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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팬데믹 장기화의 효과)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산업･경제 전 부문에 걸쳐 기회
집단과 위기집단의 명암이 더 뚜렷해지고 위기회복 속도의 격차 또한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됨
9개의 지역경제 부문별 연구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추출한 공통된 현상은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각각 더욱 심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기집단과 기회집단 간의 생존여건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임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에서도 세부 업종별로 코로나19의 충격 정도에 큰 편차가
있고, 고용계층 간에도 타격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제조업의 경우 저위기술업종, 서비스업의 경우 대면서비스업종에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었으며, 고용계층 가운데는 임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집단에 코로나19의 충격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추락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2020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로 전환되어 왔지만 업종별, 고용계층별 회복세는 균일하지 않음

(지역적 불균등 양상)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개별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산업집적지와 경기도내 권역 단위에서 파악한 팬데믹의 집합적 영향
정도에서도 다소간의 편차와 특수한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음
산업집적지 성격인 산업단지와 상업지구의 경우에도 펜데믹 충격이 상이한 양상
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유동인구 의존도가 높은 도심상가나 대형종합시장 등 광역형 중심상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소비트렌드의 충격이 집중되어 공실률이 급증하는 등 상권위축세가
심각한 상황

더 범위를 넓히면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에도 팬데믹 충격의 편차를
i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생산이 남부지역보다 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고용상
황은 경기남부지역이 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산업･경제 부문에 따라 팬데믹 영향의
권역별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됨

(핵심 전략과제) 정책대안 유형 가운데 ‘구조적 정책대안’은 지역경제의 전반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지역경제 부문별로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일반적 정책대안 vs. 장기화･지역특성
반영 정책대안’, ‘위기요인 억제 정책 vs. 기회요인 활용 정책’, ‘구조적 정책대
안’으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이렇게 유형화를 함으로써 부문별 정책대안들 간에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융합적,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의 도출이 가능

현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구조적 정책대안’에 집약되어 있음
<코로나19 대응 구조적 정책대안 요약>
부문

코로나19의 구조적 영향에 대응한 경기도 지역경제 정책과제

거시경제

Ÿ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 저위기술 제조업종과 대면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농업
제조업

ii

Ÿ 도시농업, 귀농･귀촌 사업과 연계한 도･농간 인력 중개 지원사업
Ÿ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온쇼어링 정책 강화
Ÿ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거점

Ÿ 글로벌 가치사슬과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지역제조네트워크의 재구축
Ÿ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으로 경기도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서비스업

Ÿ 생계형 서비스업 보호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 간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
Ÿ 디지털 및 비대면 등 급격한 서비스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소상공인

Ÿ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대응한 ‘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방안
Ÿ 코로나19 충격이 큰 중심상권에 ‘도심재생 중장기 프로젝트’ 형태의 종합적 처방

노동시장

Ÿ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Ÿ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도내 공공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위한 제도 확충

지역균형
발전

Ÿ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및 유턴 첨단기업 유치 촉진
Ÿ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산업･기
술혁신

Ÿ 혁신클러스터의 비대면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역할 확대
Ÿ 메타버스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행정에 적용할 방안 강구

‘구조적 정책대안’은 ‘일반적 정책’과 ‘팬데믹 장기화･지역특성 반영 정책’, ‘위
기요인 억제 정책’과 ‘기회요인 활용 정책’ 등 대비되는 정책 유형들에서 지역경
제 구조적 측면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들을 추출하여 구성함
- 향후 각 유형별 정책과제가 추가 발굴되면 이 가운데 지역경제 구조적 측면의 비중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구조적 정책대안’의 구성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

(정책대안 관련 시사점)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위드코로나’가 상당기간 ‘뉴
노멀’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며, 이는 곧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성장전략
위주 정책의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함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위기요인 성격의 코로나19 영향’이 더 길게 지속되고 심
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대응한 ‘위기요인 억제 정책’
의 비중을 더 높여갈 필요성을 시사함
- ‘포스트코로나’ 또는 ‘뉴노멀’은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들과 국가경제의 총량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 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지향적 성장전략 화두로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예상보다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되면서 생존위기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성장전략’보다 ‘생존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지원’ 재정투
입 규모를 보인 한국 정부의 경우 위기요인 억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재정 당국의 전향적 접근이 요구됨
-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기회요인 활용 정책보다 ‘위드코로나’에
대응한 위기요인 억제 정책의 비중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기요인 억제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손실보상제 예산 증액 및 보상범위 확대 논의가 그러한 사례임

키워드 코로나19, 팬데믹, 경기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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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1년 이내
기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한 코로나 관련 논의들에 대한 재검토, 보완
필요
- ‘첫 인상’이라는 직관적 통찰력이 가미된 대유행 초창기 논의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총론적 견해는 상당부분 유효할 것이나 코로나 충격의 구체적 양상은 2차, 3차 대유행을
반복하는 과정에 점차 명확해지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추정됨

일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를 제외하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세계적으로 꺽
이지 않고 있으며 방역모범국인 한국 역시 ‘방역과 경제의 불안한 균형’을 2021
년에도 이어가고 있음
- 비정상적 경제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전반의 체질이 바뀌고 부분적으로 성장 부문과
쇠퇴 부문이 엇갈리는 구조적 변화도 상당부분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됨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된다면 일시적 충격에 그치고 해소되거나 원상회복될 문
제들이 팬데믹 장기화로 고착화, 구조화된다는 것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법론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단편적 증상에 대응한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 원인의 치유를 목적
으로 하는 ‘원인처방’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

이 연구는 글로벌,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지역경제 차원
의 구조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 발전
차원에서 의미있는 위기심각 및 미래전략 핵심 현안을 추출하고 정책적 대응방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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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내용적 범위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구조적 변화 기초분석
지역경제 부문별 코로나19의 영향과 문제점 진단
경기도 지역경제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연구의 쟁점과 방법
관련 정책의 현황과 쟁점
- 코로나19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질서의 큰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와 논의가 글로벌 차원, 국가 차원, 지역 차원에서 각각 전개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새롭게 자리잡을 질서를 전망하며 포스트코로나, 뉴 노멀, 넥스트
노멀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여 널리 사용되기도 함
- 그런데 코로나19가 변이 발생과 강한 전파력을 보이며 백신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대확산의 종료 시점이 많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 질서에 대한 전망
또한 다소간의 수정이 불가피함
-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이 늦추어질수록 새 질서에 대한 기존의 전망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수정보완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 한편으로, 기존의 포스트코로나 논의에서 글로벌 및 전국적 차원의 분석과 전망에 비해
지역 차원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가 전세계적 현상이고 매우 짧은 기간에 확산되었기에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트렌
드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정책적 논의가 집중된 측면이 있음
- 거시적, 보편적 트렌드의 연구가 큰 의미가 있긴 하나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보다 의미있는 것은 그러한 트렌드가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특수한 양상으
로 발현되는 등의 지역 차원의 코로나19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지역맞춤
형의 정책을 개발하는 일일 것임
- 요약하며, 기존의 포스트코로나 관련 논의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시간적 변수의 고려가
미흡했고 보편적 트렌드 외에 지역 차원이 특수한 양상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
며, 이와 같은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시간적
변수를 보강하고 지역 차원의 차이와 특징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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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코로나19의 전개과정과 영향, 정책대응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 수집, 분석
-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 전국, 경기도, 31개 시군 공간단위 또는 산업부문 차원의 산업경제
지표(생산, 투자, 고용, 기업, 가계, 소비 등)의 코로나19 전후 변화추이 기초분석
- 심층사례 조사 : 문헌 및 데이터 기초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정책영역별로 코로나19 충격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는 시군, 산업부문, 고용계층, 산업단지, 상업지구 등 핵심 현안
에 대한 심층 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현장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 설문 조사 : 지역경제 정책영역별 핵심 현안과 관련된 체계적 원인 진단과 처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사업체, 소비자, 전문가 등) 대상 설문을 실시하되, 핵심 현안의
성격에 따라 설문지(개방형 또는 선택형), 그룹인터뷰 등의 다양한 조사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
- 전문가 자문 : 지역경제 정책영역별 핵심 현안의 추출 또는 정책적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또는 자문원고 의뢰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2020년 상반기)에 진행된 조사분석에 근거한 진단과
처방으로, 코로나19 확산이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충격의 양적, 질적 양상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의를
지님
- 선행연구에서는 도정 전 분야에 걸친 핵심 이슈 도출에 집중하였다면 이 연구는 지역경제
분야에 한정하여 지역경제 정책영역별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진단함으로써 경기도 경제정
책 분야에 특화된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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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목적

1
주요
선행
연구

2

본 연구

주요연구내용

Ÿ 과제명: 포스트코로나19, 무엇을 준 Ÿ
비해야 하는가
Ÿ 연구자: 김군수 외(2020)
Ÿ 연구목적: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대유행이 초래한 사회경제 패러다임 Ÿ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을 진단하고 코
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한 국가와
지역 차원의 정책대응 과제를 제시
Ÿ 과제명: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대응 Ÿ
전략
Ÿ 연구자: 이정훈 외(2020)
Ÿ
Ÿ 연구목적: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변화 전망에 따른 대한민국과 경기도
의 대응전략과 과제 제시
Ÿ 과제명: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 Ÿ
과 대응방안
Ÿ 연구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가
역적 상태로 고착화되는 경제구조적 Ÿ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위기심각 부문
에 대한 심층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
안 제시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회복 Ÿ
촉진 및 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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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무역, 고용, 농업, 관광, 도시,
교통, 교육, 외교안보 등 세분화된 전
공영역별로 작성한 원고의 묶음 형태
보고서
코로나19 초기 약 3개월간의 대유행
충격을 반영하는 자료를 토대로 한 진
단과 전망으로서 총론적 성격의 논의
로서 의의

코로나19 피해 분석 및 미래 전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과 추진과제 제시
보건의료, 산업정책, 일자리-복지,
도시, 교육, 교통, 생태, 국제관계 등
경기도정 전 분야에 걸쳐 핵심 과제
선별 제시
지역경제 제반 영역별로 코로나19 장
기화의 구조적 영향에 대한 진단 : 코
로나 이후 1년치 이상 가용 자료 활용
기초분석 대상 영역 : 지역거시경제
지표, 산업구조, 노동시장, 소비시장
등
지역경제 정책영역별 코로나 영향 심
층 진단 : 제조업, 산업거점, 서비스
업, 산업기술혁신 등
Ÿ 위기심각 부문 및 미래전략 부문 추출
및 대응방안 제시 : 대면서비스업, 청
년취업, 메타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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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각국의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정책대응 동향
1)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금번 코로나 팬데믹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 내 극심하게 발생한 것이 특징적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하여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선진국(Advanced economies)의 경제성장률은 –4.5를 기록하여 신흥 및 개도국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의 –2.1%를 크게 하회
-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북남미 및 유럽 대륙의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국가들의 수치를
크게 하회하였다는 점도 특징적
[그림 2-1] 1980-2025년 세계 실질 GDP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대비 %

자료 : IMF Datam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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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들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북남미 국가 대부분, 북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일본의 경제성장률
이 –3%를 하회하여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캐나다, 유럽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3.4%, –5.3%, -5.6%를 기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
- 한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0.9%, -3%, -2.4%, -2.1%를 기록
-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3% 기록하여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나타냈고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도 각각 0.9%와 0.5%를 기록
[그림 2-2] 2020년 세계 각국의 실질GDP 증감률
단위 : 전년대비 %

자료 : IMF Datam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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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의 산업구조 및 원격근로 가능 일자리 비중 등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특화 구조가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지역별로 상
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한 가지 원인일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 감염률
이나 통제 강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서도 상이함
- 광업, 원유, 천연가스 등 업종의 지역 총부가가치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오클라호마, 와이오
밍, 노스 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며 2020년 경제성
장률이 –5% ~ -7%대를 기록
[그림 2-3] 미국의 2020년 주(state)별 실질 GDP 증가율의 산업별 기여도

자료 : OECD(2021).

- 지역 총부가가치에 대한 관광산업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인 하와이와 네바다는
여행제한과 강제봉쇄 조치에 의해 각각 –5%와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산업구조가 잘 분산되어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부터 오히려 수혜를 입은 업종인

제2장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정책대응 일반 동향∣11

IT산업 등에 특화되어 있는 워싱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같은 지역은 코로나 팬데믹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정도가 낮음

산업구조, 원격근로 직업군의 비중, 감염정도, 통제강도 등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도 팬데믹이 지역 고용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
미국(USA)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평균 4%p의 실업률 상승이 있었으나
관광산업 등에 특화된 하와이의 경우 무려 팬데믹 이후 11%p에 달하는 실업률
상승 발생
- 칠레(CHL), 멕시코(MEX), 스페인(ESP), 그리스(GRC), 체코(CZE) 국가의 경우 가장 실업
률이 높은 지역의 실업률이 국가 평균치의 두 배를 상회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특히, OECD 국가 내 지역 중 섬 지역의 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하와이(미국), 테네리페(스페인), 이오니아(그리스) 등의 실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국가평균 실업률 상승치를 6%p나 상회하는 특징이 있음
- 강두용･민성환(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주도가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들의 양상과 유사
[그림 2-4] OECD 국가들의 코로나 팬데믹 전후 실업률 변화분
단위 : %p

자료 : OECD(2021).
주 : 국가에 따라 2019년 3/4분기 대비 2020년 3/4분기 실업률 변화분 또는 2019년 4/4분기 대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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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4분기 실업률 변화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면. 스페인 및 한국 (이들 국가는 TL3 기준)을 제외한 국
가들은 OECD의 지역구분 상 TL2 (광역지역) 기준. 화살표 위의 지역은 해당 국가 내에서 코로나 팬데
믹 전후 실업률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을 나타냄. 보다 자세한 설명은 원자료인 OECD(2021)에 수록되
어 있음. 영문 약자는 USA(미국), CHL(칠레), EST(에스토리아), CAN(캐나다), ISL(이스라엘), ESP(스페
인), LVA(라트비아), SWE(스웨덴), FIN(핀라드), AUS(호주), SVK(슬로바키아), MEX(멕시코), AUT(오
스트리아), LUX(룩셈부르크), DNK(덴마크), GBR(영국), PRT(포르투갈), NZL(뉴질랜드), HUN(헝가리),
NLD(네덜란드), BEL(벨기에), CZE(체코), IRL(아일랜드), SVN(슬로바니아), FRA(프랑스), JPN(일본),
KOR(한국), ITA(이탈리아), POL(폴란드), GRC(그리스)임.

2)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정책동향
IMF(2021a)에 따르면 2020년 1월에서 2021년 3월 중 세계 각국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조치로 인한 재정소요는 총 16조 달러 규모
추가적인 지출과 포기된 세수에 배분된 금액인 10조 달러 규모이며 나머지 6조
달러는 대출, 대출보증, 지분투입 등의 형태로 지원
[그림 2-5]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정부지원
단위 : GDP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 %

자료 : IMF(2021a).
주 : 데이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 17일 사이에 공표된 재정정책 사업들에 기초하여 집계한 것임.
LIDCs는 저소득 개도국(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EMs는 신흥국(emerging market
economies), AEs는 선진국(advanced economies), G20는 Group of Twenty 국가를 의미함. 해
당 그룹에 포함된 국가 등 자세한 내용은 IMF의 국가그룹 구분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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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보다 선진국이 대출, 지분투자, 대출 보증 수단을 더 많이 활용
- 선진국은 지출과 세수 관련한 지원이 GDP의 16.4%를 차지하고 대출 등의 지원은 GDP의
11.3%를 차지하여 저소득국가나 신흥국에 비해 절대적인 지원액 규모가 큼
- 개도국은 지원규모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선진국에 비해 작으나 대출, 지분투자, 대출보증
등의 지원보다 정부의 직접 지출 또는 세수 관련 지원 등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의존

주요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단기적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노동관련 조치, 납부유예 조치, 금융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차원의 구조개
혁 조치가 함께 도입됨
조사된 55개국 중 51개국이 다양한 형태의 임금(소득) 보전 조치를 도입하였으
며 소득세/법인세 납부연기 조치는 총 50개국이 도입
대출보증 등의 조치는 주로 상위소득 국가에서 빈번하게 활용한 반면 중하위소
득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 지원 정책은 매우 강력하게 활용되었으나 중
소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구조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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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국의 코로나19 정책수단 현황
노동관련
조치

납부유예 조치

자
노동
영
시간 임금
업
단축 보조
관
지원
련

구분

아르헨티나U

√

호주H

소
득
세/
법
인
세

부
가
가
치
세

√

√

√ √

√

√

√

임
사회 대
보험 료
및
및
연금 공공
요금
√

금융수단

부채
보
모라 대출 직접
조
토리 보증 대출
금
엄

구조적 조치
직업
원격
교육
근로
자본 시장
및 창
및 혁신
확충 개척
재 업
디지
배
털화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벨기에H

√

√

√

√ √

√

√

√

√

√

√

√

√

√

√

U

브라질

√

√

√

√

캐나다H

√

√

√

√ √

√

√

√

칠레H

√

√

√ √

√

중국U

√

√

√

√

√

√

√

콜롬비아U

√

√ √

√

√

√

√

√

코스타리카U
√

체코공화국H

√

√

√

덴마크H

√

√

√ √

√

이집트L

√
√

√
H

에스토니아

√

핀란드H

√

프랑스H

√
√

독일

H

그리스

√

√

√

√

√ √

√

√

√

√

√

√ √

√

√

√ √

홍콩, 중국H
헝가리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

√
√
√

√ √

크로아티아H

H

√

√
√

오스트리아H

지
속
가
능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인도L

√

√

√

인도네시아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일랜드H

√

√

√

√ √

이스라엘H

√

√

√

√

√

√

√

√

이탈리아H

√

√

√

√ √

√

√

√

√

√

√

일본H

√

√

√

√

√

H

한국

라트비아H

√

리투아니아H
H

룩셈부르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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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노동관련
조치

납부유예 조치

자
노동
영
시간 임금
업
단축 보조
관
지원
련

구분

뉴질랜드H
노르웨이H

√
√

페루U

√

√

부
가
가
치
세

임
사회 대
보험 료
및
및
연금 공공
요금

√
√

√

폴란드H

소
득
세/
법
인
세

√ √

√

금융수단

부채
보
모라 대출 직접
조
토리 보증 대출
금
엄
√

√

√ √

직업
원격
교육
근로
자본 시장
및 창
및 혁신
확충 개척
재 업
디지
배
털화
치

√

√

√

√

√

√

√

√

√

√

√

√

√

√ √

√

√

√

√

√

루마니아H

√

√

√

√

√

√

러시아U

√

√

√

√

√

사우디아라비아H

√

√

√

√

√

싱가폴H

√

√

√

√

√

√

포르투갈H

√

√

√
√

구조적 조치

√

√

Slovak
RepublicH

√

√

√

√

슬로베니아H

√

√

√

√

U

남아프리카

√

√

√

√
√

√

√

√

√

√

√

√

스웨덴H

√

√

√

√ √

√

스위스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

√

√

√

베트남L

√

√ √

√

√
√

√

√

√

√

√

√

√

√

√

√

√

영국H

√

√

√

√

√

√

√

√

√

√

√
√

√

√ √

터키U
H

√

√

스페인H

태국U

√

√

지
속
가
능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신기동 외 (2021).
주 : H는 상위소득국가(High income 39개국), U는 중상위소득국가(Upper middle income 12개국), L은
중하위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4개국)임. 분류는 2020년 기준(2018년 1인당 GNI 기준)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 분류한 것임.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는 중하위소득국가이였으나
2021년에는 중상위소득국가로 재분류됨.

16∣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OECD 회원국의 지방정부들은 금융 및 재정지원부터 간접적인 지원사업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경제 지원정책을 활용
중소기업, 소매업자, 장인(artisans), 자영업자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여 중
앙(또는 연방)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거나 대리하는 지역경제 지원사업이 활용됨
- OECD(2021)는 지역경제 상황을 중앙정부에 비해 더 잘 파악하는 지방정부가 자영업자들
을 위한 지원사업을 대리하는 국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
- 이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평상시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비견될 수 있기 때문

OECD(2021)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지방정부들은 아래와 같은 금융･재정지
원, 행정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원
- 금융지원: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 제로 금리 또는 낮은 금리 수준의 양허성 차관, 유동자
금 대출, 대출보증 등을 통한 외부 차입활동 지원, 대출상환의 연기
- 스타트업 기업 지원: 신생 창업중소기업들을 대상1)으로 특화하여 브릿지 금융(bridge
financing), 대출보증, 세제혜택, 유동성 지원, 직접 지분투자 등의 지원
- 재정지원: 세금 및 수수료 징수 연기, 세금공제 및 환급 등의 조치
- 공공조달: 공공조달절차의 단순화와 신속화를 통한 지원
- 임대료 인하 및 선지급금: 지방정부 관할 하에 있는 시설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임대료 조치,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업자에 대해 선지급금 지원
- 기술지원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기존 지역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제공했던 컨설팅 제공 서비스의 가격인하 또는 무료화, 사업개발 지원을 위해 웹비
나(webinar)나 유사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수요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

OECD(2020)2)에 따르면 설문조사된 EU내 지방정부 응답자의 30%가 대규모
의 직접 지원이나 공공투자의 형태로 지역경제를 지원한다고 응답
- 설문조사된 지방정부의 약 28%는 지역 경제주체들에게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방식을 사용하였고, 26%는 조세관련 지원 정책을 활용
1)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특별히 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2) 동 보고서는 OECD와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CoR)이 공동으로 2020년 6월부터 실시한 EU
국가 24개국 300여명의 지방정부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수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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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된 지방정부의 약 25%는 새로운 대출제도의 도입, 대출보증 등을 통한 간접지원
(indirect support)에 의존
[그림 2-6] EU 지방정부의 팬데믹 대응 지역경제 지원사업 종류

자료 : OECD(2020).

OECD(2020)에서 조사한 세계 주요국 지방정부의 정책대응 사례는 아래 표에
서 요약
- 중앙정부와 뚜렷하게 차별되는 지방정부만의 정책이나 사업은 찾기 어려움
- 많은 국가들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보완하면서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상황 파악
의 우위에 기초하여 직･간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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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국 지방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정책 사례
Ÿ 오스트리아: 9개 개별 주(Bundesländer) 모두가 연방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를 도입했는데 이 패키지에는 상환 불필요 보조금(Burgenland주는 고정
비용 및 임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 Tyrol주의 hardship fund, Vienna주, Upper
Austria주),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및 브리지론(Burgenland주, Styria주,
Vorarlberg주, Vienna주, Upper Austria주), 주세(state tax) 및 이자 면제 조치(Carinthia
주, Salzburg주),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Carinthia주), 원격근무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Styria주의 새로운 지원 프로그
램인 "Telearbeit!Offensive" 통해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Tyrol주). 스타트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지원 패키지(Upper Austria주, Lower Austria 등을 포함한다.
Ÿ 벨기에에서는 지방정부가 봉쇄조치 기간 동안 문을 닫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 불필요 보조금
지급(브뤼셀, 왈롱, 플랑드르), 세금 유예(브뤼셀, 플랑드르) 및 공공요금 납부 면제(예: 에너지
요금)(왈롱, 플랑드르), 대출보증 및 신용 접근성 강화, 퇴거 금지(플랑드르)와 같은 여러 조치를
도입했다.
Ÿ 캐나다에서는 개별 주(province)에서도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브리
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COVID-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여
소득 지원, 세금 감면 및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다음
단계로 "StrongerBC"라는 경제 회복 계획을 도입하였는 데 이 계획은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StrongerBC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기업을 돕기 위해 새로운 지원을 도입하였는데
이 지원 프로그램에는 새로운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고용장려세액공제 15% 인상, 일부 기계
및 장비 구매에 대한 100% PST 리베이트(주정부 판매세 환급), 신속 기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Ÿ 핀란드의 지방정부는 자영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2,000유로의 일시금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일시금 지원은 자영업자의 사업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
사업주는 상근조건과 수익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수입은 20,00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금액은 중앙정부가 보전한다. 일시금 지원 외에도 일부 지방정
부는 수수료 징수 연기, 기업에 적용하는 규제 및 허가의 일시적 완화, 임대료의 일시적 인하,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의 독자적인 조치로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2020년 봄에 헬싱키 시는 시에서 임대한 상업
및 기타 비즈니스 건물의 임대료 납부를 최대 3개월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헬싱키
시에 서비스나 상품을 공급한 회사는 마감일 이전에라도 헬싱키시에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헬싱키 시는 또한 COVID-19 위기 기간 동안 기업가와 스타트업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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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프랑스에서는 지방 정부가 장인, 소매업체, 소규모 기업을 위한 국가연대기금(National
Solidarity Fund)에 참여하기 위해 2억 5천만 유로(국가에서 할당한 7억 5천만 유로 외에)를
부담했다. 이 기금은 i)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경험하는 소기업,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월별 지원과 ii) 가장 취약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
사용되도록 계획되었다. 몇몇 지역에서는 프랑스 국가연대기금을 보완하는 추가 지역 기금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Pays de la Loire 지역은 영토회복기금(Fonds Territory
Résilience)을 만들었다. Grand Est지역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를 도모하는 데 도움
이 될 혁신 제품을 탐색하기 위해 지역 내 약 50개의 혁신적인 회사와 커뮤니티, 회사, 협회,
의료 기관 등을 연결하기 위해 "To be Stronger Grand Est"라는 플랫폼을 도입했다.
Ÿ 독일에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 외에도 거의 모든 주에서 중소기업, 개인 자영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자체적인 지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상환이 불필요한
직접 보조금(Hesse Thuringia, Schleswig-Holstein, Brandenburg, North
Rhine-Wesphalia, Hamburg, Bavaria), 대출(Bavaria, Rhineland-Palatinate,
Saxony, Schleswig-Holstein), 유동성 대출 또는 보조금(Baden-Württemberg,
Bremen,
Mecklenburg-Western
Pomerania,
Saarland),
보증
(Baden-Württemberg) 또는 이들 모두의 혼합(예: Saxony-Anhalt Lower Saxony),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월 1,180유로의 이른바 가상 기업가 임금 지급
(Baden-Württemberg, Thuringia)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의 봉세조치에 대응하여
Berlin과 Schleswig-Holstein에서는 주점과 식당은 임대료 보조금으로 3,000유로까지 지
원을 받는다.
Ÿ 이탈리아에서는 행정 및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4개 지역에서
간소화 조치를 도입했다. 이 간소화 조치에는 공적자금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공공 인센티브
대상 투자 계획 보고 마감일의 연기, 공공 조달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수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도입한 중소기업보증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6개의 거시적인 정책영역으로 분류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Ÿ 멕시코에서는 32개 주 중 26개 주가 COVID-19 대응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조치를 도입했다. 멕시코시티는 "멕시코시티의 COVID-19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 지원 및 경제 재활성화 통합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
램은 영세 기업에게 각각 10,000 멕시코 페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 5억 멕시코 페소 규모의
사회 개발 기금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2020년 9월 멕시코시티 정부는 멕시코시티
번영을 위한 경제 재활성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디지털화, 단순화 및 접근 가능한
신용이라는 7번째 축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전환 및 온라인 판매 지원, 2) 서류작업
및 절차를 2,400에서 966으로 간소화, 3) 민간 은행과 연계하여 대출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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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스웨덴에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예: 현금 지원, 대출 및 보증, 이연 세금 납부)은
주로 중앙 정부 기관 및 부처의 책임인 한편, 지방정부는 일상적인 비즈니스 구조 조정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준비를 위한 전문가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방정부는 또한 지방 정부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납부 및
청구를 연기하고, 무료 주차를 도입하고 허가 및 규제를 완화시키고, 지방정부에 재화나 서비
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선지급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했다.
Ÿ 스페인에서는 지역정부가 Royal Decree-Law 8/2020에 포함되어 있는 스페인 정부 주도
의 사업을 보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
기 위한 포괄적인 대응방법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Asturias 주는 프리랜서에게 상환 불필요
한 지원을 제공하고, 자영업주,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을 위한 세금 유예,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Asturgar(상호보증조합)이 완전히 보증하는 새로운 신용공급 라인을
개설했다. 마드리드 지방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억 2천만 유로의 재정 지원 계획을 통과시켰다. Basque Country는
금융 등 여러 정책수단을 도입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기금, Basque
Institute of Finance(IVF)를 통한 제로금리 긴급신용한도, 제로금리의 운전자본 신용라인
등 다양한 금융지원과 함께 프리랜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원격 근무 시스템에 대한 기술
자문 등이 그것이다.
자료 : OECD(2020).
주 : 보고서 작성시점에서의 사례이므로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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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정책동향
1)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및 금융 정책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경제전시상황” 비상체제로 전환3)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
- 한국의 경우 첫 환자 발생 이후 수출 급감과 제조업･서비스업 위기, 소비위축 및 고용충격
등 경제의 전분야가 최악의 위기
-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전시상황”의 비상체제로 전환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와 경제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가동하여
대응체계 추진
[표 2-3] 코로나19 대통령주재 비상경제회의 주요내용
발표일

주요내용

1차

’20.3.19

Ÿ 중기･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50조이상 경영자금지원 금융패키지
가동

2차

’20.3.24

Ÿ 100조 긴급자금 투입, 기업자금 애로 해소

3차

’20.3.30

Ÿ 취약계층 생계지원대책 -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금,
특고･프리랜서 3개월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4차

’20.4.8

Ÿ 수출기업 36조 무역금융지원, 내수 대책 17.7조 보완방안 마련, 개
인사업자 세부담 12조 완화

5차

’20.4.22

Ÿ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투입

6차

’20.6.1

Ÿ “한국판 뉴딜” 사업안 마련

7차

’20.7.14

Ÿ 한국판 뉴딜 뉴딜 종합계획 발표

8차

’20.9.10

Ÿ 4차 추경(7조8000억 규모),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자료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경기연구원 정리.

