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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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경기도
13.43 million
Population
2018.09 기준

10,187

km2

Area
새로운 중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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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기준

총 1,343만 명
경기도 인구
2018.09 기준

• 9월 기준, 인구는 1,343만 명
(서울의 1.3배, 부산의 3.8배)
• 하루평균 전입인구 수 43,584명이 전입
(하루평균 1,453명)
• 하루평균 전출인구 수 31,748명이 전출
(하루평균 1,058명씩)
• 하루평균 395명씩 인구 증가

5,555,622대
자동차 등록현황
2018.09 기준(누적)

• 서울(312만 대)의 1.8배
• 인천(156만 대)의 3.6배
• 부산(136만 대)의 4.1배
• 전국 2,304만 대의 24.1%, 등록 자동차 전국 1위

121/100억 달러
수출입 현황
2018.09 기준

• 수출 121억 달러, 수입 100억 달러
• 전국 수입 410억 달러 대비 24.4%
• 전국 수출 506억 달러 대비 23.9%

billion(Exp./Imp.)

124/126
Trade
2017 기준

billion(USD)

305.6
GRDP

711/687만 명
• 경제활동인구 전국 2,808만 명의 25.3%
- 전국 1위 (서울의 1.3배, 부산의 4.2배)
• 취업자 수 전국 2,706만 명의 25.4%
- 전국 1위 (서울의 1.4배, 부산의 4.2배)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수
2018.09 기준

50,778호
• 전국 139,996호 대비 36.3%
• 아파트 거래량 42,811호(전국 대비 38.7%)
• 미분양 주택 6,487호(전국 대비 10.7%)

주택거래현황
2018.09 기준

11,161개
• 전국 36,466개의 30.6%
• 제조업 8,942개/ 정보처리/sw 1,052개
• 도소매 198개/ 건설운수 159개/ 연구개발 141개
• 전국 벤처기업 수 1위

벤처기업현황
2018.09 기준(누적)

숫자로 보는 경기도

20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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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상생

공정사회와
상생 경제, 경기도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01 혁신이 넘치는 공정 경제 추진
02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03 자치분권과 직접 민주주의 실현

혁신이 넘치는
공정 경제 추진
부조리 근절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실태점검

새로운 경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민원 접수
및 처리

12개소
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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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시·군 확대·적용 추진

공공건설
원가공개

경기도

경기
도시공사

123건 15,168억 원
63건 17,449억 원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경기를 위한 정책 포인트

>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시·군 확대·적용 추진

> 공공건설 원가공개

• 道·道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제도 수립·추진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 지역화폐 31개 시·군 도입·확산 추진

전자적 시스템으로 적기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추진
>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1. 道 발주 12개소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실시

> 공공입찰 담합 근절 / 중소상공인 보호

2.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민원 115건 접수 및 처리

공공건설 원가공개
1.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실시
• 2015.1.1.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 186건 3조 2,617억 원
- 경기도 123건 15,168억 원
- 경기도시공사 63건 1조 7,449억 원

공정사회와 상생 경제 경
- 기도

>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

2.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예규 개정건의
07
모름/무응답
3%
반대한다
5%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 제도 수립·추진
민간전문가 토론회

2회

대체로
찬성한다

36%

도입찬반
찬성 92%
반대 5%

매우
찬성한다

공공주택건설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분양 아파트 등

57%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제도 수립·추진
1.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제도 마련을 위한 민간전문가 토론회 2회 실시
2.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지역화폐 31개 시·군 도입·확산 추진
1. 지역화폐 시·군 확산지원을 위한 본예산 편성
2. 시·군 지역화폐 도입·확대 시행 지원 및 운영 평가 실시
• 시·군 표준조례(안) 및 매뉴얼 제작·배포, 권역별 토론회, 워크숍 등

모름/무응답
8.7%

도입찬반
반대한다
32.7%

찬성 58.6%
반대 32.7%

찬성한다

58.6%

지역화폐란?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 기업 등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특정지역 공동체 내에서 사용한다. 대도시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의 유형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2019년 부터
전면 확대

6개 병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추진
새로운 경기

1.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및 설립검토 용역 의뢰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1. 지역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경기공유마켓’ 양평 용문천년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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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양평 용문천년마을)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1. 수술실 내 CCTV 설치된 안성병원부터 시범운영
•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 전면 확대
2. CCTV장비 관련 예산 2019년도 본예산 반영
모름/무응답
1.7%
반대한다
7.1%

