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경 제 일 지

[2021. 9월중]
9.9 ▶ 경기도, 2022년도 생활임금* 11,141원 확정 고시
*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
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정착·확산에 적극 힘써 옴

ㅇ 2022년도 생활임금(11,141원)은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540원 대비 5.7% 상승하였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160
원 보다 1천981원 많은 수준
ㅇ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
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열띤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 및 경제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되었음
9.23 ▶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450개사 대상 탄소중립 대응 관련 설문조사
시행
ㅇ 글로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관련해 도내 수출기업의 현황
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450
개사)의 88%가 탄소중립 필요성에 공감
ㅇ 경기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탄소중립
에 대한 인식정도, 탄소중립 준비 기업의 애로·요구사항을 파악
하였으며, 향후 유관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탄소중립 이행
을 위한 지원사업을 기획·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

9.24 ▶ 한국은행 경기본부,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연장
ㅇ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자금*의 금융기
관 대출 취급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종료시한을 종전 2021
년 9월말에서 2022년 3월말로 변경
* 2021.9월 배정 기준 총 16,515개 업체가 한국은행 경기본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2조 3,700억원)을 이용

ㅇ 경기지역 내 제조업은 경기가 개선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
기 강화조치 장기화 등으로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점
을 고려하여 서비스업 영위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일부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도 지원
ㅇ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은 코로
나19 피해업체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9.29 ▶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 발표
ㅇ 경기도는 반도체 벨트(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핵심 기술
자립화, 전문인력 양성 등 반도체·소부장 산업 육성에 괄목
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ㅇ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구조 강화와 공정경
쟁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의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
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중장기 육성 전략’은 ➀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허브 도약, ➁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➂지
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 3가지 추
진전략으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