2020년 네 차례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대책 발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총
3) “문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3차 추경안 실기 안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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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 실물 피해대책,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 경기보강 등을 위해 1차 11.7조원, 2차 12.2조원,
3차 35.1조원, 4차 7.8조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
-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안정 및 긴급돌봄 지원 정책
을 위한 예산 편성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두 차례 편성
방역 상황, 피해누적, 고용충격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경을 두 차례 편성
- 장기화 되는 방역상황과 피해 누적에 따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021년 1차
추경을 확정(총 14.9조원 규모)
*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3조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1조원, 긴급 고용대책
2.5조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2조원 등으로 구성

-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4)’를 포함한 총
34.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처리(’21.7.1)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7.3조원, 백신･방역보강 4.9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으로 구성

2020년 5월부터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
-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운용을 시작으로 일자리 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
-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 지원은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156만개)를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이 중단된 일자리를 비대면･야외작업으
로 전환(60만개)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55만개)도 지원
-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인이나 비정규직 등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5)
4)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3)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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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16일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1.25%이던 기준금리는 0.75%로 낮아짐
* -5.0%p(’20.3.16) → -0.25%p(’20.5.28) → +0.25%p(’21.8.26)

-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의 배경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글로벌
금융 여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발표
-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20.3.19) 하고 계약 기간을 세차례 연장
* 6개월 연장(’20.7.30), 6개월 연장(’20.12.17), 3개월 연장(’21.6.17)

- 금리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해 17.0조원 규모의 국고채와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3.5조원, ’20.3월)를 매입하기로 결정

정부는 산업･업종별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항공･해운 업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 2020년 4차 추경(총 7.8조원)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
지(총 3.9조원)’ 마련
- 전국 19만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으로 총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외식업체에
운영자금을 긴급 융자(최대 5억)하며, 음식･숙박업의 세금 신고･납부기한도 연장(최대 9개
월)

코로나19 피해업체를 위한 지원책과 함께 수요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통한 내수보완 패키지(17조7,000억원 규모)를 마련
- 총 12조 규모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실시
- 수출 안정을 위해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6)

5)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061”.
6) ‘수주지원단’ 구축, 핵심프로젝트에 3조7,000억원 상당 금융지원, 신규 유망사업에 15조+α 재원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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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

자료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항공/해운/교통업/자동차 등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총 차입금 5,000억원)
-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20.8.27.)
-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 12월까지 추가 연장(당초 8월)
-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각종 공항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및 유예, 조업수수료 7개월 면제,
버스업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항공운송 관세인하, 저비용 항공사･여객선사 등에 등
긴급 운영자금 및 경영자금 긴급융자, 공공차량 조기구매 등 대책 마련

2차 코로나19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안으로 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5,000억 긴급
지원
- 자동차 부품산업에 5,000억 규모 상생특별보증을 신설 공급, 중･저신용도의 취약 협력업체
금융지원*
*보증･대출･만기연장(2조원+α 규모)

- 33개 선사의 영업 결손금을 2년에 걸쳐 선제지원(2021년 1차 추경 50억원, 2022년
50억원), 해운선사 긴급운영자금 보증 200억원을 추가 공급(’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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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관광, 공연문화예술, 스포츠업)’ 특별지원
- 예술업계 종사자에게 총 3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융자 마련(202년 3월부터)
- 전시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스포츠산업 피해기업 200억원 특별융자, 관광
업계에 총 3,000억 규모의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배 지원.
- 영화산업에 170억 추가 지원 및 영화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공항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를 50% 인하7)
-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점검,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여행업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기획 사업 추진8)
- 또한 비대면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9) 미래 사회에 선제 대응하는 방향의 정책도 추진
- 여행업계에 버팀목 플러스+자금 단가를 100만원 인상해 지원(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은
+50만원), 독립예술영화계에 제작물 특별기획전을 지원, 실내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통한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2021년 1차 추경(’21.3.24))
-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2020년 중 융자금 상환유예
자들의 상환유예를 1년간 재연장(’21.4.1)
[표 2-4] 스포츠산업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 주요 재용
사업명

지원 내용

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 Ÿ 10,000명, 인건비 6개월×160만원
스포츠융자

Ÿ 실내체육시설 운전자금 2억 → 10억 원 한도 상향

스포츠기업 재창업 지원 Ÿ 100개사, 창업보육, 사업화자금 4,900만원
중소스포츠기업 지원

Ÿ 30개사, 경영･마케팅 등 최대 1억 원

예산 규모
1,005억 원
1,362억 원
51억 원
31억 원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 ‘www.kspo.or.kr’.

농･수산업 경영자금 지원책으로 총 900억원 마련
- 농업인에게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 어업인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 및 100억원 규모의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수산분야 수출기업에게
1,324억원 일반경영자금 지원책 마련
- 소규모 농가를 위해 30만원 상당의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바우처’를 지급(2021년 제1차
7)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별 지원 방안(’20.4.1.).
8) ‘여행업계 위기 극복방안’을 발표(’20.7.29.).
9)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계획(’20.8.3.),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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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전담의료기관 손실보상 신속자금과 4,000억 융자지원 확대, K-방역 및 바이오
산업 지원 계획 및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
- 감염병 전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신속지급과 4,000억 규모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추진, 추경
3조6,000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 병상, 구급차 확충 등 고도화된
감염병 방역체계를 마련
- 감염병 대응 산업육성방안 발표*((’20.5.14) 3차 비상경제중대본)
* K-방역 모델 국제 표준화 추진, 치료제 임상 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방역장비 국산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확대 지원, 바이오 산업 규제개선

환경산업계 제도 개선, 화학물질 인허가 신속처리제 등 지원책 마련
- 환경 관련 산업계 제도 개선, 화학물질 인허가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법정 환경교육
기한 연장, 재활용 산업계 및 환경기업 지원책 마련

2)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지원정책
경기도는 1조3천642억원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1조3천642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으며,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
(5만원~40만원)
- 1차(1인당 15만원)(’20.4), 2차(1인당 10만원)(’21.4), 3차(1인당 25만원)(’21.10)

‘경기극저신용대출’을 통해 저신용의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의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연 1% 저금리 신용대출(5년 만기 일시 상환)을
지원해주는 사업
-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을 통해 극저신용자에게 연 1% 저금리 신용대출(5년 만기 일시
상환)을 공급하고, 무담보･무보증은 50만원, 심사 후 지원하는 300만 원으로 구분되며,
1회에 한하여 만기를 추가로 5년까지 연장 가능
- 1차 52,342건 신청 중 총 36,607명에게 212억 9,600만원, 2차 15,957건 신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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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877명에게 109억 9,700만원을 지원, 3차(’20.10) 사업 대출인원은 7,780여명으
로, 155원억원을 집행
- 총 58,914명에게 약 447억원을 지원(’20.10월말 기준)하였고, 2021 하반기 ‘경기극저신
용대출’을 진행중(’21.10월~자금소진시까지)

총 3차에 걸쳐 447억 원을 58,914명의 대출자에게 대출 지원10)
- 1차는 213억 원을 36,647명, 2차는 110억 원을 15,877명, 3차는 124억 원을 6,390명
에게 대출을 집행
- 대출유형별로 대출 실적을 보면, 무심사대출 53.2%, 심사대출 29.2%, 고금리 이용자
대출 10.5%, 청년층 재무상담 대출 7.0% 사금융 피해대출은 0.01%이며, 대출금액으로는
각각 238억, 131억, 47억, 31억, 0.8억원 이었음
[표 2-5] 2020년도 경기극저신용대출 차수별 대출지원액 및 대출유형별 실적
구분
전체
무심사
심사

1차(’20.4월)

2차(’20.7월)

3차(’20.10월)

계

대출금액(억 원)

213

110

124

447

대출자(명)

36,647

15,877

6,390

58,914

대출금액(억 원)

177

61

-

253

대출자(명)

35,450

12,143

-

48,105

대출금액(억 원)

36

48

46

131

대출자(명)

1,197

3,706

3,261

8,164

자료 : 경기복지재단(2021).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 특성 분석”.

극저신용대출자 특성을 보면, 연령별로 40대와 50대가 성별 모두에서 가장 높
은 비중 차지
- 무심사 대출자는 47,593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80.8%으로, 남성이 27,883명(58.6%),
여성은 19,710명(41.4%)을 차지
- 연령대별 분포는 성별 모두 40대, 50대, 30대, 60대, 20대, 7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40대가 7,747명(27.8%), 여성 40대가 6,120명(31.1%)로 가장 큰 비율 차지

10) ’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 결과보고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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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추이 분석

1.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 분석
경기도의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중
경기도 경기동행지수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를 딛고 2019년 1월 이후 다시
상승추세를 나타냈으나, 2020년 1분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다시 하락
- 2019년 12월 114.1을 기록한 경기동행지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2020년 4월
111.5로 하락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9년 10월 100.3을 기록하며 경기회복 및 확장 징후를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시 100을 하회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기록
-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 반도체 수요 증가, 소비부문의 적응 및 해외여행 불가능
에 따른 국내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는 상승추세 기록
[그림 3-1] 경기도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주 : 통계작성승인번호 제210013호, 경기연구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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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업 생산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2021년 2분기 들어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 대두
경기도 제조업 생산은 2020년 1~2분기 간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이
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
- 경기도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9년 4분기 141.9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분기 131.0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21년 2분기에는 156.1 기록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며 주력 생산/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경기도 제조업 생산은 증가 추세 유지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이후 소폭 감소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2021
년 2분기 들어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나타냄
- 2020년 분기별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업 부문의 생산지수 상승 영향으로 2019년 동분기 대비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한 수준을 기록
- 2021년 2분기에는 코로나19 이후 부진이 지속된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서비스업 생산
지수가 큰 폭의 개선을 나타냈으며, 이들 산업의 회복 여부가 서비스업 생산 상승추세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
[그림 3-2] 경기도 제조업 생산지수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접속일 : 2021.10.06.).
주 : 제조업 생산지수는 원계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불변지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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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출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인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및 EU 경기침체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경기도
수출은 2019년 10월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상승추세로 전환
- 2019년 11월 전년동월대비 20.2% 감소한 수출은 12월 12.2% 감소하며 회복세를 나타
내기 시작했으며, 2020년 2월에는 1.8% 증가하며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대

코로나19가 주요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 세계 수요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경기도 수출은 2020년 4~5월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이후 빠른 회
복세 기록
- 2020년 4월과 5월의 전년동월대비 수출증감률은 각각 -15.7%, -16.2%를 기록했으나,
이후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 2021년 들어 반도체 및 관련제품 외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광학기기 등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도의 수출 증감률이 두 자릿수의 상승세 기록
- 수출 증감률이 증가세를 기록중이나, 2021년 1~8월 수출액은 2018년 동기대비 소폭
낮은 수준
[그림 3-3] 경기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접속일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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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
세를 보이며 2019년 동월보다 결제액이 크게 증가
경기도 내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3차 대유행 시기에
크게 감소
-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4월 경기도 내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은 2019년 동월
대비 각각 0.65조 원(-7.5%), 1.58조 원(-15.7%), 0.6조 원(-6.3%) 감소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2021년 1월 경기도 내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은 2019년
1월 대비 0.49조 원(-5.7%) 감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소비가 2019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2019년보다 결제액이 증가
- 2020년 2~12월 경기도 내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은 2019년 동기 대비 1.36조 원(1.3%)
증가했으며, 전자상거래/통신부문 결제액이 2.71조 원(18.0%) 증가한 반면 그 외 업종에
서의 결제액은 1.34조 원(-1.5%) 감소
- 2021년 1~6월 결제액은 2019년 동기 대비 3.16조 원(5.6%) 증가했으며, 전자상거래/통
신판매 결제액은 1.54조 원(15.4%), 그 외 업종에서의 결제액은 1.62조 원(3.5%) 증가
[그림 3-4] 경기도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
단위 : 백만 원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정보시스템 지급결제통계(접속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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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용은 2020년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2021년 들어 빠르게 회복
경기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초기에는 임시･일용직 감소, 2020년 중반부터는
자영업자 감소로 인해 하락세 기록
- 2020년 1월 1,533천 명이었던 경기도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같은 해 4월 1,403천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약 13만 명이 실직한 것으로 추정
-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적응 및 비대면 산업 발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 임시･일용직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
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높은 회복세 기록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중이며,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불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고용을 주저하기 때문으로 추정

제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도소매･숙박음
식점업의 고용 회복은 더딘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고용은 2020년 4월 1,275천 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5월에는
1,377천 명을 기록하여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고용이 감소하며 2021년 8월 기준
1,301천 명을 기록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고용은 2020년 2월 1,531천 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 1월 1,405천 명으로 저점을 기록했으며 이후 1,430천 명~1,440천 명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
[그림 3-5] 경기도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
단위 : 백만 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접속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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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산
물을 위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 중
2020년 3~4월 경기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각 105.66, 104.95로 전년동월대
비 소폭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 지속
- 2020년 2월 이후 국제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공업제품 물가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4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
- 외식 부문 소비자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는 하락추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020년
3월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가 지속

경기도 소비자 물가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달
리, 농축수산물 물가는 2020년 7월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중
-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농축수산물 물가는 생산･수요 부문에서 모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타 부문과 달리 생산과 수요 모두 비탄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생산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른 일손 부족과 더불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AI 확산으로 인한 계란 가격 폭등 등의 영향이 농축수
산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 수요 부문에서는 코로나19 피로감 및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국내
캠핑(차박 등 포함) 여행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그림 3-6] 경기도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접속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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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구조의 변화 분석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제조업은 중･고위기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강화
되는 것으로 판단됨
경기도 제조업은 코로나19 이후 중･고위기술에 속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
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21년 광공업 생산지수가 8월까지 공표된 점을 감안하여 2018~2021년 1~8월의 산업별
생산지수(원지수) 평균을 계산하여 비교
- (고위기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2018 및 2019년 생산지수
는 각각 131.2, 130.0을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160.9, 2021년에는 199.4를 기록하며
생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
- (고위기술)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생산은 2018, 2019, 2020년 각각 130.4,
104.5, 95.3을 기록하며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142.8을 기록하며 2018년을
상회하는 수준의 생산을 기록
- (중위기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2018 및 2019년 생산지수는 각각 160.9, 174.3이
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31.9, 231.1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중저위기술 산업군의 경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생산 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추세
[표 3-1] 기술수준별 제조업 분류
분류

산업명

고위기술 산업군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정밀기기 제조업

중위기술 산업군

화학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중저위기술 산업군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저위기술 산업군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기타 제조업

자료 :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
주 : KSIC 10차 산업분류 제조업 중분류와 산업명이 일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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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기술 산업군의 경우 대체로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유사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
- 식료품, 음료,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유사한 생산수준을 기록
- 섬유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은 코로나
19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기준연도인 2015년(=100)에 비해서도 약 50~66%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
[표 3-2] 경기도 제조업 산업별 생산지수 추이
산업명
제조업

2018
120.0

2019
119.7

2020
133.3

2021
154.1

식료품 제조업

102.9

109.0

113.7

110.7

음료 제조업

129.9

130.4

124.4

127.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1.0

70.8

57.8

66.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6.5

88.3

88.1

120.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1.1

90.0

92.9

5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67.2

63.8

61.6

5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8.3

95.9

93.9

94.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1.9

91.4

88.7

95.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4.0

94.6

88.7

95.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17.1

119.0

103.6

121.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14.1

116.6

119.9

119.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4.0

90.3

83.9

87.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5.3

122.0

104.1

111.0

1차 금속 제조업

111.1

110.4

106.3

120.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96.6

94.4

82.5

87.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1.2

130.0

160.9

199.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0.4

104.5

95.3

142.8

전기장비 제조업

102.2

101.0

102.1

107.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0.9

174.3

231.9

23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6.0

100.5

83.7

98.7

가구 제조업

103.8

82.7

96.2

110.4

기타 제품 제조업

85.2

76.1

65.8

71.6

주1 : 2015년 1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2 : 각 산업별 생산지수는 원지수 사용.
주3 : 각 연도별 1~8월 생산지수의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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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경기도 제조업 산업별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

산업명

2019

2020

2021

제조업

-0.5

10.7

15.4

식료품 제조업

-0.3

11.4

15.6

음료 제조업

6.0

4.3

-2.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0.4

-4.7

2.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7

-18.4

15.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0.2

-0.3

36.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5.7

3.3

-44.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1

-3.3

-16.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

-2.2

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3

-2.9

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0.6

-6.2

7.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6

-12.9

17.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2.9

-0.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0

-7.0

4.0

1차 금속 제조업

5.8

-14.6

6.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0.6

-3.7

13.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12.6

5.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9

23.7

23.9

전기장비 제조업

-19.9

-8.8

49.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1.1

5.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3

33.0

-0.4

가구 제조업

4.7

-16.7

17.9

기타 제품 제조업

-20.3

16.3

14.8

주 : 각 산업별 생산지수는 원지수 사용하였으며, 각 연도별 1~8월 생산지수의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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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시장의 변화 분석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칭적인 소비회복 현상 부각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소비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사용처는 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및 여행사/자동차임대, 식료품 업종
-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 배달원으로부터의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2020년 5월 이후 비대면 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2019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소비증감률을 기록
- 여행사/자동차임대 업종은 자동차임대를 중심으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교통을 통한 여행보다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렌트카 및 차량공유서비스 등을 통한 여행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
- 식료품 업종에 대한 소비는 2020년 3월 이후 소비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의 식사를 늘렸기 때문으
로 추정

숙박, 음식점, 교육, 의류/잡화에 대한 소비는 코로나19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며
소비회복의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음
- 숙박 업종에 대한 소비는 2020년 3월 이후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세가 지속
- 이는 코로나19 이후 캠핑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며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차박 등의 형태로 숙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인과 더불어 국내 여행지로 강원도, 제주도
등 기존 관광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음식점의 경우 2020년 5월을 제외하고 2019년 동월 대비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규모/배달 위주 식당과는 달리 중･대규모 음식점의 경우 감염 우려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
- 교육 부문의 경우 학원 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수요가 감소했
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녀 교육/보육 수요 증가로 감소세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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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경기도 업종별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및 2021년 개인 신용카드 결제액 증감률 추이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2020년
6월 7월

8월

9월

합계

-7.7

-7.5

-15.7

-6.3

3.2

9.2

4.9

3.4

10.8

6.4

7.9

종합소매

7.2

-2.3

1.9

2.2

5.1

9.5

1.3

7.7

6.6

8.8

업종명

1월

2월

2021년
3월 4월

5월

6월

0.4

-5.1

3.6

1.7

6.6

11.4

16.3

9.3

2.9

8.6

19.2

15.0

11.2

15.2

12.3

10월 11월 12월

식료품

27.0

-7.3

18.8

32.9

33.5

11.8

19.5

12.3

22.6

21.8

14.4

20.6

19.0

43.2

29.9

34.8

35.6

25.5

전자상거래/통신판매

-37.4

-27.2

-29.0

-20.6

6.3

39.8

28.1

48.8

67.9

49.7

52.2

65.5

-1.9

-1.1

-1.7

11.6

39.7

75.3

의류/잡화

-7.2

-14.1

-31.1

-14.0

10.9

0.9

-7.8

-15.7

-16.8

-8.8

-11.9

-24.2

-22.2

-10.7

-6.7

-6.8

-8.4

-6.0

연료

10.0

11.9

-5.2

-13.5

-23.3

-14.7

-10.1

-17.8

-10.9

-16.0

-16.4

-15.7

-2.3

7.9

8.2

8.3

0.4

7.2

가구

0.2

5.7

-3.0

11.9

45.8

22.2

14.9

13.3

15.7

6.0

13.1

-7.1

2.6

-1.3

-0.1

-4.2

10.6

-3.5

가전제품/정보통신기기

-2.5

3.9

-16.4

-6.3

7.1

33.1

-1.4

29.4

15.1

6.2

18.1

6.7

22.3

8.1

-12.2

-7.0

-5.6

6.7

의료/보건

3.2

13.8

-9.7

-0.2

3.0

4.9

6.8

-2.9

14.6

-6.8

-4.1

-0.4

2.4

10.1

9.5

13.9

7.0

15.1

자동차

-19.8

-24.0

-18.7

2.7

15.0

39.6

6.0

-8.8

38.4

22.3

23.0

0.2

-0.3

-10.7

-14.0

-3.3

2.9

11.6

여행사/자동차임대

33.6

40.0

25.3

29.0

23.2

21.8

33.1

28.2

32.4

22.1

29.8

29.8

71.1

74.8

73.2

75.4

62.8

68.9

스포츠/오락/여가

3.6

-8.4

-24.4

-10.8

3.8

-0.1

-0.3

-12.8

-16.5

1.5

-0.3

-40.9

-41.8

-1.1

9.2

10.8

7.4

11.8

서적/문구

1.6

-1.1

-31.1

-0.1

8.1

2.1

-3.5

-6.9

-7.0

-6.2

-8.2

0.3

-0.9

3.5

-8.0

1.0

7.7

3.3

교육

1.0

-3.1

-46.1

-21.5

-16.7

-19.1

-12.5

-18.4

-27.1

-17.0

-15.4

-34.4

-21.8

-10.1

-13.3

-4.8

-6.9

-9.6

숙박

-8.2

-8.3

-32.2

-29.5

-13.7

-16.6

-17.9

-20.9

-28.3

-21.9

-13.5

-39.4

-33.9

-20.8

-16.6

-19.7

-13.1

-17.6

음식점

0.0

-3.1

-18.7

-5.2

2.8

-5.0

-3.8

-12.3

-17.5

-11.0

-9.8

-40.5

-31.0

-15.7

-11.9

-9.2

-7.3

-11.8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정보시스템 지급결제통계(접속일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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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이후 가계의 경제적 여건 변화 분석
세대별･가구소득별 비대칭 심화
젋은 세대일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이 증가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50대 이상은 감소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이 증가했다는 빈도는 20대가 각각 25.4%, 10.4%, 30.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했다는 비중은 낮아지고
감소했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변화하는 경제환경
에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고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의 빈도는 50대, 40대, 60대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자산 감소 응답의 빈도도 50대, 60대 이상, 4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 경제시스템 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던 40대 이상 근로자･사업주에게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
- 특히,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 빈도가 주로 40대와 50대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두 세대의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3-5] 세대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적 여건 변화
단위 : %, 명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증가

25.4

13.9

9.3

8.6

4.4

감소

28.0

23.4

33.6

38.3

35.4

증가

10.4

6.5

2.7

4.1

2.5

감소

17.1

13.9

23.0

27.0

20.9

증가

30.6

17.4

19.5

12.2

8.9

감소

25.9

25.9

31.0

38.3

34.2

증가

23.3

28.9

34.5

29.3

21.5

감소

8.3

10.0

11.5

8.6

4.4

193

201

226

222

158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

부채
표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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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과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냄
-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8%, 감소했다는
응답은 40.1%를 기록한 반면에 600만 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4.6%, 감소했다는 응답은 22.1%로 나타남
- 자산의 경우에도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증가했다는 응답은 12.3%,
감소했다는 응답은 44.8%를 기록한 반면에 600만 원 이상 응답자의 경우 자산이 증가했
다는 응답은 26.1%, 감소했다는 응답은 18.6%로 나타남
- 근로소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주로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위주로 발생한
반면 상용직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볼 때,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300만 원 미만 응답자의 근로소득 감소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
- 자산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투자 여력이 높은 고소득 가구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융･부동산･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확대 및 가치 상승으로 인해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전반적으로 세대 및 가구소득별 경제적 비대칭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
[표 3-6] 가구소득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적 여건 변화
단위 : %, 명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증가

8.0

13.0

14.6

감소

40.1

33.7

22.1

증가

4.7

5.9

4.3

감소

25.5

20.3

17.5

증가

12.3

15.7

26.1

감소

44.8

32.3

18.6

증가

27.8

30.9

22.9

감소

6.6

8.5

11.1

212

508

280

구 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

부채
표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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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코로나19 이후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설계 및 시행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군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코로나19 이후 중고위기술 제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저위기술
산업군에 속하는 섬유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
구제외)의 생산이 빠르게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완화가 반복되며 확진자가 증가하
는 추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해당 부문 사업체의 생존 및 고용안정을 위해 세제감면, 장기간 저리대출 지원 등의 금융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

코로나19 이후 소비회복의 혜택에서 벗어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
-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 대한 매출은 감소세를
기록 중
- 주거 지역 중심으로는 매출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학교 주변 및 코로나19
이전 발달 상권과 같은 지역은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업종별 일률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상권별 매출 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업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
- 제조업 부문의 생산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제조업 고용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전보다
높은 고용인원을 유지중인 반면, 서비스업은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
- 소비 부문의 회복과는 별개로 서비스업 고용은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의
경우 파생수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도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과 연관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인원이 비례하는 관계를 고려했을 때, 현재 소상공
인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에 더하여 규모가 큰 사업체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업체의 퇴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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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방안

1. 국내외 일반 동향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 및 국가간 이동 제한이 확대되면서 물류와 노동력 수
급의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외식 및 급식산업이 위축되면서 농산물 생산에서
소비에는 농업 전반에 걸쳐 위험 요인 확대
-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물적 및 인적자원의 이동 제한이 확대되면서
먹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식품산업 수급 전반에 걸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그림 4-1] 코로나19에 따른 식품산업 전망

자료: Cullen, M. T.(2020). A battle plan for ensuring global food supplies during the
COVID-19 crisis, FAO.
재인용: 김용준 외(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경기연구원.

식량수급 불안 요인 대두
코로나19 발생으로 농산물 수입국을 중심으로 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제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베트남, 러시아 등 일부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농산물
수출 중단 조치 시행
- 국경 및 지역 봉쇄 조치가 확대, 수출항구의 방역 강화 등이 확대되면서 곡물 선적 지연,
컨테이너 적체 등의 발생과 함께 곡물 접근성이 일시적으로 약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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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곡물 시장은 약간의 수급 불균형이 가격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내재 된 곡물
시장의 특성, 일부 수출국이 다수의 수입국에 곡물을 공급하는 과점시장 특징 등으로
약간의 외부적인 충격에도 수급 불안 및 식량위기로 연결될 가능성 내재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 자급도가 낮은 한국은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이
곧바로 국내 곡물 수급 불안으로 연결된 가능성 내재
- 2019년 기준 한국의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밀 0.7%, 옥수수 3.5%, 콩 26.7% 등에
불과12)
- 한국은 주요 곡물의 낮은 자급도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의 국가식량안보지수(NFSI)
추정치는 0.57로서 녹색단계(NFSI ≥ 0.5)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상황 유지13)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량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 곡물 시장
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두유의 수급 불안
은 기후변화에 기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 2020년 3월 기준 쌀을 제외한 국제 곡물 가격은 전월 대비 밀(-5.2%), 대두(-2.0%),
옥수수(-1.7%) 등은 하락하였고, 태국 쌀(6.6%)은 다소 상승하였으며14), 세계 곡물시장
의 재고율은 30%대 내외를 유지하며 안정세 유지
- 최근의 대두유 수급 불안은 미국, 브라질 등 세계 주요 콩 생산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수송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11) 황윤재 외(2021). “코로나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 2021 농정현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황윤재 외(2021). “코로나시대 먹거리 문제와 대응”, 2021 농정현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세계 식량안보 월간 동향”, 고려대학교(2020.5.4.).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해외곡물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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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세계곡물시장 동향

[표 4-1]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 현황
국가

수출 중단 품목

중단일

베트남

쌀
밀, 쌀, 보리 등
모든 곡물
밀, 설탕, 식용
유
밀, 설탕, 감자,
당근, 양파
양파

3월 24일

러시아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자료: 김태련(2021). “세계 곡물시장 동향”,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3월 20일
3월 18일
3월 22일
3월 25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동력 수급 불균형 및 농촌지역 감염 위험 확산 가능성 내재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동 제한, 국가 간 입국 제한 등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외
이주노동자의 유입 감소에 따른 노동력 수급 불안 발생
- 국경 폐쇄 혹은 입국 제한으로 주요 인력송출국가로부터의 계절노동자의 입국 지연이
확대되면서 프랑스 200,000명(튀니지, 모로코), 영국 80,000명(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계절근로자 부족 예상15)
- 2020년 상반기 한국도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3,052명의 입국이 지연되고, 고용
허가제(E-9)도 6,400명 가운데 720명만 입국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지연되면
서 고랭지 농업 등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 일손 부족 문제 발생16)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농가의 인력 수급은 절반 이상이 발생 이전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일과 과채류를 중심으로 한 밭작물 농가의 농번기 진
입과 함께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추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상반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농가의 인력 수급이 전년 동월 대비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중이 2020년 3월
38.6%, 4월 42.6%, 5월 59.1%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
- 품목별로는 과일과 과채류를 중심으로 한 밭작물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고,

15) “A race against the clock: meeting seasonal labor needs in the age of Covid-19”, Migration Policy
Institute(2020. 3.). 재인용: 김용준 외(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햐야 하나?”, 경기연구원.
16) 황의식 외(2020).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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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
- 축산 농가가 밭작물 농가에 비해 노동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배경
은 계절노동자 고용 비중이 낮은 것에 기인하며, 과일과 과채류는 4∼5월 농번기에 진입하
면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심화한 것으로 추정
[표 4-2]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가의 노동력 수급 어려움 정도
단위 : % ,명

3월
60.3(395)
1.1(7)
38.6(253)
100.0(655)

전년 동월과 동일
전년 동월보다 용이
전년 동월보다 어려움
응답 농가 합계

4월
56.2(374)
1.2(8)
42.6(283)
100.0(665)

5월
40.1(284)
0.8(6)
59.1(419)
100.0(709)

자료: 엄진영(2020).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KREI 농업농촌경제동향 2020년 여름호.

[표 4-3] 전년 동월 대비 품목별 노동력 수급 어려움 정도
단위 : %

품목

3월
동일

용이

4월
어려움

동일

용이

5월
어려움

동일

용이

어려움

밭작물
과일, 과채류
축산

50.0
0.5
49.5
44.9
0.5
54.6
30.2
0.8
69.0
53.6
1.2
45.2
47.4
1.6
51.0
20.2
0.8
79.1
78.5
1.5
20.0
78.5
1.5
20.0
77.5
1.0
21.6
주: 응답농가 수는 3월 655(밭작물 198, 과일･과채 252, 축산 205), 4월 665(밭작물 207, 과
일･과채 253, 축산 205), 5월 709(밭작물 242, 과일･과채 263, 축산 204)임.
자료: 엄진영(2020).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KREI 농업농촌경제동향 2020년 여름호.