운영찬반
대체로
찬성한다

45.7%

찬성 91.2%
반대 7.1%

매우
찬성한다

45.4%

지역화폐 시·군
도입·확산 추진

추진 시·군

31개

공공입찰 담합 근절 / 중소상공인 보호
1.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업체계 마련
• 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혐의 검토 후
신속히 조사 실시
•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 등 정보 제공
2.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도의 업무참여 범위 확대 및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
• 신고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서 검토하여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
3. 경기도 도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사회와 상생 경제 경
- 기도

•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도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중심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 입찰담합 사전징후 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
업무 전담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
1. 가맹사업, 대리점업, 대규모유통업 등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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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민원 803건 접수 및 처리(2018년 10월 기준)
2. 2019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업무 개시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신속, 실질심사 추진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접수 및 처리

803건
공공입찰 담합 근절 /
중소상공인 보호
협업체계 마련/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중심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다수에게 유용한 일자리 발굴로
고용위기를 타개합니다.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
> 공공부문 민간형 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노동 근로환경 개선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근로환경 개선
새로운 경기

> 양성이 모두 행복한 일자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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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형
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 여성 안심귀가, 안전 순찰,
택배보관, 집수리 및 공구대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환기준 : 상시_연중

9개월 이상

공정한 경기를 위한 정책 포인트
공공부문 민간형 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1. 공공부문 민간형 일자리 시범사업인 행복마을 관리소 추진계획 수립
• 행복마을 관리소란 취약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여성 안심귀가, 안전 순찰,
택배보관, 집수리 및 공구대여 등이 가능한 생활불편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관리사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노동 근로환경 개선
1. 도 및 공공기관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등을 통한 안정적 근로 환경 조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근로환경 개선
1.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공포
2. 휴게 공간마련, 복리후생 강화 등 근로자 중심의 노동환경 조성 추진

공정사회와 상생 경제 경
- 기도

• 전환기준 : 상시(연중 9개월 이상), 지속(향후 2년 이상) 업무 종사 근로자

양성이 모두 행복한 일자리환경 조성
1. 여성의 경력단절방지와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한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
(경기도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2. 경기북부 광역새일센터, 개방공유형 여성창업플랫폼 운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자 중심의 노동환경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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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도-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접근성 높은 창구를 마련해 도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
> 도-의회 사전협의 제도·조직 정비 추진
새로운 경기

>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 개설 추진
>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설치 및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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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 개설 추진
도민참여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V.O.G) 개발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설치
및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도-의회 사전협의
제도·조직 정비
‘소통협치국’ 신설
상시적 협의기구를 통해 실질적 협치 구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추진

개정안
입법발의 총
조력발전
1kWh 당

6건
2원

2019년부터
추가인상
목표 세율

5%p
21%

도-의회 사전협의 제도·조직 정비 추진
1. 의회와의 상시적 소통 강화를 위한 도-의회 사전협의 제도·조직 정비
• 경기도 정책 관련, 의회와의 상시적 협의기구를 통해 실질적 협치 구현
• 도의회 협치 강화를 위한 ‘소통협치국’ 신설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 개설 추진
1. 도민의 소리를 한 곳에 담고자 하는 도민참여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V.O.G) 개발
• 도민대상으로 명칭 공모전 진행해 경기도의 소리(V.O.G : Voice Of
Gyeonggi-do) 선정
2. 도민참여형 통합창구 개설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설치 및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1. 도-시·군 사업 중 도 전체(시·군 포함) 협력, 확산이 필요한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군 정책기획부서장 간 사전토의 및 연구기관 연구를 통해 통일된 정책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도·시·군 정책협의회’ 구성
2. 시·군 정책 연구지원 및 시스템(온라인 정책도서관) 구축
• 도 연구기관(GRI 등)을 통한 시·군 정책연구 지원예산 추경반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추진(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조력발전)
1.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발의 총 6건 완료
2.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019년부터 추가 5%p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21%까지 단계적 인상
3.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kWh 당 2원 과세 추진

공정사회와 상생 경제 경
- 기도

공정한 경기를 위한 정책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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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행복

더불어
행복한 복지,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04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실현
05 안전하고 빠른 교통체계 구축
06 안전한 생활·산업 환경 조성
07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08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 조성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실현

