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경 제 일 지

[2020. 11월중]

11.

1

▶ 코로나19로 경기도→서울 유동인구↓, 경기도 내 유동인구↑
ㅇ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도 서울시 유
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경기도 내 유동인구가 서울시
내 유동인구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 휴대전화 기반의 KT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지난 2월부터 8월까
지 경기도와 서울시의 유동인구 변화추이를 분석

― 특히 8월 수도권 집단감염 폭증으로 경기도→서울시 유
출인구(주중 -28.6%, 주말 -20.9%)가 2월말 1차 유행시(주중
-16.7%, 주말 -14.2%) 보다 급격히 감소

―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으로 통근 및 통학 통행이 감

소한 데다 여가 활동을 위한 서울 유출도 감소했던 것으
로 파악

11. 2

▶ 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
ㅇ 경기도는 올해 27조 383억원보다 1조 7,542억원(6.5%) 증가
한 28조 7,925억원 규모의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

―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8,2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올해 대비 53.3%(1,990
억 원) 증가한 5,726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

―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
능보강 등 총 59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

11. 5

▶ 한국은행 경기본부, 2020년 「경기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
의회」개최
ㅇ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1월 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
기신용보증재단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금융
기관 결제모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경기
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의회 를 개최

「

」

*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1월 현재 경기도내 중소기업 22,918개 업체
에 대하여 2조 8,497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6조 4,605억원)의 자
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참석 기관들과 한국은행 중소기업자

금의 지원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사항은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해나가기로 하였음

― 동 협의회에서 정유성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할 계
획이며, 관련 기관간 정책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11. 12

▶ 한국은행 경기본부, 한국은행 창립기념 지역경제 세미나 개최
ㅇ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한국은행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하며
2020.11.12일(화)
경기도, 혁신과 균형발전 를 주제로 지
역경제 세미나를 개최

「

」

― 동 세미나에는 약 50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개의 세션에 걸쳐 ‘경기지역 대기업 중소기업 연계성 분
석 및 균형발전 방안’(Session 1) 및 ‘경기지역 무형자산 현
황과 대응방안’(Session 2)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