4∼5월 농번기 진입과 함께 과일과 과채류 중심의 밭작물 농가에서 노동력 수
급의 어려움이 심화한 것은 비공식적 고용 경로를 통한 노동인력 수급의 차질에
기인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
-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어려움이 가장 심화한 경로는 인력소개소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추정17)
- 인력소개소를 통한 외국인 노동력 수급이 어려워진 배경은 관광비자 등을 통한 해외 이주
노동자의 급격한 입국 감소, 국내 전반에 걸쳐 해외 이주노동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그동안 농업에 종사했던 이주노동자의 비농업분야로의 이동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18)
17) 현장 관계자 인터뷰, 엄진영(2020)등의 분석 등에 따르면 농업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비중 자체가 낮아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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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 노동력을 제공했던 해외 이주노동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2020년 4월부터
밭작물의 파종, 수확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에 기인한
인건비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
[표 4-4]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 원인
단위 : %, 명

고용센터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계절근로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력소개소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역 내 농작업 팀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인(다문화 가정 포함)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응답 농가

밭작물
2.9
7.3
68.1
10.1
11.6
138

과일, 과채
3.8
5.1
53.2
13.9
24.1
79

축산
65.0
0.0
25.0
0.0
10.0
20

자료: 엄진영(2020).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KREI 농업농촌경제동향 2020년 여름호.

지역별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은 도시지역과 멀리 떨어진 밭작물
비중이 높은 지역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
- 상용근로자(6개월 이상 고용) 및 임시근로자(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고용)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인근지역의 시설농업 중심의 도시 근교농업 종사자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
- 국내 모든 지역이 2020년 4월과 5월 밭작물의 파종과 수확시기가 돌아오면서 인력 수급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같지만, 대도시의 비중이 높은 경기도와 경남 지역은 기타
지역에 비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
[표 4-5] 지역별 노동력 수급이 전년 동월 대비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농가 비중
단위 : %

지역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3월
경종업
56.8
45.3
55.6
66.7
50.9
28.9
73.7
43.9

4월
축산업
20.0
15.8
25.0
23.1
25.8
20.0
20.0
12.5

경종업
58.5
54.5
55.6
80.0
59.1
32.9
73.7
47.7

5월
축산업
26.7
13.2
25.0
23.1
25.8
20.0
20.0
12.5

경종업
83.1
67.2
75.0
93.8
75.4
67.7
80.0
73.1

축산업
26.7
13.5
25.0
23.1
29.0
15.0
20.0
25.0

자료: 엄진영(2020).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KREI 농업농촌경제동향 2020년 여름호 자료
를 기초해 재작성.

18) 외국인 농업 노동력 소개와 관련된 관계자 전화 인터뷰.

제3장 코로나19 전후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추이 분석∣51

농촌은 노동력 수급 어려움의 가중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이들에 의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 확대
- 국내 농업 부문의 제도권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중은 대략 13.4%로 추정19)
-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신고, 추방 등의 두려움으로 국내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려우며, 자가격리 포함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미흡해 국내 코로나19
감염의 사각지대로 대두할 가능성 내재

해외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열악한 시설에서 공동 숙식, 단일 차량으
로 함께 이동 등의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및 감염 전파의 위험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
- 싱가포르는 기숙사 거주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4월 27일 기준으로
이주노동자 12,183명 확진20)
- 국내에서도 비닐하우스 안에 자리 잡은 컨테이너 한 칸에 다수(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생활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열악하고 밀집된 주거환경으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21)
<이주노동자의 감염 위험 증대>
미국 농업 부문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좁고 비위생적인 건물에서 생활하며,
언제든지 코로나19 전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노스다코타주 농림부 위원은 “농업 생산자
들은 농번기 작업을 위해 인력을 늘리고 있으며, 대부분이 H-2A 비자를 지닌 이주노동자에
의존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타국에서 유입되는 인력에 대해 적절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자료: “Tyson to suspend operations at largest pork plant indefinitely due to
coronavirus pandemic”, Fox News(2020.4.22.).
재인용: 김용준 외(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경기연구원.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가 상대적으로 쉽지
만, 낮은 의료서비스, 높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중 등으로 이주노동자를 중심
으로 한 감염병 확산 위험 내재
- 특히, 농촌에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의한 피해는 도시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

19) “불법체류자 통계도 없는 이주노동자정책 통할까?”, 한국농정(2019.7.21.).
20) “싱가포르, 코로나 ‘이주노동자 리스크’ 지속...신규 확진 690명(종합)”, 연합뉴스(2020.4.29.).
21) “외국인근로자 컨테이너 한칸 기숙사비 170만원”, 노컷뉴스(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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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외식산업이 위축되고, 가정에서의 음식 소비
가 확대되면서 농산물 소비 유형이 변화
- 코로나19 발생 이후 언택트/온택트 소비가 급부상하면서 외식산업 위축과 함께 외식 관련
농산물 소비는 감소하고, 대신에 가정 내 소비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증가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0년 2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5차로 구분해 농
산물 구매 및 소비패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 비대면
접촉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완화해지면 매장 방문, 외식 등을
통한 소비가 증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구매 및 조리 패턴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
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 확산 초기, 감소세 전환기, 감소세 지속기 등을 5단계로
구분해 설문조사 추진
- 코로나19 확산기에는 음식물 소비패턴이 음식점 및 매장 방문은 크게 줄고, 가정조리는
크게 증가하지만,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점진적으로 가정요리 증가세가 둔화되
고, 음식점 및 매장 방문 감소세가 완화되는 것으로 추정

22) 김미복 외(2021). “농업 부문 위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언택트는 비대면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 가운데 하나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온택트는 온라인으로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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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구매 및 조리 패턴의 변화
<농산물 구매 및 조리패턴 변화>

<오프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

<온라인 매장 방문 빈도 변화>

자료: 황의식 외(2020).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이용 작성.
주1 : 1차 조사: 기간 02.21∼02.23, 인원 557명, 2차 조사: 기간 03.11∼03.15, 인원 661명.
3차 조사: 기간 03.31∼04.02, 인원 623명, 4차 조사: 04.20∼04.22, 인원 617명.
5차 조사: 05.15∼05.18, 인원 609명.
주2 : 매장 방문은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을 의미.

급식산업 위축
코로나19 이후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이 중단되거나 위축되면서 관련 생
산자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
- 코로나19 이후 세계 전역에서 휴교령,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확대로 인해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무료급식 등이 위축되거나 중단되면서 급식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기반이 약화되고, 급식 참여 농가의 판로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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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엔식량계획(WFP)은 휴교령으로 인해 37개 국가의 9백만명에 달하는 급식이 중단
되었으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식품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전 세계적으로 약 1.1억명
에 달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의 영양소 섭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23)
- 세계 주요국은 급식 참여 농가가 생산한 신선식품을 꾸러미 형태로 구성원에게 배분,
취약계층 학생에게 바우처 배분 및 일부 구내식당 개방 등의 조치 시행
[표 4-6] 주요국의 국가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대응 사례
국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인도
영국

대응 사례
휴교령 중에도 학교식당 일부 운영, 지역 농가 생산물을 꾸러미로 배분
지자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역량)을 고려해 학교급식을 자율적으로 운영
학교 선생님, 학생 가족 등과 상의해 지역의 농산물을 꾸러미로 수집해 배분
영양공급 취약 학생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학생 구성원 가족에 바우처 배분, 돌봄
필요 학생을 위해 구내식당 개방

자료: Neitzel and Vargas(2020). “Mitigating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food
and nutrition of schoolchildren”, Unicef.
재인용: 김용준 외(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경기연구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사일정 변경에 따라 급식시장이 위축되거나 중단되면서
국내에서도 2020년 3∼5월 기간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미사용된 식자재 규모
는 6,32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24)
- 교육부가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해 2020년 1학기부터 개학 연기 및 휴강, 온라인 개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학교급식 관련 식재료 공급이 중단되면
서 급식시장이 크게 위축
- 김상효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단체급식 전자조달시
스템을 활용해 식자재를 공급받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학교급식
식자재 미사용량을 추정
- 2020년 3∼5월 기간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식자재 미사용량은 141천톤, 소비 감소액은
6,325억원이며, 품목별로는 곡류, 채소류, 육류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

23) 김용준 외(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경기연구원.
24) 김상효 외(20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KREI 농업농촌경제동향
2020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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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2020년 3∼5월 기간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식자재 미사용 추정치

곡류

22,869

소비 감소액
(백만원)
82,918

난류

2,032

소비 감소액
(백만원)
8,168

감자

3,342

13,196

어패류

5,819

68,808

당류
두류

1,537

3,463

해조류

2,567

8,346

2,768

11,368

우유류

21,984

20,448

713

6,335

유지류

2,465

13,640

채소류

25,894

99,702

음료/주류

4,029

4,394

버섯류

994

7,273

조미료류

3,799

25,989

과실류

14,174

41,697

조리가공류

9,161

48,117

육류

16,567

167,720

기타

142

904

합계

140,856

632,486

대분류 품목

견과/종실류

미사용량(톤)

대분류 품목

미사용량(톤)

주: 김상효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2019년 품목별 평균 가격을 기초해
품목별 소비 감소액을 추정한 이후 대분류 품목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추정.
자료: 김상효 외(20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학교급식 분야의 농식품 소비변화 분석”, KREI 농업농
촌경제동향 2020년 여름호.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피해 사례>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A씨(고양)는 작년 11월부터 3월 출하를 목표로 냉이
등을 재배하였지만 개학이 미루어져 출하하지 못했다. 경기지역 학교급식 계약재배 참여 농민
1,100명의 3월 계약재배물량은 479t에 달한다. 충주의 연 매출 1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농
산물을 생산하는 B 농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부도 위기에 처했다. B 농장의 대표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한정돼 있다 보니 납품처의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학교급식과 농협, 대형유통업체, 생협 등의 납품처 가운데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토로하였다.
자료 : 1. “판로 막혀 빚더미…코로나19 피해 직접 보전 절실”, 농민신문(2020.3.30.).
2. “꽉 막힌 친환경농산물 판로 대책이 필요하다”, 농수축산(2020.4.10.).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량 가운데 57.7%에25)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친환경농
산물은 단기적으로 대체 시장 발굴이 어렵고, 저장성이 낮아 급식시장 중단이
계속되면 전량 폐기해야 할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
- 국내 친환경농산물은 대부분 친환경 전문매장, 급식시장 등과 연계해 계약재배 위주로
생산구조가 정착되어 성장

25) “생산 현장에서 식탁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정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20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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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에서 소비까지 직렬 형태로 연결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구조는 납품처에
서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그 피해가 관련 농가에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문제점
내재

정부와 지자체, 농업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학교급식 미사용 농산물
을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 식자재 판촉 행사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청, 지자체 등이 참여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급식업체의 지원을 위해 융자지원,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등 추진
-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과일 및 채소류 18천톤, 쌀 4천톤 등을
포함해 약 37천톤의 농산물 소비 기대
- 이밖에 공무원, 농업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
진행,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등 사업을 추진
[표 4-8] 국내의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 지원대책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업체

대책
･피해농가 융자 지원(3.5./3.17.)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소비대책(3.23.)
･꾸러미 판매, 공동구매 등 대체 판로 확보 지원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친환경농산물 특별 할인 행사 온･오프라인 실시
(농협, 이마트, 한 살림, 두레생혐, 11번가, 공영홈쇼핑 등)

자료 : 장영주(2020).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대책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표 4-9] 학교급식 중단에 대응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판매 추정 규모
지원방식
학생가정농산물 꾸러미

공급대상(만명) 지원예산(억원) 농산물 추정 공급 규모(천톤)
499

3683.8

37.1

- 농산물 꾸러미

442.1

1776.5

17.8

- 쌀

142.9

439.2

4.4

- 바우처

318.5

1468.1

14.9

자료 : “학부모, 농업인, 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보도자료(2020.06.10.).

기타 농촌관광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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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지속되면서 농업 부
문에 대한 영향은 노동력 수급, 급식산업 위축 등 이외에도 농촌관광에도 악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농산물 수요는 외식업 수요 급감, 학교급식 중단 등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인 식료품 소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반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이 2020년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8%(33.5만명), 매출액은 73%(20.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26)

2. 경기지역 농업 부문의 영향 및 대응책
노동력 수급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 및 농업부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 급감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국내에 체류 외국인 근로자(e-9 및 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2019년 50.3만명에서 2020년 39.1만명으로 감소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9년 5,887명에서 2020년
1,388명으로 감소
[그림 4-4] 국내 체류(e-9, h-2) 외국
인근로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그림 4-5] 고용허가제를 통한 농업부
문 외국인 근로자 수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26) 황의식 외(2020).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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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농업경영체는 인건비 상승, 농번기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농업 경영의 어
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
- 인력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농축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미등록 외국인
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공급 자체가
감소하고, 정부의 한시적인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 유예로 그나마 농촌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조차도 비농업 분야로 이동하면서 농촌의 노동력 수급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호소2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농가의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배경은
경기도가 축산업, 시설농업 등을 중심으로 계절노동자보다는 상시고용 외국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28)
<외국인 근로자 공급 감소에 따른 농가 인건비 상승 사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인력의 인건비가 폭등하고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철원군의
대파 재배농 A(62세)는 “대파 작업을 위해 인력중개사무소에 연락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임금
에 깜짝 놀랐다. 결국 가족들을 총동원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창녕에서
8,000평 규모의 마늘 재배농 B(60세)는 “마늘종을 뽑으려고 인건비 수준을 문의하였는데
일당이 지난해보다 2만원이나 오른 10만원부터 시작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청송의
사과 재배농 C(53세)는 ”2개월 전에 5월 중 인력공급업체와 구두계약으로 여성근로자 10명을
받기로 했지만, 임금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2만원 상승했으며, 현재 3만∼4만원의 웃돈을
주고서도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자료 : “일당 13만원까지 오르고 웃돈 요구도…“감당 못해””, 농민신문(2020. 4. 13.).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된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판매 지원사업 추진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농수산유통진흥원
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개학 연기와 함께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 참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통한 판매 지원사업 추진
-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지원사업은 공동구매, 드라이브수루
형태의 승차구매 형태로 진행
27) 2021년 9월 29일 전화 인터뷰.
28) 자세한 내용은 앞의 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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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수산유통진원이 2020년 상반기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추진한 코로나19 착한소비 캠페인을 통해 판매한 농산물은 501.3톤, 2,068.8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
[표 4-10]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농산물 판매 대행사업 일정표
일시(2020년)
03. 01
03.09.
03.11
03.23
04.02

∼
∼
∼
∼

03. 20
03.23
05.29
06.13

Ÿ
Ÿ
Ÿ
Ÿ
Ÿ

지원사업 내용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생산비용, 재배
기간 등을 고려해 먼저 친환경 딸기 판매 지원 협의
친환경 딸기 9.5톤 1차 공동구매
친환경야채꾸러미 6,366상자 2차 공동구매
야채꾸러미, 경기미, 잡곡세트 등 공동구매
친환경야채꾸러미 등 승차구매 방식의 판매

자료: 경기도 농수산유통진흥원 내부자료.
주: 공동구매는 농수산유통진흥원이 인터넷 등을 활용해 개인, 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주문을 받아 농
가에 대량의 물량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형태의 판매 지원을 의미.

[그림 4-6] 친환경 딸기 공동구매 사례

자료: 경기도 농수산유통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4-8] 승차구매의 홍보 및 주문서

자료: 경기도 농수산유통진흥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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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수원시 승차구매 사례

3.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노동력 수급 지원 강화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도시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도시문제 완화에도 기여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농촌에서는 농가인구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
으며,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보완
- 도시는 도시화가 정점에 달한 가운데 은퇴자 급증, 고용 없는 성장 등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
- 도시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최근 도시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도･농 인력 중개서비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 사업은 노동력의 양적 및
질적인 차원에서 개선과제 대두
- 훈련 및 경험이 미흡한 도시의 유휴노동력을 곧바로 농촌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숙련
도 차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양적인 확대에도 한계성 노출29)

29) 인력중개회사 등을 통해 도시의 유휴노동력이 농촌에 투입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농장에서 미숙련 노동력 투입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장주와 인력중개회사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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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운영 중인 도･농 인력 중개서비스 사례

자료 :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444” (2021.07.27. 검색).
재인용 : 이수행 외(2021). “농업인 육성, 이제는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경기연구원.

도･농 인력 중개서비스 사업을 현재의 단순한 중개 위주에서 농업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이 연계해 도시민에게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여, 농장주의 손실보전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사업의 양적 및 질적인 개선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센터, 도시농업 등 농업 관련 다양한 기관 및 사업과
연계해 도시민이 사전에 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경험한 이후 농촌의 노동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
- 도시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 농촌의 노동력 지원사업을 포함해
미숙련 도시 노동력의 농업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장주에게는 손실 보전 지원
- 도･농 인력 중개서비스 사업을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 노동력 지원사업의
규모 확대 및 귀농･귀촌 사업의 질적인 성숙 유도

농업 노동력 참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강화
농업 노동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고 합숙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취
약한 것으로 평가
- 농가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매개로 한 농촌지역
의 코로나19 확산은 더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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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강화 필요
- 농업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는 인력
중개회사(개인 중심의 중개 포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인력 중개회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시체계 강화 필요

학교급식과 연계한 농산물꾸러미 판매사업 지속 방안 모색
대부분 학교의 등교가 재개되고, 학교급식이 정상화되면서 학교급식 계약농가
의 농산물 판매 지원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감소
다만,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 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위주의 농산물꾸러미 판매사업을 지속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학교급식, 전문매장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의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
산물 소비 및 생산 확대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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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일반 동향
비대면 경제의 부상에 따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10년대부터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으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제조에
대한 관심 및 도입 시도 확산
-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시도가 추진되어 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및 생산 차질 위험은 생산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일부에
서는 사업장의 일시적 폐쇄 조치를 단행
- 제조 분야의 재택가능 일자리의 비율은 50% 미만이며, 직종별로는 생산직의 경우 25%
선으로 낮은편(Adams-Prassl 외. 2020)
- 세계적으로 코로나 발 봉쇄 및 외출 자제 조치는 노동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둔화를 야기했
으며, 기업은 고용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해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
- 2020년 HFS 리서치에서 631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후 공정자동
화(로봇 포함)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54%로 나타나,
다양한 디지털 기술 중에서도 사이버 보안 다음으로 스마트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큰 것으로 확인됨
- 비대면 경제의 부상에 따라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공장의 도입을 통해 제조공정이
노동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 가속화
- 실시간으로 사물 또는 프로세스의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
제조 분야에서도 제품 및 제조공정 설계 최적화, 생산 라인 유지보수 최적화, 장비 및
공정 문제 진단 해결, 품질 및 안전성 시뮬레이션 등에 널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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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디지털 기술 부문별 투자확대 수요 조사결과

자료 : HFS Research April 2020.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용도와 전환 역량은 아직 미흡
- 대다수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의 여건과 기술활용역량 등이 부족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디지털 전환의 편익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디지털 소외에 직면할 우려(KIET,
2020)
- 2020년 820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김인철 외, 2020)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가능한 기업의 비중이 약 20%에 그쳐 디지털기술 접근성이
높은 일부 기업 위주로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응답기업의 약 60%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업 운영방식의 디지털화 확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디지털 전환이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산업생태계 전반에 해당하는 변화의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낮은 디지털 전환 역량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연시킬 우려

생산의 스마트화에 따른 제조부문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1980년대 이후 국가 간 기업 간 거래비용의 감소, 신흥국의 세계경제 편입 등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장이 정체
- 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교통 및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운송비용 감축
등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의 효과가 한계에 달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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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원가절감보다는 공급망의 유연성 확대 전략에 집중
- 글로벌 GDP 대비 국가 간 교역 비중의 지속적 하락세가 모든 제조 산업에 걸쳐 나타났으며,
국가별 수출의존도와 경제성장율 간 양의 상관관계가 금융위기 이후 약화
-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던 주요 개발도상국의 임금 상승, 자국중심주의 및 보호주
의 기조 강화, 미중 무역 갈등과 디커플링 등으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국으로의
기업 리쇼어링이 지속되는 추세
- 전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리스크
감소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의 탈중국화 등 생산지 재배치가 확대됨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생산의 스마트화는 주요국의 리쇼어링을 촉진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더욱 약화시킬 전망
- 과거에는 저임금 인력 공급에 있어 강점을 가진 개발도상국으로의 생산시설 확대와 이들
국가의 글로벌 밸류 체인 참여 확대가 두드러졌으나, 제조의 스마트화는 저임금 인력
에 대한 의존도 약화로 이어짐
- 코로나19의 확산은 노동 공급 감소, 생산시설 폐쇄 등에 따른 공급측 충격 확대, 항공편
추소에 따른 항공 화물 운임 상승, 서비스 교역 감소에 따른 국내외 수입수요의 전반적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 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무역
감축이 수요 측면에 기인한 것과 달리 수요와 공급 충격의 동시적 발생으로 인해 더욱
큰 폭의 국제무역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최문정 외, 2020)

업종별 코로나발 영향의 편차 뚜렷
제조업 내에서 석유제품, 운송장비 등의 업종의 생산 위축
- 무역통계(한국은행, 2020)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의 제조업 전체의 생산이 3.4%
포인트 감소한 데 비해 석유정제(-10.2%포인트), 운송장비(-8.6%포인트), 금속가공제품
(-8.0%포인트)의 생산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강두용 외, 2021)

반면 컴퓨터, 의약품, 가전 부문의 생산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
- 바이오(의약품) 부문의 2020년 매출 증가율은 12%, 영업이익률은 11.3%로 호조를 보였으
며, IT 부문에서도 매출 증가율 3%, 영업이익률 9.3%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
- 2020년 코로나 초기 단계에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수요 예측에서 가전 부문의 내수
및 수출 수요 감소, 반도체 부문의 수출 수요 감소가 전망된 것(산업연구원, 2020)과
달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홈 이코노미의 부상, 비대면 경제 강화로 인해 컴퓨터,
가전 부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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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지역 제조업 부문 영향 진단
㈜한국기업데이터의 2019, 2020년 기업 DB를 활용해 경기지역 제조업 부문
의 영향을 분석
㈜한국기업데이터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신용조사･평가기관으로서, 기업신
용평가, 협력기관 자료 및 공공정보 연계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일반현황, 기술
인증, 재무신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관리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한국기업데이터에 약 429만 건의 기업정보가 등록되었으며, 외감기
업(약 4만 건), 일반법인(약 170만 건) 및 개인사업자(약 250만 건) 등으로 구성됨
- 전국사업체조사 등의 국가통계와 비교해 적시성 높은 자료의 구득이 용이하며, 자료의
제공 범위가 넓어 기업의 경영성과, 거래 구조 등에 대한 분석에 강점을 가짐

코로나19를 전후로 경기지역 제조업체의 신설과 소멸, 고용변화 분석에 있어
전수자료인 전국사업체조사자료의 유용성이 크나, 2020년 자료가 미공개상태
로 활용이 어려움
- 10인이상 제조업체의 생산, 부가가치 등의 파악을 위해 광업제조업조사자료의 활용을 병행
할 수 있으며, 추후 2020년 자료 공개에 따라 이들 자료를 활용한 보완 분석 수행이 바람직

2020년의 경기도 기업 평균 고용자 수는 14.3명으로 2019년 대비 46.7%
감소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
전국의 기업 평균 고용자 수는 2019년 31.4명에서 2020년 14.2명으로 54.9%
감소
경기도에서 전년 대비 평균 고용 규모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업종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50.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50.6%), 기타 제품 제조업
(-50.0%) 등임
- 전국 기준에서도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품 제조업은 고용 감소율 상위 업종에
해당

경기도에서 평균 고용 규모 감소율이 낮은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업(-21.2%), 1차 금속 제조업(-16.9%)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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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전국 기준에서도 고용 감소율이 낮은 편(-25.4%)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축 정도가 덜함
- 1차 금속 제조업은 전국 기준에서는 고용 감소율이 높은 편(44.2%)으로, 업종 자체의
특성보다는 경기도 내 위치한 기업의 기타 지역 소재 기업 간 속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고 매출 등의 규모가 영세한 기업의 비중이 큰 업종
일수록 코로나19에 따른 위축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경기도에는
중고위기술 집약도가 높고 규모가 큰 기업의 비중이 커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보임

2020년의 경기도 기업 평균 매출액은 185.9억 원으로 2019년 대비 41.6%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전국의 기업 평균 매출액은 2019년 150.8억 원에서 2020년 199.4억 원으로
32.2% 증가
경기도에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59.8%)등, 가구제조업(48.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4.6%) 등
- 코로나19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 증가, 식음료 서비스업의 포장･배달 비중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포장재(종이박스 등) 생활양식의 변화가 이들 업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평균 매출액 증가량 기준으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273.3억 원)의 성장이 압도적
- 그 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99.3억 원),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83.5억
원)도 매출 규모 증가폭이 큰 업종에 해당
-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및 홈 이코노미의 부상은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관련 업종의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
- 마스크 등의 보건의료 제품, 의약품 등의 수요 증가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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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경기도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5.1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9.9%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보다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낮은 편
전국의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2019년 4.8억 원에서 2020년 6억 원으로 27.1%
증가
경기도에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305.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265.4%), 의료, 정
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68.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112.7%) 등임
- 경기도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폭 기준에서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55.9억 원)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1.3억 원)이 상위 업종으로 분류됨
- 전국 기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157.3%로 가장 높으며(평균 증가액은 39.4억 원), 다음으로는 전자부
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116%의 증가율(평균 증가액은 26.6억
원)을 기록
-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제한 값으로, 보건의약품, 전자제품 및
반도체 등의 수요 증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매출액
규모 대비 판매관리비 등의 비중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매출 증가 상위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변화율은 –104%로 감소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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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전국 및 경기도 기업의 업종별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 고용규모 변화
2019

경기도
2020

변화율

2019

전국
2020

변화율

식료품 제조업

27.2

15.2

-43.9%

30.4

12.3

-59.7%

음료 제조업

32.5

22.3

-31.4%

74.7

32.3

-56.7%

담배 제조업

6.5

8.0

23.1%

431.8

373.2

-13.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3

8.4

-36.9%

18.1

8.5

-53.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
조업

11.7

7.9

-32.1%

21.4

8.9

-58.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4.1

8.5

-39.7%

19.0

8.5

-55.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9.5

6.6

-30.8%

11.4

6.8

-4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9.8

12.0

-39.3%

23.5

12.2

-47.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4

7.6

-50.6%

14.6

5.0

-65.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5.1

8.2

-45.5%

116.9

62.0

-47.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
품 제외

21.2

13.4

-36.9%

34.9

21.7

-37.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4.2

74.3

-21.2%

103.4

77.2

-25.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0

13.0

-31.6%

28.0

14.6

-47.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7.0

10.1

-40.2%

19.6

13.2

-33.0%

1차 금속 제조업

16.1

13.4

-16.9%

40.6

22.7

-44.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4.8

8.2

-44.4%

17.0

8.3

-51.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신장비 제조업

68.8

39.5

-42.6%

54.9

31.3

-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업

20.4

13.6

-33.2%

21.4

12.5

-41.7%

전기장비 제조업

24.2

15.5

-35.8%

30.4

16.4

-46.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8

10.1

-46.1%

21.3

9.9

-53.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6

36.2

-29.9%

80.6

45.2

-43.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0.4

44.7

-50.6%

53.0

35.5

-32.9%

가구 제조업

13.2

7.2

-45.7%

14.4

6.2

-56.6%

기타 제품 제조업

9.8

4.9

-50.0%

11.5

4.3

-62.1%

제조업 계

26.8

14.3

-46.7%

31.4

14.2

-54.9%

업종

주 : ㈜한국기업데이터 DB(2019, 2020)를 활용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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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전국 및 경기도 기업의 업종별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 매출액 변화
2019

경기도
2020

변화율

2019

전국
2020

변화율

식료품 제조업

107.6

139.5

29.7%

114.4

146.0

27.6%

음료 제조업

166.5

215.8

29.6%

271.0

352.2

30.0%

담배 제조업

20.3

12.7

-37.3% 5293.2 6658.1

25.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3.2

47.3

42.7%

54.6

63.9

17.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
조업

49.8

60.2

20.9%

120.0

159.7

33.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8.7

137.4

15.7%

100.6

127.0

26.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3.6

40.0

19.3%

41.3

54.3

3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5.0

108.5

44.6%

98.2

132.5

34.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8.5

36.2

27.1%

23.0

31.2

35.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5.3

103.9

9.1%

7000.4 5901.5 -15.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
품 제외

86.8

113.3

30.5%

282.0

331.8

17.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38.7

422.3

24.7%

381.6

472.7

23.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8.3

93.1

59.8%

87.9

116.2

3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9.6

121.2

35.2%

98.2

120.8

23.0%

1차 금속 제조업

131.0

168.0

28.2%

413.4

508.8

23.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6.4

48.4

33.2%

39.5

52.4

3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658.5
신장비 제조업

931.8

41.5%

410.9

577.9

40.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업

52.0

73.5

41.4%

49.3

63.3

28.4%

전기장비 제조업

110.7

144.2

30.2%

133.7

173.3

29.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0.6

70.8

39.9%

55.5

76.0

36.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77.7

377.0

35.8%

450.9

614.1

36.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16.8

470.6

12.9%

217.4

284.7

31.0%

가구 제조업

45.6

67.8

48.7%

44.7

76.2

70.4%

기타 제품 제조업

22.3

25.5

14.1%

23.3

29.5

26.7%

제조업 계

130.9

185.4

41.6%

150.8

199.4

32.2%

업종

주 : ㈜한국기업데이터 DB(2019, 2020)를 활용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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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전국 및 경기도 기업의 업종별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 영업이익 변화
2019

