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경 제 일 지

1.2 ▶ 경북, ‘경상북도 스마트-X 산업혁신 신전략 2022’ 발표
□ 경상북도는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함
께 현재의 주력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경
북 스마트-X 산업혁신 신전략 2022’를 발표
ㅇ 전기․자율차, 인공지능, 5G 융합기기, 차세대 반도체, 미래혁신소재,
바이오․헬스, 라이프테크 등 7대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지역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미래 산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
1.3 ▶ 경북, 친환경·스마트 축산업 구축 위해 1,244억원 투입
□ 경상북도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확산과 ICT·IOT 활용 스마트
축산 보급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축산모델 구축을 위해 올해 총
1,2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
ㅇ 소비자 패턴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 전환
가속화,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모델 구축에 사업비를 집중할
계획
1.4 ▶ 대구, 경북대-㈜엔도비전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허가권 이전협약 체결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인 ㈜엔도비전에 국내 최초로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허가권을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
ㅇ 대학이 새로운 의료기기 관련 기술개발, 제조설비 구축, 각종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고 즉시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 제조허가권을 일괄로 기업에
이전하여 단순 기술이나 특허권 이전을 넘어 한층 높은 수준의 산학협
력 모델을 제시
― ㈜엔도비전은 경북대가 보유한 제조허가권을 이전 받아 비용 절감은
물론 제품 출시를 약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10 ▶ 대구,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대구시는 2022년까지 총 1조 564억원(25개 사업)을 투입하여 연평균 미세
먼지(PM2.5)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하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

ㅇ 전기차를 2022년까지 7만대, 2030년까지는 50만대로 확대 보급하고 충
전시설도 2022년까지 5,050기를 보급

ㅇ 매년 4,000대(64억원) 규모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매연저

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2022년까지 1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는 LPG차량 구입비를 매년 200대씩 500만원을 지원

ㅇ 금년부터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
린이집, 경로당 등 213천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연간 3매 보급

1.15 ▶ 경북, 중소기업 정책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

□ 경상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역
대 최대인 5,600억원(당초 대비 51.4% 증가) 규모로 확대 지원할 계획

ㅇ 중소기업운전자금은 5,000억원(당초 3,300억원 대비 1,700억원 증가) 규모로
확대해 전년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하는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

ㅇ 소상공인육성자금은 600억원(당초 400억원 대비 200억원 증가) 규모로 확대하
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