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사업목표 및 사업예산계획(안)
Ⅰ.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설립 배경 및 목적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와 대형 유통 업체 중심의 유통 구조로 인해 우수한 제품이
있어도 판매성과 창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들을 강소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판매뿐 아니라 수출 등의 역량을 지원하여 성과를 제고, 중소기업 경제를 살리고자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
☐ 사업 추진 전략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제품 발굴 및 자체 브랜드 개발 지원, 마케팅 활성화, 오프
라인 및 온라인 유통 채널 제공, 공유시장경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강소
기업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 사업 추진 계획
 중소기업-대기업,유통사 간 브랜드 협력 기회 발굴, 중소기업 자체 브랜드 컨텐츠
개발 및 활용 강화,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 공유시장경제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사업 성과 제고 추진
 경기도주식회사 브랜드의 기획 상품 확대, 타 시군 협력 기반 오프라인 채널 확대
기회 발굴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의 자립 및 지속 성장 기반 조성 기회 확보
☐ 온/오프라인 판로 구축 및 지원
 (온라인) 우수 기업 모집 확대 및 거래액 신장을 통한 사업 규모 확대
▶ 자사몰 포함 6개 온라인 채널 운영
* 자사몰, CJ, 위메프, 인터파크, G9, 스토어팜, ssg 등 온라인 채널 확대 예정
 (DDP 안테나숍) 중소기업의 오프라인 판로 개척 브릿지 기능 강화
▶ 시즌 별 프로모션 기획 및 디자인개선 상품 런칭
▶ 월간/분기별 고객 VOC 인사이트 리포트 제공
 (시흥 바라지마켓) 도-시군 협력 기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및 수익 모
델 구축 기회로서의 매장 활성화 추진

 (해외 유통 채널) Gabbybox 브랜드 고도화 및 제품 확대, 전문몰 기획 전 및 전문
블로거 리뷰 활용 기반 현지화 브랜드 전략에 맞는 마케팅 활동 활성화 추진 (미
국, 중국)
☐ 경기도주식회사 기획 상품 출시
 라이프클락 판매 확대 및 재난안전키트 라인업 확장, 사회적 의미가 있는 기획상품
출시 및 판매를 통한 수익모델 확보
☐ 상품 디자인 개선/마케팅 지원
 자사 직접 유통을 통한 소비자 피드백 기반 소비재 상품 디자인 개선 및 제품 맞
춤 마케팅 진행
☐ 온라인 공유플랫폼 구축
 도내 제조중소기업 우수 기술, 상품에 대한 홍보 컨텐츠 구현 및 개제
 자사몰 기능 전문화를 통한 (소비자 대상 직판 채널로서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유통 비용 절감 효과 제고
▶ B2C 커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중소기업 브랜드 및 제품 홍보 컨텐츠 개발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직거래 판매 채널 운영을 통한 유통 비용 감소

Ⅱ.

2018 예산 편성 현황

□ 예산

(단위 : 천원)
수 입

매출

영업외
수입

지 출

총계

6,804,208

대행사업

5,359,208

상품판매

1,196,000

판매수수료

169,000

금융수입 등

80,000

매출
원가

총계

6,804,208

대행사업

5,106,856

상품판매

710,600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비 고

-

986,7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