경기도
2020

변화율

2019

전국
2020

변화율

식료품 제조업

4.3

5.1

19.9%

4.8

6.0

27.1%

음료 제조업

19.0

28.7

50.5%

25.2

33.7

33.5%

담배 제조업

3.7

1.5

-59.1% 1530.8 2315.9

5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8

6.7

265.4%

2.5

4.7

9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
조업

3.4

4.6

35.2%

5.6

5.7

0.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6

6.2

-35.3%

6.3

4.8

-24.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1.7

-1.2%

1.4

2.1

4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7

6.9

48.5%

5.7

8.5

48.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2.1

14.6%

1.5

1.8

2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7

2.6

-3.9%

193.5

-235.4

-221.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
품 제외

6.0

9.1

52.8%

17.5

21.4

2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8.3

74.2

305.5%

25.1

64.5

157.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3

5.3

62.7%

4.3

6.1

43.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7

7.2

25.5%

6.3

7.5

20.1%

업종

1차 금속 제조업

3.8

4.7

23.5%

17.4

15.9

-8.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2

2.7

23.2%

2.1

2.5

2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신장비 제조업

45.5

96.9

112.7%

22.9

49.4

116.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업

3.0

8.1

168.8%

3.3

5.2

60.3%

전기장비 제조업

4.5

5.9

30.5%

3.9

6.0

51.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5

5.2

47.3%

3.4

4.4

30.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8

-0.2

-104.0
%

13.9

11.1

-2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8

-61.3

81.5%

0.2

-1.9

-1272.
9%

가구 제조업

2.0

3.3

68.4%

1.8

3.0

72.1%

기타 제품 제조업

1.4

1.4

-2.4%

1.1

1.2

8.9%

제조업 계

4.3

5.1

19.9%

4.8

6.0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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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여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영세 제조업체를 중심으
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 시급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와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영제 제조업체의 인력난 심화
- 규모가 영세할수록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 역량이 낮고 노동 집약도가 높아 코로나19에
따른 구인난 심각
- ‘점수제’ 방식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인해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유진 외, 2021)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와 더불어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 배정
우선권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정부에서는 2021년 11월 위드 코로나의 시행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의
접진적 완화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힘
- 고용노동부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의 우선순위 평가 관련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
장의 보험 가입, 사업주 교육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일곱 개 항목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영세 제조사업장에서는 이들 항목의 충족이
어려운 여건임
- 시군 단위에서 관내 영세 제조업체의 외국인 인력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 배정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 점검, 컨설팅 등을 제공할 필요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가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집적지구 운영기관이 관내 영세제조업체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 관련해 실태조사 및 대응계획 마련의 구심점 역할 수행

중장기적으로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의 강화, 제조 전 분야의 스마트
화 촉진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국내의 제조기반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안정적 생산 기반
확충이 필요
-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에 따른 봉쇄 조치가 재현될 수 있으며, 국제 정세의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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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
- 고비용 구조 개선, 규제 완화를 통한 리쇼어링 유인 강화,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국내
기업 대상의 인센티브를 통한 오프쇼어링 방지, 국내 기반 업체의 지원책 강화 등 적극적
온쇼어링 정책이 필요(이장균, 2021)
-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부문의 투자 지원책 강화, 업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인센티브 제공, 규제 합리화 등이 긴요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인프라의 확대와
더불어 인력 양성, 규제 합리화 등이 요구됨
- 제조 전반의 가치사슬 경쟁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산업생태계 고도화 전략 필요
- 디지털 전환에 있어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 점검, 시장의 수요 및 글로벌
트랜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규제 개선 노력 필요
- 디지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 필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 등의 기
반 강화 필요
- 클라우드는 IT 자원의 효율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구현을 용이하게 해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인프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조윤정, 2021)
- 클라우드는 데이터 통합, 다른 디지털 기술의 접근 및 활용성 제고 등의 강점을 가져 중견
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도입에 따른 생산성 효과가 높음
-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함으로
써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확산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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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일반 동향
산업거점은 고용과 생산이 집적된 공간
산업거점이란 주로 산업단지(서울디지털단지, 반월산단 등)와 업무지구(여의도,
판교 등) 등을 의미하며, 넓은 범위로는 개별기업 집적지역(화성, 김포 등) 등을
포함함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산업거점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지 않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주로 코로나19의 영향과 회복 관련 내용을 국가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임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과 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는 재택근
무30)
2020년 7월 기준으로 재택근무를 운영 중인 48.8%의 기업이 재택근무 운영(고
용노동부,
- 재택근무 도입 비율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54.0%), 300인 이상
(51.5%), 10∼29인(43.9%), 30∼99인(42.7%) 순으로 기업 규모별 편차는 크
지 않았음
- 재택근무를 운영 중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66.7%),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66.7%), 교육서비스업(62.5%), 정보통신업(61.5%)
등
- 반면 숙박･음식업(14.3%), 제조업(34.0%), 도･소매업(36.2%) 등은 재택근무
도입 비율이 저조

30) 이 설문 조사는 노동부가 직업정보업체인 '잡플래닛'에 위탁한 것으로, 2020년 7월 5인 이상 기업 인사 담당자
400명과 근로자 878명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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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로 업무 효율이 높아졌느냐는 질문에는 인사 담당자의 59.5%가 '그런
편이다'고 평가했고 7.2%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2%), '전혀 그렇지 않다'(4.1%) 등 부정적인 응답은 적었음
-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부분적으로라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답한
인사 담당자는 51.8%에 달했음
[그림 6-1] 코로나19이후 재택근무활용 실태조사(2020.7)
기업규모별 재택근무 도입비율

업종별 재택근무 도입비율

자료 : 고용노동부, 잡플래닛(2020). “재택근무 활용실태조사”.

IT기업들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IT업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경우 가정에서도 PC와 노트북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사무
실에 나와야 하는 인력의 비중이 낮음. 네이버와 카카와 같은 IT회사들인 이미 재택근무를
위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며, 추가적인 투자와 비용이 거의 없음
- 제조업내에서도 비대면이 가능한 업종, 특히 스마트팩토리 등 지능형공장에 투자한 기업들
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제조업은 조업단축, 제품생산 축소
등 생산성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조업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원자재 도입에 애로를 겪었던 일부 업종을 제외하
고는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은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은 유통업, 음식숙박업 등과는 달리 소비자와의 대면접촉을 동반하지는 않으며,
밀집된 생산환경 또한 적절한 방역체계 도입으로 코로나로 인한 조업 중단 등은 크게
확산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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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의 업종별 등락은 해당 업종의 수요 특성,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상 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음
재택근무의 확산에 따른 가정생활 공간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구제조
업, 식품산업 등이 소비재산업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음
- 반도체 및 전자부품, 기계장비산업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교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생산, 고용 등에서의 증가를 보임
- 반면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은 국내외 수요위축, 물류 제약 등으로 생산과
고용의 감소를 보임

향후 첨단기술과 지식노동이 집적된 업종들은 코로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역량이 뛰어난 반면 전통 제조업은 낮은 혁신역량과 대응력 부족 등으
로 경제 회복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코로나가 제조업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수요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의 제약이 커지면서 개별 경제주체는 디지털경제에 불가
피하게 적응해야하는 상황에 직면
-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상당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지털전환이 불과 수개월내에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코로나19 이전에도 디지털 전환은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간주되었으나 보편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님
- 코로나19사태로 비대면 접족이 일상화됨에 따라 교육, 의료, 금융, 유통, 제조 등 대부분의
경제분야에서 디지털 공간이 확대됨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함
-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의 민첨성과 유연성 확대를 위한 자동화, 스마트제조혁신 도입이
확대됨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교란, 방역관련 의료제품의 수출금지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3D프린팅 등 제조현장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설비 투자 확대
-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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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급망 관리체계의 회복력 구축에 활용됨
- 코로나19이후 산업변화의 가장 큰 흐름은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지향하는 디지털전환

코로나의 영향과 도시 계층
코로나는 대도시에서도 취약계층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되어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도시내에서도 소득, 직업, 거주지 등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받음
-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온라인쇼핑 등이 익숙한 계층은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 반면 저소득층이나 높은 밀도에 위생환경이 열악한 곳의 주민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중교통과 상점을 전전해야함

뉴욕, 런던 등 방문객과 관광객이 많고 고밀도 주거지역이 있는 도시들이 먼저
피해
- 중국의 우한, 미국의 디트로이트, 북부 이탈리아 등의 산업중심지에서 대면접촉에 의한
전염확산의 중심 역할

≪ 코로나19와 산업클러스터 ≫
COVID-19 위기는 현행의 글로벌 제조시스템의 위험과 중요성을 동시에
노출시킴
복잡한 공급망, 혁신과 제조의 분리, 적시 생산에 기반한 세계화된 생산 구조가
지닌 단점과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냄
- 세계규모의 생산체제가 지닌 이점에도 불구하고 제품설계와 연구개발, 생산이 분리된 공급
망 하에서는 행위기반 학습(learning by doing)에 기반한 혁신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공급
망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분절화됨

의료 장비의 부족과 필수품의 중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였음

제조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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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영국에서는 15%, 독일에서는 기업 3곳 중 1곳을 차지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

활동의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나타났음

(Adamson,G., 2018)
한 국가 산업의 회복력과 충격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산업적 지식 및
역량에서 나오는 혁신 및 협력적 역량에 달려 있음
-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재고하고 회복력 있는 다양한 경제에서 제조업과 제조업
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이 조명할 것을 요구
- 소비와 생산 주기 사이의 공생 관계의 확보는 지속 가능한 제조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

코로나19 이후 제조업을 위한 회복 패키지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
전을 향한 파괴적인 변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있어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 확대
클러스터는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특정 분야의 상호 연결된 회사, 전문 공급
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 산업의 회사 및 관련 기관의 지리적 집중”
- 클러스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위기와 변혁의 시기에 산업생태계의 핵심 행위자중 하나
- 클러스터는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및 기타 연구 센터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여 정책
입안자와의 중요한 협력을 촉진

클러스터는 제조 공급망을 재고하고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연결 및 집합적 전략
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음
- 이러한 유익한 협력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는 클러스터를 현재와
미래 경쟁력의 중심 단계로 가정하고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약속하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인 '공유 가치' 전략을 채택하기 위한 이상적인 기반이
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 클러스터 연합(European
Clusters Alliance)의 지원으로 2020년 4월 초에 모든 유럽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시작한 비공식 회의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클러스터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줌
- 회의의 목적은 전염병에 대응하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스크, PPE 및 인공호흡기의
가용 생산 능력을 매핑하고 기획하는 것임. 매우 짧은 시간에 의료 용품 회사로부터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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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넘는 제안을 받았음

- 클러스터 기반 접근 방식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적화된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정책의 핵심 자산임이 입증
- 클러스터는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공급망 간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며
미래의 충격에 대한 기업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클러스터가 공유 가치 창출 전략의 구현을 위한 이상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방법
에 대한 모범 사례의 확인
- 현재의 글로벌 제조 모델은 여전히 매우 낭비적이고 오염을 일으키는 선형 생산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코로나19는 기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고
할 것을 요구

- 생산과 소비 주기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지역 관련 문제 및 솔루션에 의해 주도되는
수요 주도형 혁신과의 연결은 보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임
- 클러스터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유 가치전략과 체계
적인 조치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능성의 확인

선형 제조시스템에서 순환시스템(Circular System)으로 이동: 지속가능경제
생태계 구축
현재의 글로벌 제조 모델은 여전히 매우 낭비적이고 오염을 일으키는 선형 생산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
- 더 짧은 가치 사슬과 제조 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사례 강화 필요

제조와 소비의 구분에 기반한 이분법적 모델은 소비의 가시성과 (사회경제적)
추적성 저하
- 생산과 소비 시스템 사이의 분리는 또한 심각한 환경적 결과를 가져왔고, 소비의 부담을
생산중심지로 옮기고 현재 소비 패턴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흐리게 함

글로벌 생산 체인은 자원 추출에서 원자재 가공, 상품 운송 및 최종 제품에 이르
기까지 제조 공정을 추적하는 데 매우 문제가 됨
‘외부성'이라고 하는 제조의 부정적인 영향은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과가 선진국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86∣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인식하기 어려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달성하기 위해 현지 소비와 생산 주기 사이의 공생
관계(symbiotic relationship)를 강화함으로써 매우 낭비적이고 오염이 심한
현재의 선형생산 시스템(linear production systems)을 대체
생태 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로 제조의 공간적 조직화

2. 경기지역 산업거점 부문 영향 진단
코로나와 산업부문별 고용 및 매출 영향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의 제조업 기업 고용은 1.23% 증가
(9,749명)
- 같은 기간 전국의 제조업 고용은 0.84%(21,197명) 증가
- 전국 제조업 고용증가의 46.0%를 경기도가 점유
[그림 6-2] 경기도 제조업종별 기업체 고용 및 매출 증감 산포도(2019.12-2020.12)

자료: 한국기업평가(KED), 기업정보DB(2020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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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업중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
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인데 매출이 20% 이상 성장했음에
도 고용은 1%대 심지어 음의 성장을 보이기도 함
경기도 제조업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반도체 포함)은 매출 증가율이 7.4%로 제조업 평균인 5.5%를 넘어
서고 있어 경기도의 제조업 성장을 견인
- 동업종의 고용가율은 1.75%로 제조업 평균 1.2%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고용규모가
매우 커서(24.8만명) 같은 기간내에 4,264명의 순증가를 보임

경기도의 고용과 매출의 동시 성장을 보이는 산업은 식료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임
- 고용성장은 미흡하지만 매출 성장을 보인 산업은 섬유제품제조업, 가구제조업, 전기장비제
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임

코로나19 전후의 산업단지 가동률 및 생산 추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래 2020년 5월 전국산업단지 가동률이 저점을
보였으며, 동년 9월을 전후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음
산업단지마다 회복력에서의 차이가 있음
-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가동률을 보였음.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월 서울디지털단지의 가동률이 56.7%를 기록하여 동년5월 55.0%를
기록한 이후 2020년 4분기 이후 7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반월과 사화단지는 각각 2021년 3월,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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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COVID19 전후의 국가산업단지 가동률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동향(각년월).

산업단지의 생산수준 회복에는 약 3-4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6월에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은 연초(1월)의 87.8% 수준이었으나 동년 10월경에
연초 수준 회복
- 반월시화산업단지는 전국 평균보다는 빠른 9월경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 생산수준의 하락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2020년 12월에는 연초대비 135.9%의 높은 증가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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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COVID19 전후의 국가산업단지 생산액(2020.1=100)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가 제조업(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있음을 보여줌
고용 부문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 생산 또는 가동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화단지만이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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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코로나 전후의 국가산업단지 고용증가율(2020.1= 100)

산업단지 업종별 생산 및 고용 변화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 증감이 가장 많은 업종은 석유화학, 운송장비, 기계 등의
순이며 이는 주로 비수도권의 국가산업단지가 기여한 것임
서울디지털단지는 코로나 이후 섬유의류산업(주로 의복산업)이 회복을 주도했
음을 보여줌
시화산업단지는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 등의 순으로 생산증가를 주도
반월단지의 경우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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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주요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생산 순증감(2020년6월-2021년3월)
단위 : 억원

산업
단지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비금속

철강

계

전국

523

1,680

-66

41,662

911

8,747

14,866

6,564

15,054

90,916

서울

-1

1,134

-79

298

26

-3

453

165

-7

2,127

시화

92

82

313

1,125

-4

473

507

789

314

3,703

반월

-35

176

-125

644

55

459

2,959

1,802

-22

5,979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동향(각년월).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같은 기간 고용의 4,608명 감소한 반면 섬유의복에서
3,872명의 고용 증가가 있었으며, 기계업종의 경우에도 1,080명의 증가가 있
었음
시화산업단지에서의 기계업종에서 5,468명의 순고용증감이 있었으며, 이는 전
국 3,650명의 순고용 증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반월산단의 생산 증가를 주도한 기계와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고용이 정체하거
나 또는 감소하였음
[표 6-2] 주요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고용 순증감(2020년6월-2021년3월)
단위 : 명

산업
단지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전국

604

1,655

-2,310

1,561

3,196

서울

-144

3,872

-298

548

46

1,080

-1,908

134

시화

213

-165

-92

-219

-1,035

5,468

-1,034

680

반월

200

1,000

226

470

38

121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계

3,650 -10,408 -5,719 -6,326 -11,456

-2,858 -1,397

-8,068 -4,608
-227

3,758

201

-1,628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동향(각년월).

서울의 섬유의복산업, 반월시화단지의 기계산업의 높은 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밸류체인과의 단절에 따른 로컬생산체인의 발전, 코로나19 이후의 새로
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관련된 업종의 성장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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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코로나19 → 노동력 수급의 애로 →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수요 확대→
기계산업의 발전
- (의류) 동대문 생산체인의 약화 → 디자이너브랜드 의류의 시장 확대 → 서울디지털산단의
의류패션산업 성장

코로나19와 관련 제조업 및 산업거점 발전의 두가지 트렌드
첫째, 제조업의 제조업 즉 기계장비 산업은 향후 스마트팩토리, 지능형서비스로
봇 등을 통해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유망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반월시화산업단지는 금속가공, 조급금속, 기계장비 등의 생태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향후
제조업과 도시서비스업의 혁신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산업으로써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코로나19이후 차별화된 소비층에 기반한 고급생활소비재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패션디자이너산업은 비록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거대산업은
아니지만 국내 중산층의 차별화된 수요에 기반하여 지식인력 집약적 산업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이 산업에는 대졸이상의 청년 전문인력 풀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
장이 형성되어 청년일자리 출에도 기여할 것임. 패션디자인, 화장품, 웹툰, 캐릭터, 키덜트
장난감 등은 경제의 문화적 역량 향상과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도시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업무지구 등에 전문지식인력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
계 구축 필요함

3.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지역 제조네트워크(local and regional manufacturing networks) 의 재구축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가치사슬과 수요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
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지역제조네트워크 구축이 재
조명됨
- 미국과 EU의 경우 방역과 관련된 의료산업은 물론,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부분의 역내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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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의류와 같은 중저위기술 산업에서도 공급망의 디지털화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이
보다 느슨해지면서 플랫폼 기반의 소규모 투자 증가를 경험(리쇼어링)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 제조업 가치의 재인식과 함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 확대

산업 커먼즈(industrial commons)는 지역제조네트워크구축의 핵심 동력
- 산업 커먼즈 는 “R&D 노하우, 고급 프로세스 개발 및 엔지니어링 기술, 그리고 특정
기술과 관련된 제조 역량”(Pisano, G. and Shih, W., 2012). 산업커먼즈는 사람(기술)과
암묵적 지식이 한 지역 내에서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동하거나 공급망에서 회사
간의 협력으로 인해 지리적 실체를 형성하는 경향

- 이는 특정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활동 부문 전반에 걸쳐 지역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촉진
- 제조공정의 분화와 공급망의 고도화는 제조부문의 지리적 분리를 일으키고 이는
기업의 산업 공유재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혁신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음. 가치
사슬의 나머지 부분에서 제조를 분리함으로써 중요한 암묵적 지식의 이전을 놓칠
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혁신의 손상 초래
- COVID-19 위기는 R&D와 제조 프로세스를 분리하는 것의 취약성을 드러냈음.
제조가 지역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역경제는 팬데믹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었음
지역제조네트워크의 경쟁력과 제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효율성
과 다양성의 적절한 조합 필요
- 경제의 다양성과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면 경제의 회복탄력성은 향상되나 효율성(높은 비용
구조)이 낮아져 경제구조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향후 지역혁신에 있어서 기업과 사회의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접근 필요:
요소투입의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참여주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방된 미래가 담보되
어야함: 문화, 사회자본, 개방성

94∣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그림 6-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성과 다양성의 적정비율

자료 : Lietaer, et al.(2010), 박병원(2013, p.7)에서 재인용

산업거점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생태계 구축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디지털전환, 즉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관련됨
-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통하여 시장수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제고됨

산업거점의 입지유형과 산업구조 특성에 따라 처한 위기요인과 대응방안이 차
별화될 수 있음
- 반월시화산업단지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집적된 도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특히 고용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며, 핵심업종(자동차부품, 기계 등)의
생산네트워크의 재구축과 혁신기방 확충이 중요한과제로 등장
- 서울디지털단지, 판교테크노밸래 등과 같은 도심업무지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
로 덜 받았으며, 오히려 게임, 소프트웨어와 같은 업종은 대표적인 언택트 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였음
- 경기도의 경우 향후 생산과 고용의 확대가 예상되는 도심형업무지구가 질적 양적으로
미발전되어 있으며, 향후 신규 테크노밸리 조성, 테크노밸리 혁신기반구축, 청년을 위한
스타트업공간 확대 등의 정책 추진 필요

경기도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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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회복력 제고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경기도 권역별 특화 스마트트제조혁
신센터 구축이 필요함. 현재 경기도 안산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나 범용시
설로써 지역특화산업별 제조혁신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이라는 당위성에서 벗어나 산업별, 지역별 전문화된 스마트팩토리와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원 확대 필요
-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융복합화에 대응하여 개방형의 제조서비스실증테스트베드(FaaS)
등의 도입확대 검토
- 제조서비스실증테스트베드(FaaS)란 소량의 제품을 합리적 비용으로 생산 유통할 수 있도
록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필요한 시제품 및 초도생산을 지원하는 개념. 이곳
에서 대량 생산하기 이전 단계의 시제품을 미리 만들어 보거나 대량생산을 위한 공정
시뮬레이션을 함
[그림 6-7] 개방형 제조서비스 실증 테스트베드 개념

해외사례: 독일의 경우 전국 권역별로 스마트팩토리 특화센터를 구축하여 제조
4.0 추진
- 2015년 이래 총 26개의 ‘Mittelstand 4.0 Competence Centers(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가 설립되어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관한 정보 및 특별 지원 제공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2019)
- 독일 전역에 걸쳐 지역별 센터와 특정 주제별 센터가 결합되어 모든 부문과 기업의 수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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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역량센터는 센터별 강조점(예 : IT 법률 또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조 또는 특정
부문 및 기업 유형별 특별 데모에 대한 특정 전문지식 등)에 특화
[그림 6-8] Mittelstand 4.0 역량센터

자료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2019).

도시형 업무지구 및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테크노밸리의 혁신기반 구축
- 현재 경기도에는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파크 등을 중심으로 혁신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구축되었으나 신규로 추진되는 테크노밸리에는 유치업종 외에는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추진되는 테크노밸리 등의 지식산업집적지 조성시 현재의 입지여건에 맞는 타겟기
업･산업의 설정과 중장기 기업유치전략 마련 필요
- 특히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청년예비창업, 혁신스타트업 등의 접근성이 높으므로 청녕일
자리 창출 측면에서 공공임대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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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경기도 주요 첨단산업단지 현황 및 계획

자료 : 문미성(2021). 수도권 ICT산업의 네트워크특성과 경기도정책방안, 경기연구원.
주 : 그림의 붉은 부분은 수도권 ICT산업의 집적도를 시각화한 것임.

[표 6-3] 경기도 테크노밸리 추진현황 및 유치업종
지식산업단지명

사업유형

유치업종

고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일부)

영상콘텐츠(AR/VR), 스마트의료, 바이오메디컬 등 ICT기
반 융복합산업

양주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스마트섬유, 스마트생활소비재 등 IT-제조융합산업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부천대장

도시첨단(일부)

미정

고양창릉

신도시

R&D기반 지식산업 및 연구기능(안)

남양주왕숙

신도시

미정

집적지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필요
- 전략타겟업종･기업유치에 필요한 혁신기반시설을 조기 구축함으로써 기업유치의 유리한
발판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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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의 경우 고양테크노밸리는 영상기술, 양주테크노밸리는 스마트제조혁신 등을 핵
심기술로 설정하고 관련 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 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지역 제조업의 스마트혁신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설정하고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스마트공장테스트베드, 러닝팩토리 등) 등의 혁신기반시설 구축 검토
- 고양테크노밸리는 영상기술(AR/VR)이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원격의료), 정보
기기산업 등으로 가치사슬이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영상기술융합기반시설 구축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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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부문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방안

1. 국내외 일반 동향
1) 글로벌 서비스업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 및 여타 경기침체기와 달리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업종이 크게 위축됨
IMF(2021b)은 글로벌 주요국의 도소매업 및 숙박업 등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을 크게 받은 고강도 대면접촉 업종(High Contact, Affected)의 부가가치
액31)이 2019년 4/4분기 이후 2분기 만에 약 25% 감소한 것으로 파악
- 강력한 감소세가 팬데믹 충격 이후 2분기 내의 짧은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도 이전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여타 경기침체기와는 다른 양상임
- 1990년 이후 기간 중 어떤 경기침체기에도 글로벌 주요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감소세가
금번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같이 강력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나
여타 경기침체기와 달리 금번 코로나 팬데믹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활동을
더 크게 위축시킴
고강도 대면접촉 부문의 부가가치는 2020년 2/4분기까지 약 25% 감소32)한
반면 제조업이 포함된 저강도 대면접촉 부문(Low Contact, Other)의 부가가
치는 금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최대 약 15% 감소에 그침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저강도 대면접촉 부문(Low Contact, Other)의 부가
가치는 약 10% 감소한 반면, 고강도 대면접촉 부문은 약 7% 감소하는 데 그침
- 과거와 달리 금번 코로나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크게
31) 세계 주요국 38개국의 부가가치 합계 기준임.
32) 2019년 4/4분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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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근거
[그림 7-1] COVID-19 팬데믹과 여타 경기침체기 간 서비스 부가가치 추이 비교

자료 : IMF(2021b)에서 발췌.
주 : 1990년 1/4분기 – 2020년 4/4분기까지 38개국 부가가치 데이터에 구매력평가기준 GDP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가중평균부가가치를 추정한 것임. 수평 축의 숫자는 부정적인 충격 발생한 이후 지나간 분기
를 의미함. 예를 들어, 숫자 ‘0’은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며, 숫자 ‘2’는 부정적 충격 발
생 후 2분기째를 의미함. COVID-19 팬데믹의 경우, 숫자 ‘0’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동일하게 2019
년 4/4분기를 의미함. Global Financial Crisis(GFC)의 경우 숫자 ‘0’은 2007-20008년 기간 중 개
별국가의 실질 GDP의 정점이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며, 이 시점은 국가마다 상이함. Other
(Recessions)는 1990-2006년과 2009-2019년 기간 중 실질 GDP가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기간을 의미함. “High-contact, Affected sectors”는 도소매업, 교통, 음식숙박, 예술 및 기타 개
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High-contact, Less Affected”는 건설, 공공행정, 교육, 보건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Low-contact Services”는 정보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포함
하고, “Low-contact, other”는 농업, 광업, 제조업 및 수도광열업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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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부가가치 흐름과 유사하게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2020년 2/4분기
에 가장 크게 감소한 후 점진적으로 회복
개도국의 고강도 대면접촉 업종의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
- 2020년 2/4분기 개도국의 고강도 대면접촉 업종의 취업자 수는 2019년 4/4분기 대비
26.9% 감소

선진국의 고강도 대면접촉 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세는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
으로 약함
- 2020년 2/4분기 선진국의 고강도 대면업종의 취업자 수는 2019년 4/4분기 대비
10.6% 감소
[그림 7-1] 글로벌 주요국 부문별 취업자 수 누적증감률 추이
단위 : 2019년 4/4분기 대비 %

자료 : IMF(2021b에서 발췌.
주 : 27개 선진국(Advanced Economies: AEs)와 16개 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s)의 취업자수 합계의 누적 증감률임. “High-contact, Affected sectors”는 도
소매업, 교통, 음식숙박, 예술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High-contact, Less Affected”
는 건설, 공공행정, 교육, 보건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Low-contact Services”는 정보통신, 금융보
험, 부동산,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Low-contact, other”는 농업, 광업, 제조업 및
수도광열업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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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서비스업 동향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은 일시적으로 감소한 직후 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오랜 시간동안 위축되고 회복강도도 약함
제조업 실질 GDP는 2020년 2/4분기 중 전년동분기대비 6.5%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하여 2021년 2/4분기에는 13.5%의 증가율을 기록
코로나 팬데믹 발생직적 제조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서비스업 실질
GDP 증가율은 2020년 1/4 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조업 실질 GDP 증가세를
하회하는 이례적인 현상 나타남
[그림 7-2] 제조업과 서비스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지수 증감률도 실질 GDP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
며 2021년 상반기 기준 제조업 생산활동은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전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활동은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전 수준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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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지수

[그림 7-4]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지수

증가율

(2019년=100)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DB.

과거 주요 경제위기 상황에 비해서도 코로나 팬데믹의 경우 제조업보다 서비
스업 위축강도가 강한 것이 일관된 특징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서비스업 실질GDP 감소세는 90년대 후반 아시아 외
환위기 수준보다는 약하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보다는 강함
- 금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서비스업 실질GDP 증감율의 최저치는 2020년 4/4분기
–1.8%였으며,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동 수치가 각각 –3.6%(1998년
2/4분기)와 0.6%(2009년 1/4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제조업의 위축강도는 아시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팬데믹 중 제조업 실질 GDP 증가율의 최저치는 –6.5% (2020년 2/4분기)였으며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동 수치는 각각 –12.6%(1998년 2/4분기)와
–9.8%(2009년 1/4분기)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 실질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값을 기록한 것
은 금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그만
큼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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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제조업 실질 GDP 증감률

[그림 7-6] 서비스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주1 : IMF 외환위기 데이터의 기간은 1997년 1/4분기 – 1999년 2/4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데
이터의 기간은 2008년 1/4분기 2010년 2/4분기, 코로나 팬데믹 데이터의 기간은 2019년
1/4분기 – 2021년 2/4분기임. 동 기간이 해당 위기의 발생기간을 의미하지는 않음, 비교목적으
로 해당 위기발생 시점근방을 임의로 선정한 것임.
주2 : 수평축의 숫자는 ‘1’이 해당 기간 데이터의 시작 시점을 (예: COVID-19 보건위기의 경우 1은
2019년 1/4분기를 의미) 의미하고, ‘10’은 종료 시점을 의미 (예: COVID-19 보건위기의 경우
10은 2021년 2/4분기를 의미.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중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종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대면접촉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종의 생산은
양호한 흐름을 보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중심으로 대면접촉
이 필요한 서비스 업종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실질 GDP는 2020년 2/4분기 중 전년동분기대비
–37.9%나 감소
- 숙박 및 음식점업 실질 GDP 증감률 최저치는 2020년 4/4분기의 –24.3%
- 이 밖에도 운수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대면접촉이 필요한 업종의 실질 GDP 2020년
중 감소세를 기록

금융 및 보험업과 통신업 등 대면접촉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업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에도 양호한 성장세
를 기록
- 금융 및 보험업 실질 GDP는 2020년 중 매 분기 증가세가 확대되며 2021년 1/4분기에는
10.4%의 증가율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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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업, 부동산업, 출판/방송/영상/정보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관련 서비스업 등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생산증가세가 견실했던 업종임
[그림 7-7] 전국 서비스업 업종별 실질 GDP 증감률 (부진업종)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그림 7-8] 전국 서비스업 업종별 실질 GDP 증감률 (양호업종)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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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서비스업 생산활동을 비교하고 있는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도
실질 GDP 증감률 추이와 유사하게 대면접촉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업종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7-9] 대분류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
단위 : 전년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B DB.
주 : 2021년 수치는 2021년 1월 – 8월 평균 수치임.