기본소득위원회
설립 추진 예산 확보
기본소득 사업 발굴
및 홍보 실시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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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

행복한 경기를 위한 정책 포인트

> 기본소득 위원회 설립 추진 예산 확보

기본소득위원회 설립 추진 예산 확보

>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 추진

1. 기본소득 주요정책 조정, 기본소득 사업 발굴 및 홍보 등 실시

> 경기도형 청년지원 기본계획 수립·추진

>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공론화 및

자산·소득·노동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

연구용역 추진

하는 것으로, 자격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 기본소득 주요 특징
(1) 보편적 보장 소득 :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
(2) 무조건적 보장 :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
(3) 개별적 보장 소득 : 가구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 추진
1.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지급기준 마련
2.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 산후조리원 비용 1인당 50만 원 지원
3.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 제정
4. 중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을 위한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조례’ 제정
• 2018년 성남시 등 11개 시·군 시행, 2019년 전 시·군 확대 시행 예정
5.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소득제한 기준(소득 8분위 이하) 폐지

도내 거주
청년 대상
청년기본소득 연
경기도형 청년지원
기본계획

24세
10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
1인당 지원

더불어 행복한 복지 경
- 기도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

50만 원

경기도형 청년지원 기본계획 수립·추진

18세

생해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20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상해, 질병, 사망)

24세

청년 배당 지급(만 24세, 연 100만 원)

25세

사회 정착, 생활안정(취·창업, 결혼 등)

1. 청년기본소득_도내 거주 중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 조례안 발의 및 시·군 재정분담 의견수렴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_군 복무 중 상해·질병·사망 시 보험금 지원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재정 확보
3.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_만 18세 청년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공론화 및 연구용역 추진
1.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정책건의 실시
2. 기본소득정책 시행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 연구과제 의뢰
3.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입법화 방안 토론회 개최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란?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또는
공공시설 지원, 재투자 등 도민을 위해 활용
(1) 공공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재투자 등에 사용
(3) 시도에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권한 부여 등 제도화 필요
(정부정책·정치권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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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빠른
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체계와 교통시설 관리
공공성을 강화해 빠르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새경기 버스
준공영제 도입

새로운 경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 추진

18

국토교통
정책협약식 개최
수도권광역교통기구 설립
국토부와 협조체계·구축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

행복한 경기를 위한 정책 포인트

> 국토교통 정책협약식 개최

국토교통 정책협약식 개최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추진

1. 국토교통부장관-경기도-서울시-인천시 지자체장 간 수도권광역교통기구 설립 등을

> 새경기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담은 협약 체결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2. 독립된 인사·행정·예산권한과 강력한 조정 권한이 부여된 수도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조체계·구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추진
1. (A노선 삼성∼동탄) 설계 및 공사 중
2. (A노선 파주∼삼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중

4. (C노선 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중
의정부

운정

GTX-A
GTX-B

연신내
킨텍스

GTX-C

창동

대곡

별내

평내호평
마석

광운대
용산

서울역

청량리

더불어 행복한 복지 경
- 기도

3. (B노선 송도∼마석) 예비타당성조사 중

마석
삼성

부평

당아래

신도림
수서
여의도

송도

인천시청

성남

과천
양재

금정

용인

동탄

새경기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1. 다양한 버스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공공성이 강화된 ‘새경기준공영제’ 도입
• 새경기 준공영제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
• 노선입찰제 단계적 확대 시행
•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노선 대상 ‘위탁관리형’ 도입
2. 31개 시·군 대중교통 체계 통합 관리를 위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시행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대중교통
체계 통합 관리

31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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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산업
환경 조성
재난·안전사고·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감시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
새로운 경기

화재안전특별조사
단계적 추진

>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 국가 화재안전특별조사 단계적 추진
>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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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 안전사고 반복 발생 방지를 위한 일제 시설
단속·점검

다중이용업소
단계적 조사
2018년

> 안전한 환경을 위한 여성폭력피해 예방대책 강화
2019년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 결과

대상물
약
양호

불량

9,600개
8,284개소
1,369개소

119,507개동
43,340개동
76,167개동

행복한 경기를 위한 정책 포인트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
1. 화재피해의 주 원인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에 대한 중점 단속
2.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불시·반복 단속을 통하여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
3. 3대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 반복의 순환 차단

