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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월중]

2.

14

▶ 경기도, 201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

예산으로 628억 원 확보

*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6개 시군을 대
상으로 기반시설, 문화관광, 지역개발, 농업경제 등 각종 분야를 지원,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실시

ㅇ 배정된 예산은 도비 502억 원, 시군비 126억 원으로 전년 대
비 126억 원 증액되었으며 총 21개 사업에 투입될 계획

ㅇ 시군별로는 ▲연천군 112억 원, ▲가평군 101억 원, ▲양평
군 99억 원, ▲여주시 116억 원, ▲포천시 100억 원, ▲동
두천시 100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될 예정

2.

14

▶ 경기도, 에너지 시설개선에 부담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소

상공인,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
선 원스톱 지원사업’ 계획 발표

ㅇ 동 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인 도내 사업장 및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을 무료로 실시
하고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개선비용의 50%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

ㅇ 금년중 도비 6억 5천만 원 등 자부담 포함 총 15억 원을 투
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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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

▶ 경기도,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단지 준공 승인 및 추가 조성
계획 발표

ㅇ 경기도는 평택시 진위산업단지, 화성 바이오밸리 등 올해 38
곳의 산업단지를 준공 승인할 예정이며 동 산업단지에는 약
1,070여개의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18,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금년중 연천 및 안성을 포함한 9개 시군에 31곳의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
2.

20

▶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와 여타 15개 광역시․도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분석한 조사자료 발표
ㅇ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향후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
책방안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신 통계를

․

바탕으로 경기도와 여타 15개 광역시 도의 지역총생산
(GRDP), 산업별 GRDP 비중, 인구 및 취업자수, 1인당
GRDP, 금융기관 여수신 규모, 재정규모, 수출입 규모 등의

․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 분석
2.

26

▶ 경기도, 4,460개사 대상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본격 전개
ㅇ 경기도는 ‘2017년도 1천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도내 중

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해
외마케팅 사업’을 본격 시동

ㅇ 경기

우수상품 해외전시회(G-Fair) 개최,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등 총 10개 분야
4,46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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