현재까지 대면접촉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업종의 생산활동은 코로나 팬데믹
발생직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비대면 중심의 업종은
이미 2019년 수준을 크게 상회
월평균 생산지수 기준으로 2021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생산활
동은 2019년 수준의 66.9% 수준에 불과하여 회복강도가 매우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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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21년 월평균 생산활동은 2019년의 76.8%에 불과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2021년 월평균 생산활동이 2019년 수준의 123.3%
수준으로 대면중심 서비스 업종과 극명하게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줌

[그림 7-10] 전국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지수 (2019년=100)

자료 : 통계청 KOSIS DB.
주 : 2021년 수치는 2021년 1월 – 8월 평균 수치임.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하는 서비스업종 내 생산활동의 양극화 현상도 2020년
중 뚜렷하게 나타남
2020년 중 인터넷쇼핑업,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자동차 판매업, 가구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은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에서도 두 자릿수대의 성장률을 기록
2020년 중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면세점, 주점
업, 의복 및 신발 도소매업, 한식음식점업, 휴양콘도 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학원 등은 두 자릿수대의 감소율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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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전국 서비스 업종별(5단위) 생산지수(불변지수) 증감률
단위 : 전년동분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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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KOSIS DB.

114∣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2. 경기지역 서비스산업에 대한 영향 진단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2010년 이
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
경기도 서비스업 총지수33)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2020년 2/4분기부터 연
속 3분기 마이너스를 기록 (1/4분기 0.9%→2/4분기 –1.61% → 3/4분기 –
0.8%→4/4분기 –1.57%)
- 가용통계 시작 시점인 2010년 이후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 총지수가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처음

다만, 2020년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총지수) 증감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활동 감소세가 전국에 비해서는
약함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20년 내내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기록
[그림 7-11] 경기도 제조업 서비스업 생
산활동 비교

[그림 7-12] 전국과 경기도 서비스업 생
산 총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KOSIS DB.

2020년 중 증감률 1위를 기록한 서울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2020년에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감률이 ‘+’를 기록한 유일한 지역
- 2019년 증감률 1위를 기록했던 제주도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2020년
33) 불변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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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21년 기준 모두 16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표 7-2] 광역시도별 서비스업 생산(총지수) 증감률 및 순위
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증감율(전년대비,%)
2019
2020
2021
1.71%
1.16%
3.56%
0.36% -4.16% 2.05%
0.54% -2.99% 1.24%
1.21% -9.87% 0.33%
1.28% -1.57% 1.15%
0.82% -2.57% -1.43%
-0.32% -3.14% 0.54%
1.66% -1.00% 2.26%
0.19% -4.93% 0.42%
0.56% -3.23% 0.79%
1.29% -3.21% 1.41%
1.06% -1.33% 0.41%
1.73% -1.88% 0.64%
0.89% -4.45% 1.57%
0.53% -2.31% 0.46%
2.12% -10.47% -1.56%

2019
3
14
12
7
6
10
16
4
15
11
5
8
2
9
13
1

증감률 순위
2020
2021
1
1
12
3
8
6
15
14
4
7
7
15
9
10
2
2
14
12
11
8
10
5
3
13
5
9
13
4
6
11
16
16

자료 : 통계청 KOSIS DB.
주 : 2021년 수치는 2021년 1/4-2/4분기 평균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됨.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나,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
활동 위축강도가 전국에 비해 양호한 것은 경기도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
비대면 기술 활용도가 높은 데 기인할 가능성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IT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이 경기도에 높게 집적되어 있어 동 산업이 여타 서비스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쳤을 가능성
경기도 대면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준에 따라 대략
22.5- 33.8% 수준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14위 수준에 해당되는 낮은 수치
를 기록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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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대면서비스업종 비중1

[그림 7-14] 대면서비스업종 비중2

단위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DB이용 저자 계산.
주 : 대면서비스업종 비중1은 2019년 서비스업 명목 GRDP에서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GRDP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며, 대면서비스업종 비중2는 위의 대면
서비스업에 도소매업을 추가한 합계 비중임.

수도권 외식업종에 있어서 무인주문기(키오스크)나 배달앱 활용도가 2020년
중 크게 상승
- 무인주문기 활용 비중 19년 1.0%→20년 2.1%, 배달앱 활용 비중 19년 10.9%→20년
19.2%로 확대

코로나 팬데믹의 경기도 서비스 업종별 영향도 전국의 양상과 유사하게 대면
접촉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업종의 생산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대면중심 서비스업 생산 감소세가 강하게 나타남
- 경기도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20년 중 전년동분기대비
최대 38.4%까지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도 최대 22.2%까지 감소

대면중심 서비스업 외 분야의 서비스업 생산활동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흐름을 보임
-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큰 폭의 생산활동 증가세를 보임
- 경기도의 경우 특히 부동산업이 활황세를 보여 2020년 중 부동산업 서비스 생산지수
증감률은 최대 전년동분기대비 24.6%를 기록하여 업종별 증감률 최고치를 기록
- 금융 및 보험업 생산활동도 견실하여 생산활동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이 2020년 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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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에 다다름
[그림 7-15] 2020년 중 감소세 기록 경

[그림 7-16] 2020년 중 증가세 기록 경

기도 서비스 업종

기도 서비스 업종

자료 : 통계청 KOSIS DB.

전국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대면접촉 필요성이 높은 경기도
서비스업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영향을 덜 받는 업종들도 존재
경기도의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중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서비스업종이나 타 지역에 비해
감소세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했음
- 2020년 증감률 기준 경기도의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6개 광역지
자체 중 각각 3위, 1위, 2위를 기록

2020년 중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한 경기도의 정도통신업, 부동산업 등은 타
지역에 비해서도 성장세가 강한 서비스 업종임
- 2020년 중 증가세를 기록한 경기도 서비스 업종 중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16개 광역지자체 중 각각 1위, 5위, 6위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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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경기도 서비스업 부문별 생산 증감률과 지자체 상대 순위

업종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순위
(광역지자체 중)
2019 2020 2021
4
2
2
3
12
4
14
9
8
8
3
2
1
5
5
8
5
5
3
5
7
5
6
7

2019
2020
2021
총지수
1.66% -1.00% 2.26%
교육 서비스업
-0.15% -4.81% 1.91%
금융 및 보험업
-2.59% 9.53% 4.29%
도매 및 소매업
-1.20% -0.73% 2.8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10% 1.40% 0.60%
부동산업
4.08% 17.66% 5.8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33% -3.74% -0.4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4% 5.43% -1.41%
-14.74
숙박 및 음식점업
-1.58%
-3.49% 11
%
-35.9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4%
-1.36% 2
%
운수 및 창고업
0.86% -6.72% 8.37%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6% 1.38% 3.69%
1
정보통신업
5.29% 7.81% 1.11%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5% -8.64% -0.98% 14

2

4

12

12

1
6
1
8

1
12
4
4

자료 : 통계청 KOSIS DB.

경기도 생산활동과 유사하게 경기도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나 대면접촉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업에는 부진한 흐름
이 지속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 수(1,303천명)는 코로나 팬데믹 발생직
전인 2019년 하반기 취업자 수(1,273천명)의 98.9% 수준이었으나 제조업 경
기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2021년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1,362천명)는 2019
년 하반기 취업자 수의 107% 수준으로 증가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도 양호한 흐름을 기록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숙박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2019년 취업
자 수의 80-90%에 불과한 상황으로 회복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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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7] 경기도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업 취업자수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DB.
주 : 2019년 하반기 취업자수를 100으로 환산하여

120∣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표 7-4] 지역고용조사 경기도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업 취업자수1
단위 : 천명

시점

제조업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1140.7
1154.7
1215.4
1261.7
1295.8
1310.8
1300
1270.8
1314.3
1336.3
1291.7
1312.9
1248.9
1272.7
1258.4
1303.1
1362

2019
2020
2020
2021

하
상
하
상

100
98.9
102.4
107.0

음식점
금융 및
및
보험업
주점업
838.8
69.7
24.6 375.8 201.6
874.8
70.9
26.6 414.9 195.3
890.7
70.6
25.9 439.6 192.8
889.8
70
26.7 463.2 176.8
859.9
72.6
30.2 478.2 174.8
888.4
74.2
29.8 504.5 165.6
930.5
77.6
36.5 512.7 167.9
952.4
73.3
33.8 514.9 181.2
991
77.2
30.6 513.8 170.8
1010.8
74.3
28.7 526.6 179.6
1016.9
85.2
28.9 517.5 195.3
1005.5
102.9
29.9 486.6 217.2
1030.3
96.3
36.1 547.1 200.8
1014.2
97.9
34.5 519.5 196.6
992.3
102.5
33.3 477 186.7
958.4
106.8
25.4 464.2 178.5
910.2
111.9
27.6 487.8 187.4
2019 하반기대비 (2019년=100)
100
100
100
100
100
97.8
104.7
96.5 91.8 95.0
94.5
109.1
73.6 89.4 90.8
89.7
114.3
80.0 93.9 95.3
도매 및 창고 및 운송
숙박업
소매업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교육
서비스업 서비스업
275.3
277.3
280.9
281.2
273.2
293.9
308.6
294.8
276.1
271
273.4
254.4
260.2
276.8
281.1
300.1
300.9

419.3
431.7
439.9
454.8
438.4
448.6
450.7
464.1
475.5
464.2
459.3
462.9
464
483.5
445.9
431.4
456.7

100
101.6
108.4
108. 7

100
92.2
89.2
94.5

자료 : 통계청 KOSIS DB.
주 : 하단의 2019 하반기대비 수치는 2019년 취업자수를 100으로 환산하여 재계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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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지역고용조사 경기도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업 취업자수2
단위 : 천명

시점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182.5
193.7
196.9
206.1
201.3
226.8
218.4
222.4
220.5
225.8
225.5
242.1
269.3
273.2
268.9
283.4
301.8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170.4
190.6
190
197.4
204.5
199.3
197
210.5
207.8
218.7
221.1
216.1
215.1
217.6
222.3
223.5
241.6

2019
2020
2020
2021

하
상
하
상

100
102.2
102.7
111.0

창작, 예술 및
협회 및 단체,
스포츠 및 오락
여가관련
수리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30.1
78.8
298.6
32.2
78.2
317.2
32.2
76.7
295.1
29.1
83.6
298.6
40.1
88.4
304.9
40.2
83.7
296.1
30.6
77
283.1
38.9
75.7
275.7
32.6
81.1
293.8
37.5
77.1
297.9
39.4
84.6
293
39.7
83.4
269.7
44.6
86.3
298.3
55.4
95.4
285.2
49
93.8
284.1
54.3
87.1
266.7
48.2
86
272

2019 하반기대비 (2019년=100)
100
98.4
103.7
110.5

100
88.4
98.0
87.0

100
98.3
91.3
90.1

자료 : 통계청 KOSIS DB.
주 : 하단의 2019 하반기대비 수치는 2019년 취업자수를 100으로 환산하여 재계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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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9.6
93.5
95.4

3.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1)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원
손실보상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지원방법 강구
현재 손실보상제 논의 과정에서 보상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부
업종이 배제되는 등의 논란 발생
- 피해가 컸던 여행･관광 업종이나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적용대상에
서 배제되어 논란34)
- 동일업종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포함여부가 달라짐으로써 형평성 문제 발생

경기도내 피해업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
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제도의 시행 초기라는 특수성과 제도의 시행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 결정되기
보다는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됨을 감안
- 보상에서 배제된 업종을 경기도 단위에서 판단하여 보상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 필요
- 제도가 업종 간 또는 지자체 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출의존도가 커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구조
를 개선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
오윤해(2021)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의
큰 폭 증가와 고금리 대출의 급증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상승
대출중심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신용도 악화 등 대출지원의 부작용
을 대비한 정책을 고민할 필요
- 지자체 단위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을 직접 실행하기는 어렵겠지만 통화금융정책당국이나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채무구조 변화양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34) “결혼식장･공연장 손실보상 빠진 업종 소비쿠폰･대출 확대 검토”, 중앙일보(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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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금융정책당국의 대출관리 노력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과도하게 고금리 대출에 의존
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경기도 서비스산업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응한 경기도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평가 수행
경기도의 일부 서비스산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덜 받았는 바, 통계자료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이 현상의 원익
파악 필요
- 경기도의 대응정책의 효과인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온라인산업과 비대면 환경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한 IT, 반도체, 온라인 관련 산업 등이 경기도에 집적되어 있어서 서비스
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 필요
-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업체조사 및 지역소득 통계 등이 확보되는 대로 면밀한 분석 수행
후 서비스산업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필요

현재까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중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틀과 철학, 개
별사업의 종합적 조망, 지원정책의 평가 등 종합적인 분석작업 부재
- 실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은 부문이 생활밀접 서비스업이므로 이 부문
에 초점을 맞춘 경기도 차원의 지원정책 체계의 적절성과 성과분석 필요

2) 경기도형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필요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처해 있는 소요재원 및 정책수단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업 지원 정책목표 및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
생활밀접 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보호 및 생존이라는 정책
목표와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 육성관점의 목표 간 중장기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
-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적 성격의 서비스업 발전 계획과 지자체로서 정책집행에
비교우위가 있는 생활밀접 서비스업에 대한 현장중심의 지원 간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철학적 정립 필요
- 재차 논쟁이 되고 있는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가단위의 산업정책으로
서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의 육성과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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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밀접 서비스 산업의 상당한 자생적 구조변화 전까지는 산업육성정책 차원이 아닌
사회안전망 보완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보호 차원의
생활밀접 서비스업종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지자체에게 중요한 과제

정책의 철학적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기존 연구분석결과의 종합과 경기도
서비스산업을 재조명하는 심도깊은 분석 선행될 필요
기존 경기도 서비스업 발전 기본계획이 존재하나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한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기존 경기도형 서비스
산업 발전계획을 재검토
서비스업종의 다양성과 지역관련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여 생활밀접 서비스업
종의 실상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유망 서비스업과 함께 경기도 서비스업 전체
를 조망할 수 있는 종합적 분석 필요

3) 디지털 및 비대면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경기도 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중소상인 대상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및 비대면 환경 적응력에 따라 업종 간 또는
업종 내 생존력에서도 양극화가 발생
- 업종 간: 2020년 중 비대면 환경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응이 어려운 업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등)의 생산활동이 타 업종에 비해 더 크게 위축됨
- 업종 내: 예를 들어, 동일한 음식점업 내에서도 비대면 배달 환경으로의 전환이 빠르고
순조로운 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서 손실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진 고객의 냉정한 서비스 평가로 인해 동종업종/
업태 내에서의 경쟁 격화
- 평점 시스템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는 업체는 소비자의 냉정한 평가와
경쟁업체와의 경쟁격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생존경쟁이 더 치열해짐

시설/장비 소요가 수반되는 디지털 전환과정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사업을 보완하거나 필요시 지역별
특성과 기술수요를 감안한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중소상인 디지털화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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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및 집행
- 상당한 기술 및 장비가 투입되는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정에는 상당한 재정소요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또는 독립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중점지원 대상의 선정, 단계별 정책과제 등 중요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여
도내 중소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필요
- 지역별로 인구/산업/사회 구조에 따라 특정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상이하고 서비스업
내에서도 업종/업태 별로 필요한 디지털/비대면 기술이 상이할 수 있어 지역별 서비스업
수요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중소상인 디지털화 지원정책을 모색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도 업종별로 다양하여 이를 감안한 차별화
된 지원정책이 필요
- 예컨대, 도소매업은 온라인쇼핑물이나 스마트 오더 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디지
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고, 특정 디지
털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35)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시설자금 대출 등 지원 가능성 모색하여 제조
업 지원정책 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경기도는 과거에도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
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서비스업까지 확대 적용한 경험이 있음

36)

- 이러한 방식의 과거 자금공급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
도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35) 물론,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표본선택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정교한 기술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6)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시설자금 서비스업까지 확대”, 연합뉴스(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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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업종 정부지원 필요 디지털 기술(100점 만점)
구분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기술업
사업
시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
츠여가업
수리･기타
서비스업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오더

스마트
디스플
레이

무인결제
주문형
키오스크

라이브
커머스

AR/
VR

3D
프린팅

유형
로봇

매출
분석
시스템

24.3
7.2
34.6

16.9
2.3
32.0

15.3
1.5
24.4

11.5
0.0
21.3

7.6
0.0
14.8

7.5
0.0
14.0

7.1
1.5
13.9

6.2
0.0
13.4

12.5
2.7
22.7

19.7

13.9

12.0

12.0

3.6

0.0

0.0

0.0

0.0

27.5

26.0

26.5

19.6

20.1

21.6

20.1

19.1

21.6

47.0

4.5

19.5

0.5

0.5

8.5

2.0

1.5

15.0

4.0

2.5

3.0

2.0

2.5

3.5

8.0

1.5

8.5

16.5

16.5

11.5

13.5

11.5

10.0

12.5

10.0

16.5

33.3

13.2

12.7

5.4

2.0

4.4

0.5

0.5

14.7

35.5

24.5

26.0

15.5

10.0

9.0

8.0

8.5

20.0

5.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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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남윤형(2021).

4)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
미래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산업육성정책 성격의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을 활용
기재부 주도로 입법화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2021년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37)은 주로 서비스업 전반의 고도화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경기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2021년 3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은 서비스R&D, 해외진출 지원, 인력양성･공급
등 서비스산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과 관광/보건의료/물류업/컨텐/츠/예술･스포
츠/금융/연구개발/SW･정보 등 8대 분야의 유망서비스업 육성 전략 등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기 힘든 규모 및 내용의 사업을 담고 있음
37) 정부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의 세부과제는 지면의 제약으로 부록에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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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관련 재원, 재량권, 거버넌스, 서비스업의 다양성 등의 요소는 서비스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주도하는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시사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집행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정부는 서비스산업 부문에서의 디지털전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디지털
전환 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 디지털전환 필요 사업체 컨설팅 지원, 스마트 상점
및 동네슈퍼 무인시스템 지원, 유망 소상공인 상품의 구독경제화 지원 등 서비
스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계획38)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추진 중
- 디지털전환 산업육성/수요확대 방안에 “사업체의 디지털전환 수준을 진단하고 사업체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디지털 전환 교육･컨설팅을 제공할 계획도 발표

사업집행 및 효과성 제고에 있어서 경기도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심화시키거나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
-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상점 등 중소･영세 서비스 스마트화’ 분야의
정책과제(스마트 상점 및 동네슈퍼 무인시스템 지원)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또는 사업을 더욱 심화하여 추진할 경우 정책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상권 단위의 지원 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프로그램을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추진하는 정부
의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39)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기도 독자적으로 소규모 상권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상공인 구독경제 사업40)등의 시범운영 등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현장중심 정책역량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중앙정부 추진 정책과제가 다양한 이유로 추진속도가 더디거나, 사업지속성이
짧을 경우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 또는 보완
- 일례로, 중앙정부의 최근 발전전략에 담긴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추진 컨설팅 및
교육 등이 단기에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해당 사업의 효과성 검증 후 경기도가

38) 관계부처합동(2021a).
39) 관계부처합동(2020).
40) 관계부처합동(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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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표 7-7] 중앙정부 서비스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분야

정책과제
▪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수요확대 방안
디지털 전환 산업 육성
마련
및 수요 확대 방안
▪ 디지털전환 수요확대 시범사업 추진
▪ 스마트서비스 사업 지원(1,350개사)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 스마트서비스 신규솔루션 기술개발
상점 등 중소･영세 ▪ 스마트서비스 보증 지원
서비스 스마트화
▪ 스마트상점 보급(10만개)
▪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방안 마련
비대면 新서비스 창출 ▪ 비대면 선도서비스 투자
지원 확대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16만개사)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

추진시기

담당부처

’21 (단기)

과기부

’21 (단기)

과기부

~’25 (중장기)

중기부

~’22 (단기)

중기부

~’25 (중장기)

중기부

~’25 (중장기)

중기부

’21.上 (단기)

중기부

~’25 (중장기)

과기부

~’25 (중장기)

중기부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확충

~’22 (단기)

산업부

▪ 제조서비스 관련 신규기술 개발

~’22 (단기)

산업부

▪ 시제품 제작･컨설팅 활용 지원

~’25 (중장기)

산업부

▪ 디지털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23 (중장기)

산업부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1a).

제7장 서비스업 부문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방안∣129

08
소상공인 부문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방안
G

1. 국내외 일반 동향

y
e

2. 경기지역 소상공인 부문 영향 진단

o

3.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n
g
g
i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제8장

소상공인 부문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방안

1. 국내외 일반 동향
서비스업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문화･여가,
숙박･음식, 개인서비스 등 일부 업종들은 충격이 심각한 상태가 지속
서비스업 생산지수(계절조정지수)를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증가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총지수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급감하였지만 2021년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
으로 상승하여 서비스업 전반의 경기는 회복세를 보임
[그림 8-1] 서비스업종별 2019년 4분기 대비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 계절조정지수

주 : 2020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자료임.
자료 : 통계청(2021). “서비스업동향조사”.

업종별 생산지수의 추이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금융 및 보험업’, ‘부동
산업’, ‘정보통신업’ 등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미약하거나 충격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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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생산지수가 하락한 서비스업종으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코로나 직전 대비 20~30% 내외의 생산지수 감소세
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심각한 업종군으로 파악됨
- 이 밖에 ‘운수 및 창고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도 그 정도는 다소 약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남

소매업태별 성장과 위축의 양상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어 유통업 부문 내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유통업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공존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채널 간의
시장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
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8-2] 소매업태별 전년동분기 대비 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단위 : %, 경상지수

주 : 2019년 4분기 ~ 2021년 3분기 자료임.
자료 : 통계청(2021). “서비스업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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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이후 주요 소매업태별 판매액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인터넷쇼핑
업종은 전년동분기 대비 10~30%의 판매액 증가율을 지속하여 코로나19의 수
혜를 크게 누린 업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슈퍼마켓’,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등의 업태들도 대체로 전년동분기 대비 판매액
증가세를 보여 코로나19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반면, ‘섬유,의복,신발및가죽제품소매업’, ‘백화점’, ‘정보통신장비소매업’ 등은
전년동분기 대비 생산지수 감소세가 상당폭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될수록 소매업태별 성장격차 현상의 고착화로 인해 중소
유통업, 특히 소상공인의 시장영역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뉴노멀로 자리잡는 비대면 소비양식과 유통산업 구조재편 가속화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언택트’ 또는 ‘비대면’으로 상징되는 소비패턴의 변
화가 고착화되어 과거의 소비패턴으로 온전히 회귀할 가능성이 낮아짐
- 쇼핑, 외식, 학습, 업무, 미팅, 헬스, 게임 등 일상생활 전 분야에 걸쳐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고 보급되고 그 장점이 부각되면서 점차 기존
소비활동의 대체･보완 수단이 아닌 새로운 소비활동 양식으로 진화, 발전해 가고 있음
- 이러한 언택트 양식의 발전은 각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자신들의 성장 기회로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언택트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개발, 공급하는 등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함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언택트 소비양식의 고착화 및 진화, 발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오프라인 유통업태의 회복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
음
-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큰 충격을 받은 패션유통 중심의 오프라인 중소 쇼핑몰과 도심부
상점가 등은 감염병 장기화로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상권 회복의 잠재력 자체가
약화되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과거 수준으로의 상권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언택트 양식은 팬데믹에 따른 비상수단이자 보완책으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정상적 소비양
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기에 코로나19 이전의 소비양식에 기반한 업태는 시장 기반이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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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소비양식에 기반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소상공인의
플랫폼 종속화와 플랫폼 독점이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온라인 채널 이용 급증세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행태 변화의 수혜를 누리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유통･소비 시장의 구조적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음
유통업 부문에서는 전자상거래 전문기업인 ‘쿠팡’은 2021년 3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여 국내 증시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은 기업가치 3위의 위상
에 등극한 바 있음
- 쿠팡 등 직매입 중심 유통 플랫폼과 달리 그야말로 ‘플랫폼’ 기능에 충실한 오픈마켓 형태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11번가, G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등의 온라인 쇼핑몰들도 전반적
으로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크게 신장
- 오픈마켓은 플랫폼은 중소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판매 채널
가운데 비중이 매우 높은 채널이기 때문에 적극 이용하고 있음

음식배달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달의
민족’을 포함한 음식배달 중개 플랫폼과 배달대행 업태의 매출이 급신장
- 배달서비스의 보편화는 배달음식의 다양화와 품질, 서비스 경쟁을 촉발시켜 배달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배달음식 시장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확대된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유통, 음식업 외 다양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비대면 거
래/서비스 방식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숙박중개 ‘야놀자’, 부동산중개 ‘직방’, 세탁수거서비스 ‘런드리고’, 중고거래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 기업의 성장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임
- 이들 플랫폼의 상당수는 거래되는 상품, 서비스의 생산･공급 주체가 오프라인 기반 소상공
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님

IT기업으로 분류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본업인 포털 사이트와 메신저 서비
스의 독점적 위상을 기반으로 유통, 서비스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영역으로
진출하며 다각화를 하여 복합쇼핑몰 수준의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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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스마트스토어, 전통시장 장보기 등의 코너를 개설하고
있으나 그리 활성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카카오그룹도 메신저 서비스인 카톡 앱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쇼핑, 헤어샵(예매),
음식배달 등 소상공인 업종 대상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확장해가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공생의 관계에서 출발하였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 되면서 공생보다는 갈등의 관계로 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온라인 플랫폼은 승자독식 시장의 양상이 강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는 적자를
보더라도 이용자 수를 늘려서 수익보다 거래액 규모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을 목표를 두고 덩치를 키우는 데 주력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거래조건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갈등 상황이 표출
- ‘배달의 민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음식배달 시장 1위라는 독과점적 위상을 확립한 이후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경쟁업체보다 높은 거래 수수료, 노출 경쟁 유도를 통한 과도한
광고료 등을 통한 독점이윤 향유 추구

비대면 소비양식 확산은 전통적인 상업중심지의 공실률 급증 등 오프라인
상업공간구조의 재편을 촉진
명동, 홍대, 이태원 등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유동인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광역형 상업중심지일수록 공실이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심각
-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비대면수업 등으로 주거지 기반 근린상권일수록 코로나
19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배달음식 시장 팽창으로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음식점의 신규 개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상되는 배달음식 시장의 축소 조정 과정
에서 상당수의 배달음식점이 경영위기에 처할 가능성
코로나 여파로 급락한 상가 임대료가 창업 희망자에게 매력 요소로 작용
-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하여 저렴한 임대료 매장을 선점하여 창업하는 사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방역조치 영향을 많이 받는 PC방, 노래방, 주점 등이 폐업한 곳에
편의점, 카페, 음식점, 인테리어 등의 업종이 입점하는 경향

중심상권의 공동화 및 근린상권 활성화 양상의 지속가능성은 불확실하며, 지역
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제8장 소상공인 부문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방안∣137

- 코로나19 종식 이후 중심상권의 위상이 회복될 경우 근린상권의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상대적 점포과밀 상황 우려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의 시행으로 대면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도입 등 정부지원 확대 추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합금지 및 집합제
한 조치,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방역조치의 적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그 영향으로 매출이 더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임대료, 공과금 등의 고정비용 지출이 지속되고 있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긴급자금대출 등과 같은 단기
유동성 지원책과 동시에 일회성 재정보조사업인 포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5차
에 걸쳐 시행해 왔음
- 전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금은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었으며, 2차 이후는 소상공인에
한정하여 영업규제 정도에 따른 차등지급이 이루어짐

정부의 다양한 재난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영업규제 반발 및 지원
확대 요구 급증
- 2020년 11월 이후 3차 대유행 대응 영업규제 장기화에 따라 영업규제 대상 업종 소상공인
들의 피해의식과 집단적 문제제기 급증
- 2021년 7월 이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 업종들에서 폐업이 증가하고 자영업
자 단체들은 방역지침 완화촉구 시위를 전개하기도 함
-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정부는 긴급자금대출 등과 같은 단기 유동성 지원책들을 지속적
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일회성 재정보조사업인 포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5차에 걸쳐 시행
-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방역조치에 따른 매출감소 등 피해에 상응한
국가의 직접 보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 촉발

손실보상제의 법제화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과 지급기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제도 보완 추진
- 손실보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7월 7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되어 3개월 후인 10월 8일자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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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10월 8일 확정된 시행지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보정률을 배제한 전액보상 실시,
방역조치의 협소한 정의에 따라 제외된 숙박업 등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 등을 요구
- 정부와 정치권은 손실보상제에 시행에 대한 논란과 개선요구에 대응하여 최저 보상액
상향, 여행업 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 보사 추가 등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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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지역 소상공인 부문 영향 진단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품･서비스 품목별 소비행태 변화41)
코로나19 이후 식료품과 생활용품, 건강관리 분야의 소비 지출액 증가세가
높았으며 특히 식료품과 생활용품의 소비지출액 증가세가 높은 편임
국외 여행, 국내 여행, 주점, 레저활동, 문화서비스, 일반음식점, 의류 구매의
경우 소비지출액 감소세가 높게 나타났음
[그림 8-3] 상품･서비스 품목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지출액 증가세
단위 : %, 응답자 비율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비지출액 변화 의향 분석결과, 가전제품, 온라인 학습,
41) 2021년 9월 24일에서 2021년 10월 8일까지 수도권 거주 20세 이상~69세 이하 성인 남녀 536명 대상의 온라인(모
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2020년 5월 중에서 일부 중복되는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 조사결과와
비교분석 내용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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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예체능 학원은 소비지출액 감소 전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 품목은 대체로 소비지출액 증가 전망이 우세하며, 특히 일반음식점, 국내
여행, 문화서비스, 주점 등의 소비지출 증가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8-4] 상품･서비스 품목별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비지출액 변화 의향

*이용증가지속의향: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이용+이용 증가 응답자 가운데 이용 증가+이용 동일 응답자
비율.
*이용감소지속의향: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용 감소+이용 중단 응답자 가운데 이용 동일+이용 감소+이용
중단+계속 이용 중단 응답자 비율.
*이용의향지수: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용 경험자 중 코로나19 종료 이후 {(이용 재개+이용 증가)-(이용 감
소+이용 중단)} 응답자 비율.