국가 화재안전특별조사 단계적 추진
1.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취약시설 전수조사
2. 다중이용시설 등 119,507개동 단계적 조사
(2018년 43,340개동, 2019년 76,167개동)

4.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빅데이터화 및 통합관리, 위험등급 정보공개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1. 조직 개편을 통한 인력 보강 및 수사범위 확대
2. 기존 1단 7팀 101명을 2과 11팀 155명으로 조직 확대 개편

더불어 행복한 복지 경
- 기도

3. 소방·건축·전기 등 화재취약 위험요인 정밀조사를 통한 도민 안전대책 마련

3. 수사범위를 식품·환경 등 6개 분야에서 경제·복지 등 12개 분야로 확대
4. 불법고리사채 단속으로 220개소 통신정지, 가짜 앰뷸런스 운행 처벌 강화

산업현장 안전사고 반복 발생 방지를 위한 일제 시설 단속·점검
1. 경기도 내 CO2 소화설비 작업장 2,302개 안전점검 전체 실시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여성폭력피해 예방대책 강화
1. 여성이 있는 저소득·차상위 세대, 1인 여성가구 홈방범 서비스 지원
2. 여성·아동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및 등·하굣길 아동안전지도 제작
3. 장애 아동·청소년 등 도민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4. 성폭력·가정폭력 인식개선 및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G-Bus 홍보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기존 1단 7팀 101명
확대

2과 11팀 155명
12개 분야
기존 6개 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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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
>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확대
새로운 경기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립 추진
>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 추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6.1만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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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9.3% 확대

도내 공공임대주택 중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1만 호 공급

2017년 8개소 사업착수
2018년 9개소 계획수립 中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

행복한 경기를 위한 정책 포인트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 확대
1.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EU 평균인 9.3% 이상으로 확대
2. 도내 공공임대주택 중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1만 호 공급
3.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6.1만 호 공급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립 추진
1.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립 추진
• 전문가 자문, 기금운용변경계획 도의회 승인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 추진
1.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 추진
> ‘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 주요 사업
•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저신용자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
• 이사날짜 불일치로 보증금 미회수한 서민가구에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보증 지원
•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신규입주 가구당)
• 전문가 자문, 2019년 본예산 협의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계획 결정권한 위임
2.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45개소 선정 계획
• 2017년 8개소 사업착수 : 고양, 안양(이상 2개소), 광명, 수원, 시흥, 남양주
• 2018년 9개소 계획수립 中 : 고양, 시흥(이상 2개소), 화성, 안양, 광주, 평택, 안산

더불어 행복한 복지 경
- 기도

4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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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 조성
오염원의 근본해결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듭니다.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
> 미세먼지정책 추진
새로운 경기

>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외 및 인근 지자체 협업 강화
> 현장방문 및 합리적 해법 제시로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

24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5개항 합의
미세먼지 문제해결
선언문 발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현장방문 및
합리적 해법 제시
오염배출업체와 지역주민 간
생활환경 장기갈등 해소

미세먼지정책 추진
1.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등 기본부터 바로 하는 미세먼지정책 추진
• 환경부-서울·인천·경기·충남 간 미세먼지 문제해결 선언문 발표
•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 5개항 합의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외 및 인근 지자체 협업 강화
1.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등 기본부터 바로하는 미세먼지정책 추진
• 환경부-서울·인천·경기·충남 간 미세먼지 문제해결 선언문 발표(2018.10.2)
•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 5개항 합의
2. 국외 및 인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공동 대응
미세먼지 정책협의회
구성

6개항 합의

3.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정책협의회 구성
• 환경부장관,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경유차 대책 강화 등 6개항 합의
4.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충남도 참여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정례화(반기 1회)
• 매월 1회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국장급 회의 개최

현장방문 및 합리적 해법 제시로 생활 속 환경문제를 해결
1. 오염배출업체와 지역주민 간 생활환경 장기갈등 해소
• 안양 연현마을의 벤조(a)피렌 등 1급 발암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더불어 행복한 복지 경
- 기도

행복한 경기를 위한 정책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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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균형발전

평화와
균형발전, 경기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앞장서고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09 평화와 번영의 기반, 남북협력 강화
10 더불어 성장하는 균형발전 강화

