

지류 3,138억원 200억원 200억원 21,338개소

카드 3,818억원 151억원 151억원 26,356개소

모바일 3,297억권 1,092억원 1,092억원 23,235개소

지류 상품권 종류 인센티브

2종(1만원권, 5천원권)

 ※ 지류 판매처: 관내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121개소

○ 구매액의 6% 할인판매(상시)
○ 코로나19 조기극복대책으로 3,000억원 
   10% 특별 할인 판매 실시(22.01.03.~)
 ※ 소진 시 할인율 6% 전환 판매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공 약 사 업 이 행 상 황 비고

2018년
~ 지속 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 지류(20,132개소), 모바일(22,173개소)

2020년 
~ 지속 성남사랑상품권 마케터 선발 운영 2021년: 10명, 2022년: 18명 운영 중

2020년 통합시스템 구축
(지류&모바일상품권 취급점 확대)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지류상품권 취급점 확대(27개소→121개소)

2020년 
~ 지속

통합카드(성남형 카드) 발급 
준비 및 기반 조성 성남사랑카드 발행

2021. 1.
~ 소진시까지

성남사랑상품권 3,000억원 
10% 특별할인 판매

3,000억원(지류 650억원, 모바일 
2,350억원)

2021. 4.
~ 지속

통합카드(성남형 카드) 발급
 및 플랫폼 조성 성남사랑상품권 배달서비스 개시

2022. 1.
~ 소진시까지

성남사랑상품권 3,000억원 
10% 특별할인 판매

1,292억원(지류 200억원, 모바일 
1,092억원)

    ∙ 사업추진상황 
구매통합시스템 QR결제 킷 성남사랑카드 성남사랑상품권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지역화폐 
확대 운영

◦ 2018.  9. 21.: 아동수당 체크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

2019년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 2019.  3.  1.: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서포터즈 운영(35명)
◦ 2019.  4. 19.: 모바일 상품권 본격 유통
◦ 2019.  5.  3.: 청년배당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모바일과 카드 중 택일)
◦ 2019.  7.  1.: 지류형 상품권 신형도안 출시(1만원권, 5천원권)
◦ 2019.  8.  9.: 모바일 상품권 APP(지역상품권 chak) 리뉴얼
◦ 2019.  9. 25.: 학원 원격 결제서비스 추진
◦ 2019. 10.: 『첫출발 책드림 사업』(도서관지원과) 지원
◦ 2019. 10.~ 11.: 개인택시 2,187대 QR 킷 설치

서포터즈
35명

2020년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 2020. 3. 9.: 통합시스템 구축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 구매 통합 관리 시스템)

◦ 2020. 5. 1.: 코로나19 1,000억원 10% 특별할인 판매 실시 및 지류상품권 
               취급 대행점 기존 27개소에서 118개소로 확대(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 2020. 8. 7.: 모바일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카드 결제)를 위한 성남시- 한국
              조폐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 2020. 9. 28.: 1,000억원 10% 특별할인 판매 달성
◦ 2020. 9. 29.: 상품권 추가발행 300억원 10% 특별할인 판매 실시
◦ 2020. 11. 2.: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10% 할인 근거 마련-정부·시 정책에 필요한 경우)
◦ 2020. 11. 4.: 300억원 10% 특별할인 판매 달성(할인율 6% 전환 판매)

2021년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 2021. 1. 4.: 성남사랑상품권 2,000억원 특별할인 판매 실시
◦ 2021. 4. 5.: 성남사랑카드 발행 실시(신한카드)
◦ 2021. 5월: 성남사랑상품권 통합플랫폼 배달앱 업체(5개사) 선정
              (위메프오·샵체인·한국결제진흥원·먹깨비·허니비즈)
◦ 2021. 6. 7.: 성남사랑카드 추가 발행 실시(농협카드)
◦ 2021. 8. 2.: 성남사랑상품권 통합플랫폼 배달서비스 개시
◦ 2021. 9. 17.: 성남사랑상품권 2,000억원 특별할인 판매 달성
◦ 2021. 10. 15.: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원 특별할인 판매 추가실시
◦ 2021. 12. 12.: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원 특별할인 판매 달성

2022년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 2022. 1. 3.: 성남사랑상품권 3,000억원 특별할인 판매 실시
   ※ 2022년 설맞이 특별한도 50만원
◦ 2022. 3. 1.: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원 특별할인 판매 달성
◦ 2022. 4. 1.: 성남사랑상품권 배달앱 서비스 쿠폰이벤트 실시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집행률(E)
F/(B+C)

총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74.3 66,993 9,441 71.3 57,552 935 5,557 18,121 32,939

국비 77.6 11,111 77.6 11,111 0 1,211 700 9,200

도비 67.7 10,535 67.7 10,488 0 884 1,800 7,804

시비 58.5 185 58.5 185 18 167 0 0

기타 84.4 50,631 9,441 81.5 35,768 917 3,295 15,621 17,917 3,440

□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 10% 인센티브 판매 시 부정유통 소지 발생 우려 ◦ 통합전산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데이트를 통한 부정유통

   단속 강화

◦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결제 방식 필요 ◦ 통합플랫폼을 통한 배달·쇼핑앱을 연계하여 온라인 

   결제 기능 활성화 추진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성남사랑상품권 이용 편의성 확대(성남사랑카드 개인택시 결제 등)

  ❍ 성남사랑상품권 통합플랫폼↔배달/쇼핑앱 연계 사업 확장

□ 기대효과

  ❍ 3종 지역화폐(지류,모바일,카드) 일반발행에 따른 사용자 이용 편의성 증대

  ❍ 지속적 부정유통 단속을 통한 가맹점 경각심 강화

  ❍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배달·쇼핑앱 연계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지역상품권 비대면 결제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