(종합분석)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후 감소했던 소비
가 코로나19 종료 후에는 다시 증가/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주점,
여행, 문화서비스 소비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식료품 구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지출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종식 이
후에도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충격을 거의 받지 않는

제8장 소상공인 부문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방안∣141

품목으로 평가됨
- 반면, 보습학원과 예체능학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지출이 감소했지만, 코로나
19 종식 후에도 지속적인 소비 감소가 예상됨

온라인 학습과 가전제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지출이 다소 증가하거나
현상유지를 하였으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소비지출 감소가 예상됨
[그림 8-5] 상품･서비스 품목별 코로나19 발생 및 종식 이후 소비지출액 변화

*이용증감지수(%):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이용+이용 증가)-(이용 감소+이용 중단)}/(이용 증가+이용
동일+이용 감소+이용 중단).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쇼핑시설(장소) 유형별 이용행태 변화
소상공인 집적지 성격이 강한 쇼핑시설 가운데에서는 대형/중소패션아울렛,
도심/구도심상가, 알뜰장/5일장, 지역중심상가 등은 이용증감지수가 특히 낮
은 유형들로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편임
쇼핑시설별 이용빈도증감지수를 산출한 결과, 온라인쇼핑몰(40.1%), 라이브커
머스(27.4%)의 경우 이용빈도 증가자가 이용빈도 감소자 대비 많은 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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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쇼핑시설들은 이용빈도 감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 초기(2020년 2분기) 동일한 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온라인쇼핑몰과
라이브커머스,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오프라인 쇼핑시설에서 이용빈도 감소자 대비
이용빈도 증가자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오프라인 쇼핑시설 중에서는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의 이용증감지수가 –70% 내
외로 최하위 수준인 반면, 대기업편의점,동네슈퍼/자영편의점은 이용증감지수
가 –128, -15.6% 등으로 상대적으로 이용자수 감소율이 낮은 편임
한편, 2020년 2분기에 실시한 동일 문항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쇼핑시설 이용빈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감염
공포에 따른 다중집합장소 방문 기피현상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 8-6] 쇼핑시설 유형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용빈도 증감 추세

*이용자 증가율(%): (처음 이용-이용 중단)/(이용 증가+이용 동일+이용 감소+이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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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밀집형 쇼핑시설 가운데 도심형, 대형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우
코로나19의 매출감소 충격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소비지출액 증가와 감소 응답률을 종합하면 온라인 쇼핑시설들의 매출증가세가
여전히 월등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음
- 오프라인 쇼핑시설 중에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형마트, 대기업슈퍼 등이 소비지출
증가세가 다소 높은 편임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패션아울렛, 도심/대형전통시장, 도심/구도심상가,
알뜰장/5일장지역중심상가의 경우 소비지출액 감소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
타나 매출액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이 큰 쇼핑시설 유형에 해당함
2020년 2분기 동일 조사와 비교 시 마트(창고형/대형/중형)와 슈퍼/편의점의
경우 소비지출액 증가세가 강화된 점이 특징적임
[그림 8-7] 쇼핑시설 유형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비지출액 증감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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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장/5일장, 도심/부도심상가, 지역중심상가,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이용빈도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오프라인 지역상권
중심지의 쇠퇴가 우려됨
대형마트, 창고형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대형패션아울렛, 백화점 등 대기업 유
통업태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종식 이후 매우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2020년 2분기 동일 조사와 비교 시 대부분의 쇼핑시설에서 이용의향지수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판매시설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유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8-8] 쇼핑시설 유형별 코로나19 종식 이후 이용빈도 변화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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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석) 대다수의 쇼핑시설 유형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용빈도가 감소
했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온라인쇼핑몰과 라이브커머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모두 이용빈도가 크게 증
가했으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온라인쇼핑몰은 이용빈도가 증가하고 라이브
커머스는 이용빈도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엇갈림
도심/구도심상가, 지역중심상가, 알뜰장/5일장 등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취
약 부문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감소한 이용빈도가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어 코로나19의 충격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그림 8-9] 쇼핑시설 유형별 코로나19 발생 및 종식 이후 이용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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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1) 코로나19가 촉발한 주요 정책적 쟁점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생존가능성 제고와 정책의 역할 확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위기 상황에 적용할 ‘위기대응시스
템’을 구축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일이 향후 과제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전략과 정책의 혁신 필요
비대면 소비와 개별화된 소비의 확산 등 소비양식의 큰 변화가 고착화됨에 따라
달라질 소비수요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상품, 서비스의 품질 혁신과, 이에 선행조건인 소상공인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

위기대응에 무기력한 공급자 주도 정책 패러다임의 재검토 필요성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정책공급자가 ‘보호자’의 입장에서 정책 수요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공급자 판단에 따른 지원정책에 치중하는 경향
코로나19 확산기에 비대면 사업모델 관련 지원사업이 폭증한 바 있는데, 이러
한 정책방향 전환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은
매우 불충분

2) 위기대응 생존지원 관련 정책적 대응방안
‘고정비용’ 부담 해소가 매출절벽 상황에서 사업체 생존을 위한 최우선 과제
팬데믹 재난상황에서는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상가 공동관리비, 필수인력(주
방장 등) 인건비 등과 같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 즉 ‘고정비용’의 과중한 부담이 휴업 또는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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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는 임대료와 같은 공과금 감면조치를 코로나19 대
응조치로 도입하는 데 느리고 소극적이었던 점이 소상공인의 생존율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

방역조치 이행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쟁점과 개선방향
그 취지 및 필요성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생존대책으로서 손실보상제는 제도
자체의 법리적 타당성이나 정책논리적 완결성 측면에서 많은 결함을 안고 있음
경계선 설정과 도덕적 해이 문제
- 동일 조건에서 더 노력하여 높은 매출을 올린 사업자가 지원금을 못 받는 불합리 등 우려

중복지원 문제점
- 피해지원, 손실보상, 위로지원 등 명칭은 다르지만 목적이나 취지는 유사한 자금지원이
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중복지원 등 문제 예상됨
- 일반적인 재난피해와 구분하여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재난피해를 별도의 법률로 보상함
으로써 재난지원체계의 혼란과 중복지원 문제 초래

국민의 기초적 생존 보장이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재정투입의 정책논리 강화
- 개인, 가계, 사업체의 소득이 얼마나 감소하여 생존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의 수요를 제시함으로써 막대한 재정 투입의
정당성 확보

3) 코로나19의 구조적 영향에 대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종속화 및 불공정거래
갈등 확대와 정책대응 과제
플랫폼의 독점이윤 추구 본질이 처음에는 숨겨져 드러나지 않다가 독점적 지위
가 되면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관철시키는 행태
가 노골화됨
- 특히 플랫폼 종속성이 심각한 단계에 이른 사업자들이 이익 감소와 갑질 피해 등으로
착취당하는 상태에 도달함.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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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차원의 개입이 시작되어 갈등을 완화하는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지곤 하나 이는 플랫
폼의 이윤추구 본질을 제거한 것은 아님

플랫폼 자본주의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은 협동조합형 플랫폼 모델
- 자영업 기반 협동조합이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하며 기존 자영업 주도 시장이 안고 있던
취약점들을 보완하면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만족을 선사하여 자본주의적 플랫폼 기업들을
압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협동조합형 플랫폼은 플랫폼 초과이윤을 조합원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배분하고 환원하
여 자본주의적 플랫폼에 비해 혁신과 공정, 포용의 가치를 더 높은 수준에서 구현
- 노출경쟁으로부터 취득한 독점이윤을 조합원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배분하고 환원

플랫폼 자본주의 또다른 대안은 ‘개발이익 환수’와 유사한 제도적 처방
- 독점이윤 창출의 근원인 ‘스마트폰 화면’을 희소가치가 매우 높은 공공재이자 사회적 공유
자산으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여
- 노출경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중 플랫폼 사업자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불로소득 부분을 환수

보다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방안
- 플랫폼 관련 주요 쟁점인 과다비용 문제의 해소를 위해 혁신적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및 고객 선택가능성 확대가 현실적으로 유효성이
입증된 대안 : 데이터 독점 규제, 근린형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 등
- 제도적 해법으로는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문제 대응 선행사례 참조 : <프랜차이즈 표준계약
서> 도입, 발전 과정을 참조하여 ‘O2O 표준거래기준’(가칭)을 정립하는 노력 필요

코로나19의 충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심상권의 경우 ‘도심재생
중장기 프로젝트’ 형태의 종합적 처방이 필요
중심상권이 고용, 소비, 창업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역동적 발전거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크게 달라질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한 중
심상권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는 비전과 전략 개발 연구가 필요
- 이와 같은 연구에 있어 배후도시와 상권 자체의 다양한 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안의 도출이 바람직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비문화에 기반한 상업중심지들은 코로나19로 급속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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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소비양식과 이를 주도하는 온라인 쇼핑
과 온라인 플랫폼들로 인해 취약해진 시장기반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 사회경제적 변화가 초래하는 중심상권의 위상과 역할 위축은 되돌리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

입주업종 수요의 변화라는 미시적 차원의 인식과 대응보다는 오프라인 상업시
설 총 수요의 장기적 위축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상권에 주거, 공공, 문화,
교육, 업무 등 상업 이외의 도시기능을 충전하는 방향으로 공간의 성격 혁신
- 특히 도심형 주거의 공급확대는 도심상권의 배후수요 증가로 이어져 도심형 산업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상업기능의 혁신과 새로운 도시기능의 충전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한 중심상권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도심재생 모델은 상권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필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사업단 중심
에서 상설 전담기관 중심으로 사업추진체계의 전환 검토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들에 있어 사업기간 동안 계약직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사업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행재정적 사무까지 처
리토록 하는 ‘사업단’, ‘상권진흥센터’ 등의 한시조직 운영 방식이 보편화
- 사업전담 한시조직 방식은 상인들의 전문성 부족과 복잡한 사무처리 문제까지 해소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사업단 등 한시조직은 보조금 지원사업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체되
어 계약직 전담인력이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가 소실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지지체의 보조금이 없이 자체 재원과 인력(상인조직)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하
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움
- 당초 상인조직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기에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단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업단 운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지식을 향후 또다른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일회성 한시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시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적’보다 ‘성과’를 상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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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의 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확립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사업주체의 지속가능성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며, 따라서 지역에 뿌리
를 둔 상권활성화 지원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육성하는 방식으로 자생적 지역상권 육성
거버넌스가 발달하도록 유도할 필요

구체적 추진방안으로는, 시･군별 지역상권 육성지원 거점기관을 지정 또는 신
설하여 해당 지역내 상권활성화 관련 정책지원 사업들을 기획, 진행하고 사후관
리 및 후속사업 발굴, 실행까지 총괄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함
- 도내 분포하는 산업진흥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대학교(부설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전문성
을 갖춘 기관에 일정기간 사업위탁(예, 3개년 단위 계약 및 갱신) 방식으로 지역상권 육성지
원 거점기관의 역할을 부여 : 지역밀착형 지원거점 육성 효과
- 시군별 지역상권 육성지원 거점기관의 형태는 공공기관이거나 민간기업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성남시와 의정부시처럼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된 곳은 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임
- 다만, 대다수 기존 공공기관들이 정책전달기구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 사업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권분야 전문인력의 확충이 선결과제라 여겨짐

한편으로, 상설 거점기관으로의 장기 위탁계약 방식이 안고 있는 비능률과 관료
화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점기관 간 성과경쟁 유도
- 일정기간 계약 종료 후 거점기관 역할의 재위탁 판단에 있어 사업성과의 엄격 검증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필요
- 예를 들면, 경기도 지원사업의 경우 도 전체 지정 위탁기관 중 일정 비율만큼의 기관은
위탁종료를 필수화하고, 성과우수 기관은 무기한 위탁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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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일반 동향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의해 2020년 2/4분기 이후 1년간 고용 침체에 빠졌다
가, 2021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
취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40.7만 명 감소 이후, 1년간 계속 감소하다가
2021년 2/4분기 61.8만 명 증가로 전환. 3/4분기에도 57.7만 명 증가
실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5.0만 명 증가 이후, 2021년 1/4분기 21.8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4분기 9.7만 명 감소로 전환. 3/4분기에도 19.4만
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2/4분기 64.3만 명 증가 이후, 1년간 계속 증가하다
가 2021년 2/4분기 22.5만 명 감소로 전환. 3/4분기에도 8.9만 명 감소
[그림 9-1] 전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11.0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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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임시직 근로자 수는 2021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
임시직 근로자 수는 2020년 2/4분기 49.9만 명 감소 이후, 1년간 계속 감소하
다가 2021년 2/4분기 34.9만 명 증가로 전환. 3/4분기에도 33.5만 명 증가
-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19년 3/4분기 이후 계속하여 감소 추세. 2020년 2/4분기 일시적
으로 14.5만 명 감소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뚜렷한 추세는 나타나지 않음
- 상용직 근로자 수는 2020년 2/4분기 38.1만 명 증가로, 증가 폭이 감소한 이후 계속
침체 상태에 있다가, 2021년 2/4분기 32.9만 명 증가로 다시 이전의 증가 폭을 회복.
3/4분기에도 40.0만 명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18.4만 명 감소로 이전의 감소
폭이 확대된 후 줄어들다가, 2021년 2/4분기 7.2만 명 감소로 상대적으로 회
복기에 들어가고 있음. 3/4분기에도 6.0만 명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8.1만 명 증가로 이전의 증가 폭이 감소된
후 계속 줄어들다가, 2021년 2/4분기 6.4만 명 증가로 상대적으로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음. 3/4분기에도 5.5만 명 증가
[표 9-1] 전국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종사상
지위별
비임금
근로자

19
1/4

19
2/4

19
3/4

19
4/4

20
1/4

20
2/4

20
3/4

20
4/4

21
1/4

21
2/4

21
3/4

-45

-58

-61

-60

-23

-145

-163

-111

-174

-28

-3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6

-85

-140

-173

-168

-184

-169

-140

-136

-72

-6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7

59

110

140

142

81

65

74

30

64

55

-무급가족
종사자

-6

-32

-30

-26

3

-41

-59

-44

-68

-21

-25

임금근로자

223

295

427

482

311

-262

-151

-330

-206

646

608

-상용

334

347

491

603

580

381

241

19

109

329

400

-임시

-123

-53

-33

-14

-155

-499

-338

-258

-225

349

335

-일용

12

1

-31

-108

-114

-145

-54

-91

-90

-32

-1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11.0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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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1
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41.0만 명 감소 이후, 1년간 계속 감소
하다가 2021년 2/4분기 61.0만 명 증가로 전환. 3/4분기에도 58.9만 명 증가
-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4분기 12.3만 명 감소, 2/4분기 35.6만 명 감소
이후 계속하여 감소 추세. 2020년 2/4분기 13.5만 명 감소, 3/4분기 14.4만 명 감소로
감소 폭을 줄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19.3만 명 감소 후, 1년간 계속 감소하다
가 2021년 2/4분기 2.6만 명 증가로 돌아섰으나, 3/4분기 다시 0.4만 명 감소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
-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4분기 3.4만 명 감소, 2/4분기 9.6만 명 감소
등 5분기 연속 감소하였다가, 2020년 2/4분기 4.3만 명 증가, 3/4분기 5.9만 명 증가로
전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3/4분기 0.9만 명 감소 이후
계속하여 감소 추세로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6.1만 명 감소하였으나, 건설업 경기 상승에 따라
3/4분기 0.9만 명 증가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1년 2/4분기에는 13.7만 명 증가.
3/4분기에도 9.1만 명 증가
- 공공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 수는 2020년 3/4분기
5.7만 명 증가 이후 계속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공공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4/4분기
8.8만 명 증가로 이전의 증가 폭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가, 2021년 2/4분기 22.4만 명,
3/4분기 25.3만 명 증가로 다시 증가 폭을 확대하는 중

제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감소 추세를 비슷하
게 이어오다가 2021년 경기회복과 수출실적에 따라 2/4분기 0.6만 명 증가로
전환했으나, 3/4분기에는 다시 3.5만 명 감소로 전환
농업, 임업 및 어업 취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1.0만 명 증가로 이전의 증가
폭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가 2021년 1/4분기에는 0.3만 명 감소도 기록.
2021년 2/4분기 0.3만 명 증가, 3/4분기 2.3만 명 증가로 회복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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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전국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산업별

19 1/4

19 2/4

19 3/4

19 4/4

20 1/4

20 2/4

20 3/4

20 4/4

21 1/4

21 2/4

21 3/4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D~U)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 도소매･숙박음식점업(G,I)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E,L~U)
* 전기･운수･통신･금융(D,H,J,K)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101
-7
-143
226
-7
10
-7
-57
252
38
-52
-4
-5
74
-25
15
63
-49
2
21
196
-7
9
-8
1

18
-7
-64
290
-4
10
-1
17
264
10
-39
27
56
34
-48
38
36
-33
-42
56
126
46
6
15
6

58
-3
-76
388
-2
4
-1
27
388
-26
-68
25
95
-2
-48
31
62
33
-59
49
163
74
-15
41
4

43
-1
-41
421
4
9
-50
15
452
3
-83
52
98
-14
-39
28
80
52
-34
21
155
89
-14
58
8

98
-1
6
185
7
16
-8
-126
273
46
-123
87
-3
-26
-22
19
20
40
-15
-34
158
45
-25
44
7

60
-1
-55
-410
2
18
-61
-356
-24
30
-162
45
-193
-3
-15
-41
12
3
-22
-96
124
23
-82
30
6

10
-3
-57
-265
5
18
9
-376
87
16
-170
46
-206
-9
-26
-64
-1
41
57
-109
152
-9
-24
19
6

34
-2
-107
-365
8
18
45
-418
16
-9
-184
27
-234
-18
-25
-71
-2
57
122
-103
88
-54
-43
2
2

-3
-2
-28
-348
-3
16
34
-402
-38
58
-193
42
-209
4
14
-40
14
25
51
-42
63
-44
-86
4
1

3
-1
6
610
-3
19
137
-135
441
166
-161
96
26
42
32
14
70
74
83
43
224
-31
-43
-7
-3

23
0
-35
589
-4
20
91
-144
424
219
-140
130
-4
72
21
33
57
62
46
59
253
-35
-44
-23
-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11.0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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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지역 노동시장 부문 영향 진단
경기도 고용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의해 2020년 2/4분기 이후 1년간 침체
에 빠졌다가, 2021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
취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8.2만 명 감소 이후, 1년간 계속 감소하다가 2021
년 2/4분기 24.3만 명 증가로 전환. 3/4분기에도 35.1만 명 증가
실업자 수는 2020년 3/4분기 2.0만 명 증가 이후, 2021년 1/4분기 3.4만 명
증가로 정점에 이른 후 3/4분기 4.8만 명 감소로 전환
비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2/4분기 30.3만 명 증가 이후, 1년간 계속 증가하다
가 2021년 2/4분기 2.8만 명 감소로 전환. 3/4분기에도 5.8만 명 감소
경기도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전국 고용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그
진폭의 크기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2/4분기 경기도 취업자 감소는 8.2만 명으로 전국 대비 20.1%로 나타났으나,
2021년 2/4분기 경기도 취업자 증가는 24.3만 명으로 전국 대비 39.3%를 기록

[그림 9-2] 경기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11.0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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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임시직 근로자
수는 2021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
임시직 근로자 수는 2020년 1/4분기 8.7만 명 감소 이후, 1년 이상 계속 감소하
다가 2021년 2/4분기 17.9만 명 증가로 전환. 3/4분기에도 21.5만 명 증가
-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20년 1/4분기까지 증가 상태였으나, 2020년 2/4분기 0.9만 명
감소 이후, 그 감소 폭을 확대하여 2021년 3/4분기 6.8만 명 감소하는 등 전국과 상이
- 상용직 근로자 수는 2020년 2/4분기 15.7만 명 증가로, 증가 폭이 감소한 이후 계속
침체 상태에 있다가, 2021년 2/4분기 16.7만 명 증가로 다시 이전의 증가 폭을 회복.
3/4분기에도 24.3만 명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6.7만 명 감소로 이전의 감소
폭이 확대된 후 줄어들다가, 2021년 1/4분기 5.6만 명 감소 이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어 전국이 상대적 회복기에 접어든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2.8만 명 증가로 이전의 증가 폭이 감소된
후 3/4분기 1.5만 명 감소 등 계속 줄어들다가, 2021년 3/4분기 1.4만 명 증가로 전환되어
전국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남
[표 9-3] 경기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종사상
지위별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 있
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
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19
1/4

19
2/4

19
3/4

19
4/4

20
1/4

20
2/4

20
3/4

20
4/4

21
1/4

21
2/4

21
3/4

26

16

38

4

2

-54

-98

-87

-87

-63

-39

10

-10

-28

-63

-48

-67

-53

-32

-56

-50

-49

33

48

66

69

47

28

-15

-37

-21

-9

14

-17

-22

0

-2

3

-15

-30

-17

-10

-3

-4

임금근로자

76

151

125

210

139

-28

2

-50

24

306

391

-상용

44

49

82

172

206

157

121

36

82

167

243

-임시

-7

42

9

7

-87

-176

-122

-61

-14

179

215

-일용

38

60

34

31

20

-9

4

-25

-44

-40

-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11.0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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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은 경기도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1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8.6만 명 감소 이후, 1년간 계속 감소하
다가 2021년 2/4분기 15.6만 명 증가로 전환. 3/4분기에도 30.1만 명 증가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4분기 6.9만 명 감소, 2/4분기 11.7만 명
감소 이후 계속하여 감소 추세. 2021년 2/4분기 6.8만 명 감소, 3/4분기 3.6만 명 감소로
감소 폭을 줄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국 상황과 달리, 이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2020년 1/4분기 3.1만 명 증가로 전환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1년 경
기회복과 수출실적에 따라 1/4분기 7.5만 명 증가로 증가 폭을 확대한 이후
2/4분기 9.0만 명 증가, 3/4분기에는 4.4만 명 증가 기록
농업, 임업 및 어업 취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1.1만 명 감소 이후 5분기
동안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3/4분기 0.7만 명 증가로 회복세로 전환
[표 9-4] 경기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산업별

19
1/4

19
2/4

19
3/4

19
4/4

20
1/4

20
2/4

20
3/4

20
4/4

21
1/4

21
2/4

21
3/4

A 농업, 임업 및 어업

8

-2

11

9

23

-11

-36

-19

-19

-3

7

* 광공업(B,C)

-104

-57

-77

-16

31

15

26

23

75

90

44

C 제조업

-102

-55

-76

-16

31

16

26

23

75

90

44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D~U)

198

226

229

222

88

-86

-86

-140

-119

156

301

F 건설업

6

12

3

-4

14

-17

27

51

31

71

58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G,I)

78

64

58

11

-69

-117

-110

-109

-110

-68

-36

* 사업･개인･공공서비
스 및 기타(E,L~U)

63

126

199

228

136

51

15

-38

-33

125

194

* 전기･운수･통신･금융
(D,H,J,K)

51

24

-32

-15

7

-3

-18

-44

-7

28

8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11.09. 접속).

제9장 노동시장 부문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방안∣161

3.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경기도 고용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문은 자영업자가 주로 운영하는 도소
매･숙박음식점업 분야로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20년 2/4분기 0.9만 명 감소 이후, 그 감소 폭을
확대하여 2021년 3/4분기 6.8만 명 감소하는 등 전국 상황과 상이
경기도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1년 1/4분기 5.6만 명 감소 이후
비슷한 상황 지속되어 전국이 상대적 회복기에 접어든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도 2020년 3/4분기 1.5만 명 감소 등 계속 줄어들다가, 2021년
3/4분기에서야 1.4만 명 증가로 전환되어 전국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남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4분기 6.9만 명 감소, 2/4분기
11.7만 명 감소 이후 계속하여 감소 추세
- 2020년 2/4분기 6.8만 명 감소, 3/4분기 3.6만 명 감소로 감소 폭을 줄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

대면서비스업에 속한 자동화 고위험 직업군의 경우, 고용주들은 향후 노동자
채용보다 감염병 위험이 없는 로봇 등 자동화 기계 도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송상윤･김하은, 2021)42)
자동화 고위험 직업군이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에 더 취약. 특히, 대면서비스업
에 속한 자동화 고위험 직업군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에 취업자 수가 두드러지게
많이 감소한 데다 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은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17년 4월 대비 ’20년 10월에 자동화
저위험군의 취업자수는 2.4%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고위험군은 10.8% 감소함

송상윤･김하은(2021)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고 분석
- 실업자를 단기실업자(구직기간 3개월 이하)와 장기실업자(구직기간 4개월 이상)로 나누어
42) 송상윤･김하은(2021). “코로나19의 상흔: 노동시장의 3가지 이슈”, BOK 이슈노트 제 2021-18호(2021년 7월
22일),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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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20년 2월 대비 ’21년 6월에 단기실업자는 감소하였으나 장기실업자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확률이 낮고 구직 단념 확률이 높은 장기실업자의 증가는 경제 전체의 고용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경력 공백에 따른 낙인효과(stigma effect), 이력현상
(hysteresis)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진전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코로나19의 직접 타격을 받은 비정규직의 2021년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의 절반 수준에 불과
2021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77.0%, 고용보험 75.2%,
국민연금 69.4%로 나타남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이 88.8%인 반면, 비정규직은 38.4%로 정규직 대비
43.2%에 불과
-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3.6%인 반면, 비정규직은 50.3%로 정규직 대비 53.7%
수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0.9%인 반면, 비정규직은 52.6%로 정규직 대비
57.9% 수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6.5%p, 건강보
험 1.3%p, 국민연금 0.6%p 각각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
[표 9-5]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20. 8.

< 임금근로자 >
◦ 정 규 직
◦ 비정규직
- 한 시 적
․기 간 제
․비기간제
- 시 간 제
- 비 전 형

국민
연금
1)2)
69.8
88.0
37.8
50.5
53.8
31.4
20.5
17.2

건강
고용
보험1) 보험3)
76.7
92.6
49.0
65.2
69.8
38.5
28.9
29.4

72.6
89.2
46.1
60.0
63.6
39.4
27.8
27.0

2021. 8.
국민
연금
1)2)
69.4
88.8
38.4
50.1
53.0
28.9
21.0
17.7

증감
-0.4
0.8
0.6
-0.4
-0.8
-2.5
0.5
0.5

건강
보험1)
77.0
93.6
50.3
65.2
69.1
37.7
29.5
31.1

증감
0.3
1.0
1.3
0.0
-0.7
-0.8
0.6
1.7

고용
보험3)
75.2
90.9
52.6
62.0
64.4
44.5
31.3
43.8

증감
2.6
1.7
6.5
2.0
0.8
5.1
3.5
16.8

주 :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자료 :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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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영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0.57%에 불과43)
2020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총 31,391명으
로 전체 자영업자(2020년 8월 기준 약 555만명)의 0.57%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1인 자영업자’의 수는 가입이 제한된 농림･어업과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하면 약 305만 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인 33.38%인 104만 명을
제외하면 201만 명으로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1.55%로 추정됨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12년 1월 22일 임의 가입방식으로 도입되었음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까다로워 폐업 이유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적자와 같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업’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정부 지원의 강화
시급

청년층의 고용난 완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을 검토44)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 일자리보장제는 실질적인 완전고용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실업이 유발하는 개인적･사회
적 비용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의 축소에 기여
- 일자리보장제는 노동표준의 적용을 강제하고 강력한 거시경제 자동 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담당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제공

경기도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기도의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우선 추진

43) 구자근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율 0.57%에 불과"(2021.09.09.),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44) 김정훈 외(2021).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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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경기도 내 모든 청년 실업자에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

김정훈 외(2021)는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보장제’와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 모델을 구상
- 경기도 ‘청년일자리보장제’의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를 설립하고 청년
실업자에게 생태전환 기반 구축 일자리 제공
- ‘경기도 청년일자리은행’을 구축하여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상시로 제공

청년일자리보장제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경
력 공백을 단축시켜, 이력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동 가능
- 자동화의 가속화는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
는데, 일자리보장제는 자동화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의 생계 및 고용 안정 도모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 시행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 제도
-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및 관련 평가 제도에 반영하여 도입 유인을 강화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민간분야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률을 통해 고
용주에게 부담을 강제하되,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부 지원을 통해 제도의
확대를 도모

소규모 사업장, 소규모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예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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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정부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근로복지공단, 2021)
- 사회보험료 지원 : 강원도, 충청남도, 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구로구청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강원도, 경상남도,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지원 필요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 산재보험 1~12등급 보험료 50% 지원(3년)과 더불어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

특수고용형태 및 플랫폼 종사자 대상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 기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특수고용형태
및 플랫폼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
[표 9-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지자체
강원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충남
제주
김포

50명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보험
구분
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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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작일
’18. 1. 1.
’19. 1. 1.
’19. 1. 1.
’21. 4. 1.

’21. 1. 1.
(최대
6개월 지
원)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6
만원
사업주가 부담하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보험료
ㅇ (대상) 경남 소재 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 ’21. 1. 1. 이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21년 이전
경남 거주자)
ㅇ (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지원
- (10명 미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의
20% 지원(고용, 연금 제외), 1명 한도 제한

고용

’18. 7. 1.

산재

’20. 1. 1.

고용
고용

’19. 1. 1.
’19. 1. 1.

고용

’19. 1. 1.

산재

’19. 1. 1.

･1~12등급 - 보험료 50%

고용
고용

’20. 1. 1.
’20. 1. 1.

산재

’20. 1. 1.

충남

고용

’20. 1. 1.

울산

고용
고용
산재

’21. 1. 1.
’21. 9. 1.
’21. 9. 1.

산재

’21. 1. 1.