평화와 번영의 기반,
남북협력 강화
남북교류와 상호 협력사업에 앞장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합니다.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
> 남북 평화사업 조직개편 및 예산확보
> 통일경제특구 조속 지정 추진·건의
새로운 경기

> 남북협력을 위한 인프라 조속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 구체화·추진

남북교류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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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임진강

남북협력을 위한
인프라 조속 추진
남북 평화사업
조직개편 및 예산확보

통일경제특구 조속
지정 추진·건의

동두천~연천

6km
20.8km

6개 사항

남북교류협력사업 구체화·추진
(DMZ 생태평화 관광벨트)

균형발전하는 경기를 위한 정책 포인트
남북 평화사업 조직개편 및 예산확보
1. 남북 평화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예산 확보
2. 남북협력 및 교류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 ‘평화부지사’ 설치

4. 평화통일 분야 예산 수립

통일경제특구 조속 지정 추진·건의
1.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인 통일경제특구 조속 지정 건의

평화와 균형발전 경
- 기도

3. 평화협력국 신설을 통한 남북협력사무 통합·확대

• 정무수석, 국회의원 간담회 등 국회의 법안 통과 및 특구지정 지속 건의
29

남북협력을 위한 인프라 조속 추진
1. 철도_경원선 단절구간 복원사업 조기 재개 건의
경의선(문산~임진강, 6km)·경원선(동두천~연천, 20.8km) 전철화 추진
2. 도로_문산-개성 고속도로, 연내 착공 합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구체화·추진(DMZ 생태평화 관광벨트)
1. 체육교류 협력사업 추진 관련 북측 체육관계자 면담
2. 통일부 및 민간교류 채널을 통한 예술단 교류공연 북측 협의
3.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평화부지사 방북
• 문화·체육, 산림협력, 스마트팜, 전염병 방역 등 상호 협력 사업계획 발표
> 남북교류협력 6개 합의 사항
(1)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 파견
(2) 체육, 문화, 관광 협력사업 추진
(3) 농림복합사업, 양묘사업 및 농림복합형(스마트 팜)시범농장 운영
(4) 북측 옥류관 유치를 위한 남북협의
(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 공동참여 및 DMZ 평화공원 조성
(6) 보건위생 방역사업과 장애인 단제와의 협력사업 등 적극 추진

더불어 성장하는
균형발전 강화
저발전·낙후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체계 마련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룹니다.

새로운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 및
평화 통일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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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10개소 사업착수

발전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추진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

균형발전하는 경기를 위한 정책 포인트

> 동·북부 균형발전 및 평화 통일 기반조성 예산 수립

동·북부 균형발전 및 평화 통일 기반조성 예산 수립

>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

1. 특별한 보상차원으로 추경예산 사상 최대 규모의 동·북부 균형발전 및

> 도 전체 지역별 규제등급 부여를 통한
균형발전 제도 추진

평화통일 기반조성 예산 수립
• 동북부 균형발전 SOC : 도로 등 인프라 개선
• 평화통일 기반조성 : 남북협력기금, 미군공여지 대체시설 설치지원 등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
1.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지원 및 협력강화
2. 지자체 역량으로 개발이 곤란한 공여지를 국가차원 개발계획 등으로
선도적 추진·활용 가능 공여지(22개소) 중 10개소만 사업 착수

모름/무응답
4%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17%
도내미군
반환기지
개발주체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중첩규제 강도에 따른 ‘규제등급’ 부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직접 개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개발이 어려운 일부는
중앙정부가 개발해야 한다.

53%

26%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방향
62

59

전체(%, n=1,000)

51
39

미군반환 예정기지 보유시군(%, n=141)

33

28

24

28
11

산업단지 등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
복지시설

교통인프라 및
접근성 개선

행정기관 등
공공시설

15

쇼핑/편의시설

도 전체 지역별 규제등급 부여를 통한 균형발전 제도 추진
1.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의 지원제도 구축
• 지역별 규제강도를 평가하여 규제등급 부여
• 규제등급과 연계하여 저발전·낙후지역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지원제도 구축

평화와 균형발전 경
- 기도

• 답보상태인 12개소는 미군주둔에 따른 피해관련 국가 지원정책 전환 필요

31

공정과 상생

행복과 복지

평화와 균형

경기도의 내일입니다.

경기도청 16444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북부청사 11780 의정부시 청사로 1 대표전화 0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