･1~7등급 - 보험료 30%(3년)
･1~7등급 - 보험료 30%(3년)
･1~4등급 - 보험료 50%(3년)
･5~8등급: 40%(3년)
･9~12등급: 30%(3년)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보험료 30% (예산소진 시까지)
･1~7등급 - 보험료 30%(3년)
･1~7등급 - 보험료 30%(3년)
･1~12등급 - 보험료 30%(3년)
･(대상) 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받는 배달라
이더 및 퀵서비스기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13개
업종 중 퀵서비스업종
･(지원) 특고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경기도에서 지원
* 개인당 최대 1년 간 지원
(최대 지원액 149,040원)

경남
대전
서울

1인 자영업자
(사업주)
고용･산재보
험료 지원

강원

경기
부산

광주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기사 부담분)
지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예
술인 산재보
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
분) 지원

(사업주 부담금 월 최대 2.2만원, 근로자 1.5
만원)
- (10~50명 미만): 4대 보험료의 50% 지원
(사업주 월 최대 11.6만원, 근로자 최대 9.8
만원)
･1~7등급 - 보험료 30%(3년)
･1~4등급: 보험료 50%(2년)
･5~ 8등급: 40%(2년)
･9~12등급: 30%(2년)
･1~7등급(신규가입자) - 보험료 30%(2년)
･1~7등급 - 보험료 30%(3년)
･1~2등급: 보험료 40%
･3~4등급: 50%
･5등급: 70%
･6등급: 60%
･7등급: 50%

경기

성남

산재

’21. 1. 1.

･(대상) 성남시 거주 및 시 소재 사업장 근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 예술
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분기별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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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
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2)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근로자가 없는 경우.
3)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 지원기준 - 1~2등급 50%(5년), 3~4등
급 30%(5년), 5~7등급 20%(5년).
자료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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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부문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방안
1. 경기 남･북부지역의 발전격차 현황
경기남북부 지역의 1인당 GRDP 격차
’18년 기준, 경기도의 1인당 GRDP가 3,682만원임. 경기북부지역의 1인당
GRDP는 전국 광역지자체중에서 대구시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2,482만원
으로 경기남부지역의 4,170만원에 비해 59.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음
- 1인당 GRDP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특정 연도에 새롭게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계인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를 지역내 인구로 나눈 값임. 1인당
GRDP는 지역별로 1인당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 생산 측면에서 집계한 수치임

경기북부와 경기남부간 1인당 GRDP 차이가 약 1,6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북부와 남부간 경제적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
[표 10-1] 시도별 1인당 GRDP 비교(2018년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1인당 GRDP

경기도
3,682

경기남부
4,170

경기북부
2,482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경기통계(2020.12).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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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시도별 1인당 GRDP 비교(2018년 기준)
단위 : 만원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경기통계(2020.12).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통계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분포에 있어 경기남북부지
역간 격차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수 : 2019년 기준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수는 서울시에 총 1,495개, 경기도에 722개, 경기남부에 632개, 경기북
부에 90개가 있음. 경기북부지역에 입지해 있는 대규모 사업체수는 강원도, 세
종시, 제주도 등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분석의 편의상 대기업을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로 국한함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 2019년 기준으로 시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을 보
면, 서울시 100억 7천 6백만불, 경기도 23억 5천 7백만불임, 특히 경기도내에
서는 경기남부가 22억 6천 1백만불을 기록한 데 비해 경기북부는 9천 7백만불
로 경기남부의 4.3%에 지나지 않으며 전국 지자체 중 하위권에 속해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임원파견･기술공여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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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지역산업을 견
인할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부족하여 지역성장에 한계를 가짐
[그림 10-2] 시도별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수(2019년 기준)
단위 : 개사

자료 : 국가통계포털. “경기도기본통계”, “31개 시군 통계”.

[그림 10-3] 시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2019년 기준)
단위 : 백만불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경기통계. “경기도 시군별 외국인 직접투
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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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북부지역간 산업의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격차
산업단지 지정면적 :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43,246,000m2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함. 그러나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를
구분해 보면 경기남부의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226,409,000m2인데 반해 경기
북부는 16,837,000m2에 그치고 있음. 경기북부지역은 산업단지가 거의 없는
세종, 서울,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
- 산업입지를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유형구분할 수 있음. 계획입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함

등록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 비중 :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시도별 등록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 비중을 산출한 결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경기북부에 위치한
공장의 개별입지 비중이 92.2%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개별입지 비중은 71.8%로 전국 평균 60.4%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
이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분리해 보면 경기남부는 66.0%로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으나 경기북부는 92.2%로 대부분의 공장이 개별입지 형태로 입지하고 있음
[그림 10-4]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2020년 3월 기준)
단위 : 만원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2020). “2020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 시도별 현황”, 산업입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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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시도별 개별입지 공장 비중(2019년 12월말 기준)
단위 : %

자료 : 팩토리온. “2019.12월말 기준 전국등록공장현황”.
주 : 시도별 전체 등록공장구분(개별, 계획) 중 개별입지 공장 업체 수 비중 산출.

경기남북부지역간 재정자립도 격차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57.3%이고 경기남부지역은 37.3%,
경기북부지역은 25.4%로 경기남북부지역의 격차는 11.9%p로 나타남
-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간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2018년 13.3%p에서 2019년
14.7%p, 2020년 13.8%p, 2021년 11.9%p로 다소 줄어드는 상황임. 이 격차는 경기북
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경기남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감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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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경기 남북부지역간 재정자립도 격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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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지역 지역균형발전 부문 영향 진단
1) 생산측면의 영향
산업단지내 산업생산
코로나19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생산에 더욱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침. 경기남부지역은 ’20년 4분기에는 산업생산이 전년 동분기 대비
5.5% 증가하였고 ’21년 2분기에는 산업생산이 전년 동분기 대비 7.7% 증가하
는 등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맞이하고 있음
- 반면에 경기북부지역은 ’20년 4분기에는 산업생산이 전년 동분기 대비 0.3% 증가하였고
’21년 2분기에는 산업생산이 전년 동분기 대비 1.8%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코로나19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치고 회복속도를 더디게 하는 이유는 북부지역에는 전통적인 산업
과 대면 산업이 비교적 많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10-2] 산업단지내 생산액 증가율 비교
단위 : %, 전년동분기대비

구분

’19.4분기

’20.4분기

’21.2분기

전국

-6.1%

-4.3%

11.9%

경기도

-15.0%

5.8%

8.8%

경기남부

-11.4%

5.5%

7.7%

경기북부

3.3%

0.3%

1.8%

자료 : 산업단지통계. “전국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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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산업단지내 생산액 증가율
단위 : %, 전년동분기대비

자료 : 산업단지통계. “전국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내 가동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의 가동률이 ’20년 4분기에는 다소
하락하고 ’21년 2분기에는 소폭 회복되는 현상을 보임
코로나19 이전의 ’19년 4분기와 비교하여 ’20년 4분기에는 경기남부지역에 비
해 경기북부지역의 기업의 가동률이 조금 더 하락함
- 경기남부지역에 있어 ’19년 4분기와 비교하여 ’20년 4분기의 가동률 감소폭이 1.5%p이나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는 2.7%p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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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가동률 비교
단위 : %

구분

’19.4분기

’20.4분기

’21.2분기

전국

91.4%

91.2%

91.9%

경기도

93.3%

91.6%

92.1%

경기남부

94.8%

93.3%

93.8%

경기북부

68.9%

66.2%

67.0%

자료 : 산업단지통계. “전국산업단지 현황”.

[그림 10-8]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가동률
단위 : %

자료 : 산업단지통계. “전국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내 수출액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의 수출액은 ’20년 4분기에는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에서 더 큰 호조세를 보였으나 ’21년 2분기에는
–0.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경기남부지역에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게임, 온라인 서비스 등의 산업의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나, 경기북부지역은 파주의 LCD의 수출 증가세가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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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4] 산업단지내 수출액 증가율 비교
단위 : %

구분

’19.4분기

’20.4분기

’21.2분기

전국

-12.5%

-5.7%

16.9%

경기도

-17.0%

8.9%

17.1%

경기남부

-0.8%

8.5%

17.8%

경기북부

45.8%

15.7%

-0.5%

자료 : 산업단지통계. “전국산업단지 현황”.

[그림 10-9] 산업단지내 수출액 증가율
단위 : %

자료 : 산업단지통계. “전국산업단지 현황”.

2) 산업입지 측면의 영향
개별입지 등록공장 비중
경기도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계획입지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개
별입지의 비중이 소폭 감소함. 주요 원인은 산업단지의 조성이 중가한 측면도
있지만 개별입지하고 있는 영세한 공장들의 폐업이 증가한 측면이 더 강하게

180∣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경기북부지역은 개별입지하고 있는 영세한 전통제조업들이 상대적으로 폐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비해 개별입지 비중이 조금 더 큰 폭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냄
[표 10-5] 개별입지 등록공장 비중 비교
단위 : %

구분

2019.12(개별)

2020.12(개별)

회사수

종업원수

용지면적

회사수

종업원수

용지면적

경기도

71.8%

64.4%

71.8%

71.0%

63.7%

71.2%

경기남부

66.0%

62.1%

68.0%

65.3%

61.7%

67.7%

경기북부

92.2%

75.1%

85.0%

91.6%

73.7%

83.9%

자료 : 산업단지통계. “전국산업단지 현황”.

[그림 10-10] 개별입지 등록공장 비중 비교
단위 : %

자료 : 산업단지통계. “전국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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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 측면의 영향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에 경기남부지역은 임금근로자의 증가율(전년 대비)이
4.8%이고 경기북부지역은 3.4%로 경기남부지역의 임금근로자 증가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20년말 기준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실업자
가 많이 발생하면서 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 경기남부지역의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2%이고 경기북부지역은 –0.5%로 상대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1년 2분기에는 반대로 경기북부지역의 임금근로자 증가율이 4.3%로 경기남부지
역의 3.2%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

[그림 10-11] 임금근로자 증감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에 경기남부지역은 비임금 근로자의 증가율(전년 대비)
이 0%이고 경기북부지역은 2.6%로 경기북부지역의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이 상

182∣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대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20년말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자영업
의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비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
록함
- 경기남부지역의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은 –4.1%이고 경기북부지역은 –1.4%로 상대적으로
경기남부지역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1년 상반기에는 반대로 경기북부지역의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이 1.6%로 경기남
부지역의 –0.2%보다 더 높게 나타남
[그림 10-12] 비임금근로자 증감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용근로자와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코로나19 이전의 ’19년말과 비교하여 ‘20년말 기준으로는, 경기남부지역에 비
해 경기북부지역의 상용직근로자 비율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반대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감소폭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의 ’19년말과 대비하여 ‘20년말 기준으로는, 경기남부의 상용직근로자 비율
은 76.6%에서 78.0%로 1.4%p 증가하였음. 이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감소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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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북부지역의 상용직근로자 비율은 77.0%에서 77.9%로 0.9%p 증가하였으며 비정
규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감소함

’20년말과 대비하여 ’21년 1분기 기준으로는 경기남부지역의 상용직근로자 비
율이 경기북부지역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남
- ’20년말과 대비하여 ’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경기남부지역의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이 경
기북부지역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남
[그림 10-13] 상용근로자 비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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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4]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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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제와 대응방안45)
경기북부지역내 산업입지 규제완화를 통한 첨단기업 유치 촉진
경기북부지역은 국내 대기업의 유치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유치하
는 전략도 필요함. 따라서 유턴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계획된 공장입지지역이므로 공업지역으로 유턴 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첨단업종에 한하여 대기업 공장의 신설도 허용
- 현재 산업집적법상 공업지역 내 대기업의 경우 첨단업종은 기존공장의 증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신･증설로 범위를 넓혀서 허용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기업 첨단업종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공업지역과 기타 지
역)에 산업집적법상 1천m2 이내로 신･증설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일부 완화
하여 신증설 면적을 확대, 국내 대기업의 유치와 유턴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의
리쇼어링을 촉진
- 자연보전권역에 입지하는 대기업 첨단업종 공장에 한하여 신증설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경우
국내대기업의 유치와 유턴기업 첨단업종 공장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음

경기북부지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지원 확대
수도권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 등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적으
로 과도하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경기북부지역 내 저렴한 산업단지 조성 촉진과 국내대기업 및 유턴기업 입지를 위해 비수도
권과 동일 수준으로 부담금을 면제함
- 산업단지 조성원가 중에서 각종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이므로 산업단지 조성원
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5) 박진아･김군수(2020.12.). “경기도 리쇼어링 전략 : 규제개선과 지원방안”, GRI정책Brief, 경기연구원에서 일부내용
을 발췌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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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6] 산업단지 조성시 각종 부담금 지원비율 역차별 현황
지원율(%)
수도권
근거

지원대상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
산지관리법 제19조
비
초지법 제23조
대체초지조성비
개발이익환수법 제
개발부담금
5조

100%

감면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 등
(감면)
감면

100%

감면

감면

100%

감면

감면

100%

감면

50%

비수도권
(면제)

전역
(감면)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의 발전 역량이 낮으므로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
- 현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수도권은 제외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남부지역과 분리할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의 경제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의 발전 역량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여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조성,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조업 첨단화와 함께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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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부문의 코로나19 영향과
대응방안
1. 국내외 일반 동향
2021년 9월 OECD는 2021년 경제 성장률을 세계 5.7%, 한국 4.0%로
전망했으며 2022년에는 이보다 성장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
2021년 9월 OECD는 2021년 경제 성장률을 세계 5.7%, 한국 4.0%로 전망했
으며 2022년에는 세계 4.5%, 한국 2.9%로 전망
-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 5월의 전망치 2021년 3.8%, 2022년 2.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2021년 상반기 KDI는 한국경제를 2021년에는 3.8%, 2022년에는 3.0% 성장
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국내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도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2
년에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반도체 시장 호조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과 수입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인하여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그림 11-1] 세계 경제성장 전망

자료 : OECD(2021.9월). “Interim Economic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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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 규모이며, 한국판
뉴딜 및 연구개발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혁신을 가속화할 전망
경제회복･양극화 대응 뿐 아니라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
- 신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83.4조원을,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2.0에
33.7조원을 배정
[그림 11-2] 2021년 정부 예산안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2021). “2022년 정부 예산안”, “http://www2022예산.kr”.

2022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원에 육박하는 29.8조원으로 금년의
예산 27.4조원 대비 8.8% 증액 편성

- GDP 대비 정부 R&D투자 비중은 세계 1위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GDP 대비 국가 전체
R&D투자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도약
* 정부R&D투자(GDP 대비, %): (한국) 1.09, (노르웨이) 1.02, (독일) 0.98 順
전체R&D투자(GDP 대비, %): (이스라엘) 4.94, (한국) 4.64, (대만) 3.46 順

[표 11-1]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17

’18

’19

’20

’21

’22(안)

R&D 예산(조원)

19.5

19.7

20.5

24.2

27.4

29.8

R&D예산 증가율(%)

1.9

1.1

4.4

18.0

13.1

8.8

총지출 증가율(%)

3.7

7.1

9.5

9.1

8.9

8.3

자료 : “2022년도 국가 R&D 재정투자 29.8조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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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기술기업의 부상
및 온라인 플랫폼 혁신기업의 성장세 두드러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대면 접촉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 : face to face -> social distancing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 재택근무 확산으로 재택 또는 원격근무 솔루션
등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관련 기술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
비대면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상/증강현실(VR/AR)･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
비즈니스 수요가 급속히 성장
2020년 1월 코로나 확산 후 3월에는 전 세계 기업들의 가치가 평균 30%가량
폭락했지만, 이후 기술 중심의 나스닥 상장기업과 비대면(untact) 기술 기업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
화상회의 Zoom(271%), 전자상거래 Amazon(62%)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2020. 7. 30 기준)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기업가치 상승 중
[그림 11-3]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기업가치 변화 추이

자료 : 성영조(2020). 코로나19에 따른 스타트업 지원방안,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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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연구 및 컨설팅 기업 가트너(Gartner)는 ‘행동인터넷’, ‘총체적 경험’ 등을
포함한 2021년 전략기술을 발표46)
사람 중심성(People-Centricity), 위치 독립성(Location Independence) 등
3가지 카테고리에 행동인터넷, 분산클라우드 등 9개 전략기술을 제시
전략기술 내용에 있어서는 행동인터넷, 개인정보 강화 컴퓨팅, 분산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메시, 인공지능 공학 등 대부분이 ICT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음

[그림 11-4] 2021 가트너 전략 기술
<< 사람중심성 : People Centricity >>
1. 행동 인터넷
IoB(Internet of Behavior)
2. 총체적 경험
Total Experience
3. 개인정보 강화 컴퓨팅
Privacy-enhancing computation
<< 위치 독립성 : Location Independence >>
1. 분산 클라우드
Distributed Cloud
2. 어디서나 운영
Anywhere operations
3. 사이버보안 메시
Cybersecurity mesh
<< 회복 탄력성 : Resiliency Delivery >>
1. 지능형 구성 가능한 비즈니스
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
2. 인공지능 공학
AI engineering
3. 초자동화
Hyperautomation
자료 : LGCNS 홈페이지. “https://blog.lgcns.com/2437”.

46) LG CNS 블로그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

194∣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A. 사람중심성 : People Centric
1. 행동 인터넷(IoB: Internet of Behavior): 데이터를 이용해 행동을 바꾸다.
- IoB는 데이터를 사용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이 발달하면서 이를 분석하고 다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
2. 총체적 경험(Total Experience): End-to-End 경험 설계를 통해 혁신하다.
- 총체적 경험은 각기 구분되어 있던 다중경험, 고객경험, 사용자 경험, 직원 경험 등을 통합해
비즈니스 결과를 혁신하는 것
3. 개인정보 강화 컴퓨팅(Privacy-enhancing computation): 보안과 공유 사이
- 민감한 데이터를 분산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분석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환경(Confidential Computing)을 제공하는 기술을 필요로 함

B. 위치 독립성 : Location Independence
1. 분산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 퍼블릭 클라우드를 다양한 지역에서
-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지연시간(Latency)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어디서나 운영(Anywhere operations): 위치로부터 자유로워지다.
- 단순한 원격 근무 환경만이 아니라 협업의 생산성 개선, 보안이 적용된 원격 액세스, Cloud
와 Edge 인프라, 디지털 경험의 정량화, 원격 작업을 지원하는 자동화를 포함해야 함
3. 사이버보안 메시(Cyber security mesh): 확장 가능한 안정적인 사이버보안 제어
- 확장 가능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사이버보안 제어 위치 독립에 따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는 자산이나 사람이 어디에 있든 디지털 자산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C. 회복 탄력성 : Resiliency Delivery
1. 지능형 구성 가능한 비즈니스(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 새로운 환경의 기초
-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존의 것을 재구성하는 Composable Business 위해 필요
2. 인공지능 공학(AI engineering):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기술화하다.
- AI가 인스톨 되면 동작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을 필요로
하는데, 기업의 IT 관리자가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3. 초자동화(Hyperautomation):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동화
- 초자동화란 조직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동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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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Digital First’의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며, 이를 기업이 실질적인 효율성 증대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백오피스와 프론트 오피스의 모든 영역에서 운영 자동화 필요

Combinatorial innovation
- 위의 9가지 전략적 기술은 결국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연결되고 의존적인 관계이며
이를 융합하는 기술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고객 취향을 고려한 온라인 유통 및 ICT
기술 기반의 디지털콘텐츠･헬스케어･교육 산업 부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활동이 감소하면서 온라인 구매는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O2O(Online-to-Offline)를 기
반으로 하는 신선식품 배달,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비즈니스 가속화 전망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스트리밍 영화, 게임, 웹
툰 등 온라인 콘테츠 산업 성장
- 넷플릭스 등과 같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성장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할 전망

[그림 11-5] 유통업체의 매출 동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조사”.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케어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
화를 겪으면서 그 규모도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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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크게 성장할 전망

직장과 학교에서 온라인 방식의 운영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 온라인 업무협업
및 에듀테크(교육(education) + 기술(technology))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
-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 + 기술(technology)

온라인 유통플랫폼이 오프라인 유통 진출을 위하여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
- 온라인 글로벌 유통플랫폼 아마존의 경우 IT기술, 핀테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고(Amazon Go) 모델을 선보이며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
[그림 11-6] <아마존의 무인 식료품점 Amazon Go 서비스 흐름도>

자료 : 아마존고(http://www.amazon.com/go) 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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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지역 산업･기술혁신 부문 영향 진단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전반이 부진했지만 경기도는 전자부품･컴퓨터
등 첨단 제조업 분야 생산 증가로 인해 전체 제조업 생산은 증가함
2020년 제조업 생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전국 -0.3% 감소하였지만,
경기도는 전자부품･컴퓨터 등 첨단 분야 생산 증가로 제조업이 9.2% 증가
- 전국과 경기도는 산업생산의 증감에 있어서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경기도는 전년대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산업이 19.7% 기타기계 산업이 14%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은 대체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등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측면도 있음
[그림 11-7] 2020년 전국 및 경기도 제조업 생산

자료 : 통계청(2020).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 분야는
대폭 감소하고 정보통신 분야는 증가함
2020년 서비스업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생산 증감이 전국 –0.7%,
경기도 0.6%로 거의 성장하지 못함
-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 분야에서 –34.9%나 대폭
감소하였으나 정보통신 산업은 10.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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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스포츠･여가 등 오프라인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크게 위축된 반면,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는 코로나19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측면도 있음
[그림 11-8] 2020년 전국 및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

자료 : 통계청(2020).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코로나19는 기술기반 혁신형 기업에게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47)
경기도 소재 기술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4%가 코로나19가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5%에 불과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수요 감소(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 그다음으로는 ‘대면활동 제약으로 마케팅 위축’, ‘글로벌 진출 계획의 연기･취소 및 해외파
트너와의 교류 제약’ 순으로 나타남

코로나19가 기술기업의 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83%의 응답자가 부정적이라
고 응답할 정도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코로나19는 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기술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진출계획의 연기･취소, 해외 파트너와의 교류 제약,
해외 현지 영업･마케팅 활동 위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47) 성영조(2020).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스타트업 지원방안,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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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매출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타격뿐 아니라 기술기업의 창업 위축,
대면활동 제약, 글로벌 비즈니스 제약, 투자유치 부진 등 기술기업의 혁신활동
전반에 걸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11-9] 코로나19가 경기도 기술기업에게 미친 영향

자료 : 성영조(2020).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스타트업 지원방안, 경기연구원.

스타트업과 기술기업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혁신클러스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 기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혁신클러스터는 기술기업들이 창업, 성장, 네트워킹 등 생태계 조성에서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면 만남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 및 협력 비즈니스 기획 등 부가가치
활동을 보장하는 공간임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의 제약으로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 감소 등 혁신의 기회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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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코로나19에 따른 기술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지원하고 혁신비즈니스
진출에 대한 적극 지원 필요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으로 기업활동 회복 불확실성 증가, 기술기업의 일시적
어려움 극복 등을 위해 운영자금 지원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비즈니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이 필요하며, 대면 기술보다 AR･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필요
기존 비즈니스모델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전환(Business Pivoting)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존 비즈니스의 전환이 요구되며 위드코로나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한 혁신형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필요

기술기업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망 산업분야로 ‘의료(진단키트, 마스크, 원
격의료 등)’와 ‘비대면 기반 기술(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등)’ 전망
[그림 11-10]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망 산업분야

자료 : 성영조(2020). 경기도 창업지원정책의 추진 방향,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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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단계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각 단계별 지원주체
및 기술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
코로나19로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개별 산업별･기술별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산업별･기술별 일괄적 지원이 아닌 창업-성장-글로벌 진출-회수-재창업 등과
같이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단계별 최적화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지원기관 및 주무부서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필요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경기도 실･국 간, 과･팀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전담기관 및 공공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
- 창업지원과, 과학기술과, 특화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 등 경기도 부서 간의 협업 필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술지원사업 전담기
관 및 공공기관 간의 협업 필요

혁신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장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책의 통합과〮 체계화를 지향하는 경기도의 창업지원 정책과도 부합
[그림 11-11] 성장단계별 기술기업 지원 모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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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가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한 대안 마련
코로나19로 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혁신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컨퍼런스, 포럼, 데모데이 등 네트워킹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에 포럼, 컨퍼런스, 비즈니스 설명회,
데모데이 등 네트워킹 이벤트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마련

기술기업들은 혁신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보육공간확대
및 임대료 감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의 집중 유치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비대면(untact) 산업 육성
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도 중요한 요소로 조사됨
[그림 11-12] 혁신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자료 : 성영조(2020). 경기도 창업지원정책의 추진 방향,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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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 강화가 필요
패러다임 변화에 민감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 방법을 모
색하여 “경기도형 산학연 협력모델” 수립이 필요
- 산학협력 관련 조사에서 지난 5년간 산학연 협력 경험이 없다는 기업의 비중 74.5%로
나타난 반면, 경험이 있는 대학은 90%로 나타남. 따라서 대학이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한 산학연 협력모델 수립이 필요함

도내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추진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교류의 장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자금지원 확대
다음으로 높게(16.8%) 조사됨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기반의 산학연관 협력모델 기획이 필요
- 판교테크노밸리는 4차 산업 첨단기술 기반으로, 광교테크노밸리는 바이오산업 기반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소재･부품 중심의 제조업 기반으로 관련 기업, 연구소 및 대학을 연계
하여 연구개발, 비즈니스모델 수립, 사업화 등이 이루어지는 정책사업을 추진
[그림 11-13] 산학연과 협력 설문조사–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자료 : 김명진(2021). 경기도 산학연 협력의 이론, 실제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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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비즈니스가 증가함에 따라 메타버스 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구상 및 행정에 적용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의미하는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유사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킴48)
메타버스는 VR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아바타를 활용하여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는 특징이 있음
메타버스는 정치, 행정, 기업운영, 공연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행사, 마케팅 홍보, 부동산 건설 등에서도 활용
메타버스는 그 자체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면서 동시에 온라인 비즈니스 플
랫폼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
- 경기도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뿐 아니라 행정의 홍보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1-1] 메타버스 활용분야 및 이용 사례
구분

메타버스 이용 사례

정치

･ 선거 후보의 유세공간 마련

행정

･ 시민 참여형 가상 정책토론장 마련
･ 다양한 행정서비스 정보 제공

기업운영

･ 기업의 임원 회의, 직원 사내교육 실시

공연

･ 콘서트, 신곡발표, 팬미팅 진행

행사

･ 대학 입학식 및 축제 진행
･ 비대면 대학입시 박람회 개최

마케팅 홍보

･ 사이버 지점 개설 및 운영
･ 신제품 홍보 및 가상 체험 서비스

부동산 건설

･ 가상 모델하우스･매물소개 등 다양한 프롭테크(Proptech) 서비스 제공

48) 네이버 백과사전(2021.8.23.). “메타버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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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효과적인 방역 대응으로 강화된 한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경기
도가 첨단기술의 글로벌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 필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투명성, 신뢰성 및 기술력은 글로벌 기
업의 첨단 생산기지, 연구개발센터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줌
-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지형은 생활필수품은 주로 자국 내에서 생산하되, 첨단 기술 분야
는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는 거점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될 전망

경기도가 첨단기술의 글로벌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술공장, 연구개발센터
등의 유치전략 수립과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U턴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U턴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법률(가칭
U턴기업지원법)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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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내용 요약
1)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정책대응 일반 동향
(1)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대응정책 국내외 사례 검토
금번 코로나 팬데믹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 내 극심하게 발생한 것이 특징적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하여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미국, 캐나다, 유럽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3.4%, –5.3%, -5.6%를 기록
- 한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0.9%, -3%, -2.4%, -2.1%를 기록

산업구조, 원격근로 직업군의 비중, 감염정도, 통제강도 등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도 팬데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
미국의 경우, 관광산업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인 하와이와 네바다는
여행제한과 강제봉쇄 조치에 의해 각각 –5%와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칠레(CHL), 멕시코(MEX), 스페인(ESP), 그리스(GRC), 체코(CZE)의 경우 가장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실업률이 국가 평균치의 두 배를 상회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전반적으로 구조개혁 지원보
다 유동성 지원 관련 정책에 치중
IMF에 따르면 2020년 1월에서 2021년 3월 중 세계 각국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에 대응조치로 인한 재정소요는 총 16조 달러 규모
- 선진국은 지출과 세수 관련한 지원이 GDP의 16.4%를 차지하고 대출 등의 지원은 GD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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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를 차지하여 저소득국가나 신흥국에 비해 절대적인 지원액 규모가 큼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유형은 ‘유동성 지원’과 ‘구조개혁 지원’ 분야로 크게 구분
됨
- 특히 유동성 지원 분야는 ‘노동관련 조치’, ‘공과금 납부유예’, ‘금융수단’ 등의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훨씬 다양한 대응책들이 시행됨
- 임금보조,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출보증, 직접대출 등이 시행빈도가 가장 높은 코로나19
대응정책 수단
-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 지원 정책은 매우 강력하게 활용되었으나 중소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구조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 유형 가운데 공과금 납부유예
관련 조치가 가장 취약한 편임
- 특히, 절대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납부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극소수
국가 중에 한국이 포함됨
- 구조개혁 관련 조치에 있어 한국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폭넓고 신속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2020년 6월 독일이 첫 번째 시행 국가로 보고된 미래지향적 회복정책 유형(OECD
문건에서 ‘Recovery packages to build back better’로 명명한 코로나19 대응조치
유형)은 2021년 4월 현재 13개국 사례만 확인될 정도로 아직 많은 국가에서 미비한 상태인
데, 한국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소개됨

OECD 회원국의 지방정부들은 금융 및 재정지원부터 간접적인 지원사업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경제 지원정책을 활용
OECD 회원국 지방정부들은 아래와 같은 금융･재정지원, 행정지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원
- 금융지원: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 제로 금리 또는 낮은 금리 수준의 양허성 차관, 유동자
금 대출, 대출보증 등을 통한 외부 차입활동 지원, 대출상환의 연기
- 스타트업 기업 지원: 신생 창업중소기업들을 대상49)으로 특화하여 브릿지 금융(bridge
financing), 대출보증, 세제혜택, 유동성 지원, 직접 지분투자 등의 지원
- 재정지원: 세금 및 수수료 징수 연기, 세금공제 및 환급 등의 조치
49)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특별히 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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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 공공조달절차의 단순화와 신속화를 통한 지원
- 임대료 인하 및 선지급금: 지방정부 관할 하에 있는 시설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임대료 조치,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업자에 대해 선지급금 지원
- 기술지원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기존 지역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제공했던 컨설팅 제공 서비스의 가격인하 또는 무료화, 사업개발 지원을 위해 웹비
나(webinar)나 유사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수요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

(2) 코로나19의 산업･경제 부문별 영향과 정책대안 논의 동향
거시경제 부문
코로나19 영향
-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 공포감 확대, 증시 변동성 높아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셧다운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 증가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대외활동 감소로 오프라인 소비 위축 및 온라인 소비 증가
- 국제이동수요 감소 등 수요 위축에 따른 원유 가격 하락

정책대안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셧다운 시행(미국, 이탈리아 등)
- 실업자 급증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 실업급여 지급 대상 기준 완화 및 지급기간 연장

농업 부문
코로나19 영향
- (소비) 외식산업 위축, 학교 수업 비대면 전환에 따른 학교급식 수요 감소 등에 따라 공급자
피해
- (생산) 외국인 노동력 확보 어려움
- 국제물류 차질에 따른 곡물 수급 상황 우려
- 농촌관광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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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 농가소득 안정책 마련 : 농가경영위험 대비
- 온라인 시장 개척
- 농업인력 수급대책 추진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및 계절근로자제도 개선(C-4, E-8, 일시취업기간 조정,
취업이동 문제)
- 식량안보 강화, 국내 비축규모 확대, 비축시설 투자 확대

제조업 부문
코로나19 영향
- 제조의 디지털 전환
- 제조업 GVC 약화
- 업종별 편차 심화

정책대안
-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 공급망 다변화
- 핵심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산업거점 부문
코로나19 영향
- 현행 글로벌 제조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위험 노출 : 세계규모의 생산체제의 단절로 인한
의료장비 필수품 공급중단
-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산업과 공간의 의미 변화 : IT업종과 첨단산업은 재택근무 적응성이
높았으나 대면서비스를 요하는 서비스업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향 확산
- 디지털전환의 가속화: 스마트팩토리 확대 : 무인화/자동화 확대

정책대안
- 제조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잡음
-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있어서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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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인프라 강화 : IT 아웃소싱, 클라우드 전환, 스마트워크플레이스 구현, 빅데이터
구축, AI/재택센터 전환
- 순환경제시스템의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경제생태계 구축

서비스업 부문
코로나19 영향
- 과거와 달리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위축
-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
- 인터넷쇼핑업, 부동산 중개업, 내구재 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실적 급증

정책대안
-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금융 공급, 세제지원 등
-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세제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수립 추진
- 중장기적인 서비스업 고도화 방안 수립 및 추진

소상공인 부문
코로나19 영향
- 광역형/특화형/관광형 상권 위기와 공실률 급증
- 재택근무, 비대면수업 장기화로 주거지 인근 상업기능 활성화
- 적극적 상권 활성화 사업 제약 : 이벤트, 축제 등 취소, 연기

정책대안
- 오프라인 특화형 중심상권 재생모델 논의 확대 : 주거기능 강화, 도심형 물류거점화 등
- 온라인쇼핑, 배달서비스,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등 오프
라인 상권의 활로 개척

노동시장 부문
코로나19 영향
- 코로나19 이전 대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 증가, 개인서비스 분야 일시휴직자 폭증
: 취약계층 구직활동 둔화,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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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 : 최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감소세로 전환

정책대안
- 보편적 고용 안정망 구축(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 초단시간, 일일노동, 5인 미만
영세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지원. 간접고용 노동자(호출/파견/용역 등) 고용대
책 지원
- 비대면 온라인 고용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 :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로 맞춤형 종합 커리어
관리

산업･기술혁신 부문
코로나19 영향
- 예술･스포츠･여가 분야 위축되었으나, 금융서비스 생산 증가
- 비대면 수요 증가로 가상/증강현실(VR/AR)･인공지능(AI) 기술 관련 비즈니스 수요가 급속
히 증가
- 대면 접촉 기피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O2O(Online-to-Offline) 기술 기반의 신선식품
배달,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비즈니스 가속화 전망
- ICT 기반 신규 기술기업 및 온라인 플랫폼 혁신기업의 성장

정책대안
-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정출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완화 등)
- 기술기업의 일시적 경영 악화 및 혁신비즈니스 진출 지원 필요
-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등 코로나19 극복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혁신과 투자 필요
-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한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한국이 첨단기술의 글로벌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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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코로나19의 산업･경제 부문별 일반적 영향과 정책대안 논의 동향 요약
부문

산업･경제 부문별 영향
증시 변동성 증가
실업자 증가
오프라인 소비 위축 및 온라인 소비 증가
원유 가격 하락

산업･경제 부문별 정책대안

거시
경제

Ÿ
Ÿ
Ÿ
Ÿ

농업

Ÿ 학교급식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농가 피
해
Ÿ 외국인 농업노동력 확보 어려움
Ÿ 농촌관광 위축

Ÿ 온라인 시장 개척
Ÿ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
Ÿ 식량안보 강화 사업

제조
업

Ÿ 제조의 디지털 전환
Ÿ 제조업 GVC 약화
Ÿ 업종별 편차 심화

Ÿ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Ÿ 공급망 다변화
Ÿ 핵심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산업
거점

Ÿ
Ÿ
Ÿ
Ÿ

글로벌 제조시스템의 불안정성 노출
재택근무 확산
스마트팩토리 확대
무인화/자동화 확대

Ÿ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확대
Ÿ 디지털 인프라 강화 : IT 아웃소싱, 클
라우드 전환, 스마트워크플레이스 구
현, 빅데이터 구축, AI/재택센터 전환

서비
스업

Ÿ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
Ÿ 인터넷쇼핑업, 부동산 중개업, 내구재 소
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매출
급증

Ÿ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세제지원
Ÿ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Ÿ 중장기적인 서비스업 고도화 방안 수립

소상
공인

Ÿ 광역형/특화형/관광형 상권의 위기
Ÿ 주거지 인근 상업기능 활성화
Ÿ 상권 활성화 사업 제약 : 이벤트, 축제 등

Ÿ 오프라인 특화형 중심상권 재생모델 논
의
Ÿ 전통상권의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노동
시장

Ÿ 개인서비스 분야 일시휴직자 폭증
Ÿ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이슈화
Ÿ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

Ÿ 보편적 고용 안정망 구축
Ÿ 비대면 온라인 고용서비스 확대
Ÿ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

산업･
기술
혁신

Ÿ 가상/증강현실(VR/AR)･인공지능(AI)
기술 관련 비즈니스 수요 급증
Ÿ O2O(Online-to-Offline) 비즈니스 확
산
Ÿ ICT 및 온라인 플랫폼 혁신기업의 성장

Ÿ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원 확대
Ÿ 기술기업의 혁신비즈니스 진출 지원
Ÿ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투자 확대

Ÿ 셧다운 시행(미국, 이탈리아 등)
Ÿ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
Ÿ 실업급여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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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의 경기도 지역경제 부문별 영향과 정책대안 요약
(1) 거시경제 부문
코로나19로 급락한 경기도 거시경기는 꾸준한 회복세 기록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기록
경기도 제조업 생산은 2020년 1~2분기 간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이
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 2분기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이 나타남

경기도 수출･소비･고용은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2021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경기도 물가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수급
및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 중

코로나19 이후 비대칭적인 회복추세가 나타남
제조업은 중･고위기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소비 부문은 전자상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기술이 접목된
분야의 소비증가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가계의 경제적 여건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좋아지는 등 가구
특성별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요약) 코로나19 이후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필요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군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코로나19 이후 소비회복의 혜택에서 벗어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
서비스업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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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부문
코로나19로 인한 우려할 만한 농산물 수급 불균형은 미발생
코로나19 발생 초기 일부 농산물 수출국의 일시적인 농산물 수출 중단, 국경
봉쇄 조치 확대 등으로 식량수급 불안 요인이 제기되었지만, 최근까지 우려할
만한 식량수급 불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최근 국내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외국인 노동인력 공급 감소로 농업 노동력 수급 불균형 현상 지속 및 농업경영
부담 가중
- 과일, 과채류 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농업 노동력 불균형 심화

코로나19 발생 초기 급식사업 중단으로 인한 관련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었지만,
급식농산물 판로 지원, 학생 등교 재개 등으로 피해 최소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면서 도시의 유휴노동력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농촌은 일자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은퇴자 급증, 고용
없는 성장 지속 등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화
- 도시와 농촌 간의 인력 중개 서비스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도시 노동력을 농촌
노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숙련도, 일자리 비대칭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

도･농간 인력 중개 지원사업의 양적 및 질적인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의 관련 기관과 도시농업, 귀농 귀촌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도시민이 사전에 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경험한 이후 농업노동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미숙련 도시 노동력의 농업 노동력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장주의 손실보전, 도시 유휴
노동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차원에서 도시의 공공근로 정책사업 예산 및 복지 관련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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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 부문
경기도의 제조 부문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정도가 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
으로 낮으며, IT, 바이오 등의 부문은 코로나로 촉진된 비대면 경제 전환,
의료보건 부문의 수요 급증 등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의 제조 분야 고용이 위축되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는 양호한 수준
- 2020년 경기도 제조기업의 평균 고용자 수는 2019년 대비 46.7% 감소해 전국 평균
(-54.9%)보다는 낮은 감소율을 기록
- 경기도에는 중고위기술 집약도가 높고, 규모가 큰 기업의 비중이 커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
로 덜한 것으로 해석됨

경기도의 제조기업 평균 매출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증가했으며, 전국에 비해서
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
- 2020년 경기도 제조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9년 대비 41.6% 증가해 전국 평균(32.2%)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
- 반면 2020년 경기도 제조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19.9% 증가해 전국 평균
(27.1%)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임

비대면 경제의 전환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
- 홈 이코노미 증가, 포장･배달･온라인 쇼핑의 증가 등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가구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해석됨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영업이익 증가는 보건･의료 부문의 수요 확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임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요약)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 중
장기적으로는 온쇼어링 정책 강화, 제조 전 분야의 스마트화 촉진과 더불어 중소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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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영세 제조
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 배정 우선권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점수제’ 방식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인해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가 어려움
- 영세 제조업체의 외국인 인력 배정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의 영세 기업
대상 인력 현황 및 수요 파악, 인력 배정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 점검, 컨설팅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국내의 제조기반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안정적 생산 기반
확충이 필요
-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부문의 투자 지원책 강화, 업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인센티브 제공, 규제 합리화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인프라의 확대와
더불어 인력 양성, 규제 합리화 등이 요구됨
- 더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 등의 기반
강화 필요

(4) 산업거점 부문
코로나19가 제조업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수요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디지털전환 가속
화
-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의 제약이 커지면서 개별 경제주체는 디지털경제에 불가피하게 적응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코로나19로 손상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있어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 증대
-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잡음
- 산업클러스터는 제조 공급망을 제고하고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연결 및 집합적 전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음

선형 제조시스템에서 순환시스템(Circular System)으로 이동: 지속가능 경제생
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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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의 생산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고용 회복은
미흡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래 2020년 5월 전국산업단지 가동률이 저점을
보였으며, 동년 9월을 전후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
- 산업단지마다 회복력에서의 차이가 있음.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
보다 더 높은 가동률을 보였으나 반면 반월과 사화단지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다시
가동률 하락
-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가 제조업(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있음을 보여줌. 고용 부문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 전국 산업단지 생산액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석유화학, 운송장비, 기계 등의 순이며 이는
주로 비수도권의 국가산업단지가 기여한 것임

코로나19와 관련 경기도 제조업 및 산업거점 발전의 두 가지 트렌드가 포착됨
- 첫째, 기계장비산업(스마트팩토리 등) 이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의 혁신발전에 기여하는
성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 경기도 반월시화산업단지는 금속가공 및 기계장비
등에 필요한 산업생태계 발전이 기대됨
- 둘째, 코로나19 이후 차별화된 소비층에 기반한 고급 생활소비재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코로나 이후 패션의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산단의 생산 고용에 기여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지역 제조네트워크(local and regional manufacturing networks)의 재구축
-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수요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역제조네트워크 재구축 및 활성화 추진
- 산업 커먼즈(industrial commons)는 지역제조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동력

산업거점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혁신생태계 구축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디지털전환, 즉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관련됨
- 경기도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 도시형 업무지구 및 첨단산업 혁신기반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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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업 부문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
경기도 서비스업 총지수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2020년 2/4분기부터 연속
3분기 마이너스를 기록(1/4분기 0.9%→2/4분기 –1.61% → 3/4분기 –0.8%→
4/4분기 –1.57%)
- 가용통계 시작 시점인 2010년 이후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 총지수가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처음

다만, 2020년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활동 추이는 전국평균 및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임
2020년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감률은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
- 2020년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활동 전년대비 증감률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2020년에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감률 ‘+’를 기록한 유일한 서울(2020년 증감률 1.16%)에 이어 –
1.0%를 기록

경기도의 경우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의 생산활동이 크게 감소한
반면 대면접촉 강도가 낮은 서비스 업종은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서비스업 내 양극화 양상이 나타남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대면중심 서비스업 생산 감소세가 강하게 나타남
- 경기도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20년 중 전년동분기대비 최대
38.4%까지 감소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도 최대 22.2%까지 감소

대면접촉 강도가 낮은 서비스업 생산활동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흐름을 보임
- 경기도 부동산업이 활황세를 보여 2020년 중 부동산업 서비스 생산지수 증감률은 최대
전년동분기대비 24.6%를 기록하여 업종별 증감률 최고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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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및 보험업 생산활동도 견실하여 생산활동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이 2020년 중 최대
12.1%에 다다름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손실보상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지원방법 강구
- 현재 손실보상제 논의 과정에서 보상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부 서비스
업종이 배제되는 등의 논란 발생
- 피해가 컸던 여행･관광 업종이나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적용대상에
서 배제되어 논란
- 동일업종도 지자체마다 지원대상 포함여부가 달라짐으로써 형평성 문제 발생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출의존도가 커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
- 대출중심의 지원에 의존한 소상공인의 폐업과 신용도 악화 등 대출지원의 부작용을 대비한
정책을 고민할 필요

경기도형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필요
-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처해있는 소요재원 및 정책수단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업 지원
정책목표 및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
- 생활밀접 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보호 및 생존이라는 정책목표와 고부
가가치 유망 서비스업 육성관점의 목표 간 중장기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

디지털, 비대면 등 급격한 서비스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 경기도 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중소상인 대상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을 계기로 디지털 및 비대면 환경 적응력에 따라 업종 간 또는 업종 내 생존력의 양극화
해소 노력 필요
- 미래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산업육성정책 성격의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을 활용
- 시설/장비 소요가 수반되는 디지털 전환과정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사업을 보완하거나 필요시 지역별 특성과 기술수요를
감안한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중소상인 디지털화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
- 사업집행 및 효과성 제고에 있어서 경기도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심화시키거나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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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시설자금 대출 등 지원 가능성 모색하여 제조업 지원정책
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6) 소상공인 부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품･서비스 품목별 소비행태 변화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후 감소했던 소비가 코로나19
종료 후에는 다시 증가/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주점, 여행, 문화서비스
부분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반면, 보습학원과 예체능학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지출이 감소했지
만,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지속적인 소비 감소가 예상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쇼핑시설(장소) 유형별 이용행태 변화
도심/구도심상가, 지역중심상가, 알뜰장/5일장 등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취약
부문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감소한 이용빈도가 코로나19 종료 이후
에 추가 감소할 가능성
- 특히, 도심형/대형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우 코로나19의 매출감소 충격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반면,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판매시설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유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위기대응 생존지원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과제로 ‘고정비용’ 부담 해소대책과
‘손실보상제’의 문제점 보완 필요
- 팬데믹 등 재난상황에서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상가 공동관리비, 필수인력(주방장 등)
인건비 등과 같이 사업장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 즉 ‘고정비용’의
감면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경계선 딜레마, 도덕적 해이, 중복지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손실보상제는 국민의
기초적 생존 보장이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재정투입의 정책논리 강화 필요
- 일반적인 재난피해와 구분하여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재난피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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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도록 통합적 재난지원체계 확립

코로나19의 구조적 영향에 대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응전략, 중심상권 재생방안, 상권활성화 사업체계 혁신 등 추진
플랫폼 자본주의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방안을 우선 검토
- 경쟁촉진 : 데이터 독점 규제, 근린형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 등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 가맹사업 관련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도입, 발전 과정을 참조하
여 ‘O2O 표준거래기준’(가칭)을 정립하는 노력 필요

코로나19의 충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심상권의 경우 ‘도심재생 중장
기 프로젝트’ 형태의 종합적 처방이 필요
- 입주업종 수요의 변화라는 미시적 차원의 인식과 대응보다는 오프라인 상업시설 총 수요의
장기적 위축세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상권에 주거, 공공, 문화, 교육, 업무 등 상업
이외의 도시기능을 충전하는 방향으로 공간의 성격 혁신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사업단 중심에
서 상설 전담기관 중심으로 사업추진체계의 전환 검토
- 도내 분포하는 산업진흥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대학교(부설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일정기간 사업위탁(예, 3개년 단위 계약 및 갱신) 방식으로 지역상권 육성지원
거점기관의 역할을 부여 : 지역밀착형 지원거점 육성 효과

(7) 노동시장 부문
경기도 고용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의해 2020년 2/4분기 이후 1년간 침체
에 빠졌다가, 2021년 2/4분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
취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8.2만 명 감소 이후, 1년간 계속 감소하다가 2021
년 2/4분기 24.3만 명 증가로 전환. 3/4분기에도 35.1만 명 증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임시직 근로자
수는 2021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
- 임시직 근로자 수는 2020년 1/4분기 8.7만 명 감소 이후, 1년 이상 계속 감소하다가
2021년 2/4분기 17.9만 명 증가로 전환. 3/4분기에도 21.5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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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6.7만 명 감소로 이전의 감소 폭이 확대된
후 줄어들다가, 2021년 1/4분기 5.6만 명 감소 이후 비슷한 상황 지속되어 전국이 상대적
회복기에 접어든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임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은 경기도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1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2/4분기 8.6만 명 감소 이후, 1년간 계속 감소하다가 2021
년 2/4분기 15.6만 명 증가로 전환. 3/4분기에도 30.1만 명 증가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4분기 6.9만 명 감소, 2/4분기 11.7만 명
감소 이후 계속하여 감소 추세. 2021년 2/4분기 6.8만 명 감소, 3/4분기 3.6만 명 감소로
감소 폭을 줄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요약) 청년층의 고용난 완화를 위한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비정규직 공정수
당 제도의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필요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보장제’와 ‘일자리
보장제’를 결합한 모델을 구상(김정훈 외, 2021)
- 청년일자리보장제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경력 공백을
단축시켜, 이력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동 가능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및 관련 평가 제도에 반영하여 도입 유인을 강화
-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민간분야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률을 통해 고용주에게
부담을 강제하되,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부 지원을 통해 제도의 확대를 도모

소규모 사업장, 소규모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예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8) 지역균형발전 부문
경기지역 지역균형발전 부문 영향 진단
산업단지내 산업생산
- 코로나19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생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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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역 산업단지는 ’20년 4분기에 산업생산이 전년 동분기 대비 5.5% 증가하고
’21년 2분기에는 7.7% 증가한 반면, 경기북부지역은 ’20년 4분기에 산업생산이 전년
동분기 대비 0.3% 증가하고 ’21년 2분기에는 1.8% 증가에 그침

산업단지내 수출액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의 수출액은 ’20년 4분기에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에서 더 큰 호조세를 보였으나 ’21년 2분기에는 도리어 –0.5%의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함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 ’20년말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경기남부지역의 임금근로자 증가율은 –0.2%이고 경기북부
지역은 –0.5%로 상대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경기북부지역내 산업입지 규제완화를 통한 첨단기업 유치 촉진
- 경기북부지역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입지하는 대기업 첨단업종 공장에 한하여 신증설 규제를 일부 완화함
으로써 국내 대기업의 유치와 유턴기업 첨단업종 공장의 리쇼어링을 촉진함

경기북부지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지원 확대
- 경기북부지역 내 저렴한 산업단지 조성 촉진과 국내 대기업 및 유턴기업 입지를 위해 비수도
권과 동일 수준으로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의 발전 역량이 낮으므로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9) 산업･기술혁신 부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기술기업의 부상
및 온라인 플랫폼 혁신기업의 성장세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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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 재택
근무의 확산으로 재택 또는 원격근무 솔루션 등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
비대면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상/증강현실(VR/AR)･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
비즈니스 수요가 급속히 성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활동이 감소하면서 온라인 구매는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O2O(Online-to-Offline)를 기반으로 하
는 신선식품 배달,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비즈니스 가속화 전망
-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스트리밍 영화, 게임,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산업 성장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케어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
화를 겪으면서 그 규모도 커지고 있음
직장과 학교에서 온라인 방식의 운영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 온라인 업무협업
및 에듀테크(교육(education) + 기술(technology))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

코로나19로 예술･스포츠･여가 분야는 대폭 감소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전
자부품･컴퓨터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생산은 증가
예술･스포츠･여가 등 오프라인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었지만,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는 코로나19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측면도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은 대체로 성장세가 둔화하였지만,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 등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

코로나19는 기술기반 혁신형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경기도 소재 기술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수요 감소(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코로나19는 매출 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타격뿐 아니라 기술기업의 창업 위축,
대면활동 제약, 글로벌 비즈니스 제약, 투자유치 부진 등 기술기업의 혁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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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스타트업과 기술기업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혁신클러스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 기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코로나19에 따른 기술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 해소 및 혁신비즈니스 진출에
대한 적극 지원 필요
- 기술기업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유망 산업분야로 ‘의료(진단키트, 마스크, 원격의료
등)’와 ‘비대면 기반 기술(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등)’ 전망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가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
장으로 가기 위한 대안 마련
-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에 포럼, 컨퍼런스, 비즈니스 설명회,
데모데이 등 네트워킹 이벤트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마련

코로나19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 강화가 필요
- 대학이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한 산학연 협력모델 수립이 필요함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비즈니스가 증가함에 따라 메타버스 기술이 부상하고 있
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행정에 적용할 방안 강구 필요
- 메타버스는 정치, 행정, 기업운영, 공연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행사, 마케팅 홍보, 부동산 건설 등에서도 활용

산업별･기술별 일괄적 지원이 아닌 창업-성장-글로벌 진출-회수-재창업 등과
같이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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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코로나19의 경기도 지역경제 부문별 영향과 정책대안 요약
부문

지역경제 부문별 영향

거시
경제

Ÿ 코로나로 급락한 거시경기는 꾸준한 회복세
Ÿ 제조업 생산은 2020년 3분기, 서비스업은
2021년 2분기 이후 증가세 전환
Ÿ 비대칭적 회복세 : 중･고위기술 제조업, 전
자상거래/비대면기술 관련 소비산업 높은
성장

Ÿ
Ÿ
Ÿ
Ÿ

농업

Ÿ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
Ÿ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참여 농가의 농산물
판매처 미확보

Ÿ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 확대
Ÿ 학교급식과 연계한 농산물 판매 지원사업
지속 방안 모색

제조
업

Ÿ 제조분야 고용은 위축, 매출은 성장
Ÿ 전국 대비 경기도 고용/매출 실적 양호
Ÿ IT, 가전, 바이오 중심의 매출 증가

Ÿ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 지원
Ÿ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Ÿ 스마트 제조 인프라, 인력 양성 투자

산업
거점

Ÿ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로 생산수준에 비해
고용회복은 미흡(반월시화산업단지)
Ÿ 반월시화산업단지는 기계장비산업(스마트
팩토리 등)의 경쟁력이 확대됨
Ÿ 소비양극화에 따른 고급생활소비재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

Ÿ 지역제조네트워크(local and regional
manufacturing)의 재구축 : 산업공유자산
(industrial commons)의 확보
Ÿ 혁신거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생태
계 활성화 :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
축, 테크노밸리 혁신기반시설 투자 확충

서비
스업

Ÿ 전국 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 서비스
업 생산 감소세의 강도는 약함
Ÿ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생산활동
이 더 크게 위축

Ÿ 자영업자 채무구조 개선 지원
Ÿ 경기도형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Ÿ 디지털 및 비대면 등 급격한 서비스업 환경
변화 적응 지원

소상
공인

Ÿ 도심/구도심상가, 지역중심상가 등은 코로
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객감소 전망
Ÿ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판매시설들은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유지, 강화

Ÿ 위기대응 생존지원 관련 ‘고정비용’ 부담 해
소대책과 ‘손실보상제’의 문제점 보완
Ÿ 구조적 영향 관련 지원정책으로 온라인 플
랫폼 대응전략, 중심상권 재생방안 등 추진

노동
시장

Ÿ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임시직 근
로자 수 2021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
Ÿ 자영업자 수는 전국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고, 회복도 느림

Ÿ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검토
Ÿ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
군 및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 확대
Ÿ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Ÿ 코로나19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생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
Ÿ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경기남부지역이 충

격을 더 크게 받고 회복속도도 느림

Ÿ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 규제완화
Ÿ 경기북부지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지원 확대
Ÿ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Ÿ ICT 기반 신규 기술기업 및 온라인 플랫폼
혁신기업의 성장
Ÿ 스타트업의 창업, 투자, 글로벌 진출 위축
Ÿ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료(진단키트, 마스
크, 원격의료 등)’와 ‘비대면 기반 기술(컴퓨
팅, 클라우드, 플랫폼 등)’이 유망산업

Ÿ 한국판 뉴딜, 메타버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혁신과 투자
Ÿ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기업 중
심의 산학연관 협력 강화
Ÿ 판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에 포럼,
컨퍼런스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
균형
발전

산업･
기술
혁신

지역경제 부문별 정책대안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필요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군 정책적 지원
소비회복 소외 서비스업종 지원 강화
서비스업 고용회복 정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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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 영향의 특징 분석
1) 코로나19 지역경제 영향의 일반성과 특수성 분석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경기도 지역특성’ 요인과 무관한 코로나19 지역경제
영향의 보편적･지속적 양상 추출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동시장 충격
- 실업자 증가, 취업난 심화
- 외국인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
- 개인서비스 분야 일시휴직자 폭증
-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이슈화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분야간 성장의 양극화
- 오프라인 소비 위축 및 온라인 소비 증가
-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
- 인터넷쇼핑업, 부동산 중개업, 내구재 소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매출급증
- 광역형/특화형/관광형 상권의 위기
- 주거지 인근 상업기능 활성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재택근무 확산
- 스마트팩토리 확대
- 무인화/자동화 확대

팬데믹 반사이익 및 위기극복 관련 분야 급성장
- IT, 가전, 바이오 중심의 매출 증가
- 가상/증강현실(VR/AR)･인공지능(AI) 기술 관련 비즈니스 수요 급증
- O2O(Online-to-Offline) 비즈니스 확산
- ICT 기반 신규 기술기업 및 온라인 플랫폼 혁신기업의 성장
-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망산업으로 ‘의료(진단키트, 마스크, 원격의료 등)’와 ‘비대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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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등)’ 부상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경기도 지역특성’ 요인이 반영된 코로나19 지역경제
영향의 차별적･국지적 양상 추출
코로나19 발생 초기 급락한 거시경기는 꾸준한 회복세
- 제조업 생산은 2020년 3분기, 서비스업은 2021년 2분기 이후 증가세 전환

경기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팬데믹 위기회복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
- 전국 대비 경기도 제조업 고용/매출 실적 양호
- 전국 대비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 감소세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

전반적인 회복세 가운데 산업분야 간 비대칭적 회복세
- 중･고위기술 제조업, 전자상거래/비대면기술 관련 소비산업 높은 성장

제조업에 있어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 현상 심화
- 제조분야 고용은 위축, 매출은 성장
- 반월시화산업단지의 경우도 생산수준에 비해 고용회복은 미흡

전통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잠재력 확인
- 반월시화산업단지는 기계장비산업(스마트팩토리 등)의 경쟁력이 확대됨
- 소비양극화에 따른 고급생활소비재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소비거점 유형 간의 코로나19 종식 이후 회복전망에서 격차 확대
- 도심/구도심상가, 지역중심상가 등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객감소 전망
-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판매시설들은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유지, 강화

노동시장 부문 간에도 비대칭적 회복세
-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임시직 근로자 수 2021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
- 경기도 자영업자 수는 전국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고 회복도 느림

경기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코로나19 충격의 상이한 양상
- 코로나19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생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
-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경기남부지역이 충격을 더 크게 받고 회복도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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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코로나19 지역경제 영향의 일반 동향과 경기지역 진단결과 비교
부문

거시
경제

농업

제조
업

산업
거점

서비
스업

소상
공인

코로나19 영향의 일반 동향
Ÿ 증시 변동성 증가
Ÿ 실업자 증가
Ÿ 오프라인 소비 위축 및 온라인 소비
증가
Ÿ 원유 가격 하락
Ÿ 학교급식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농
가 피해
Ÿ 외국인 농업노동력 확보 어려움
Ÿ 농촌관광 위축
Ÿ 제조의 디지털 전환
Ÿ 제조업 GVC 약화
Ÿ 업종별 편차 심화
Ÿ 글로벌 제조시스템의 불안정성 노
출
Ÿ 재택근무 확산
Ÿ 스마트팩토리 확대
Ÿ 무인화/자동화 확대
Ÿ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
Ÿ 인터넷쇼핑업, 부동산 중개업, 내구
재 소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등 매출급증
Ÿ 광역형/특화형/관광형 상권의 위기
Ÿ 주거지 인근 상업기능 활성화
Ÿ 상권 활성화 사업 제약 : 이벤트, 축
제 등

노동
시장

Ÿ 개인서비스 분야 일시휴직자 폭증
Ÿ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이슈화
Ÿ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

지역
균형
발전

Ÿ

산업･
기술
혁신

Ÿ 가상/증강현실･인공지능 기술 관련
비즈니스 수요 급증
Ÿ O2O(Online-to-Offline) 비즈니
스 확산
Ÿ ICT 및 온라인 플랫폼 혁신기업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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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의 경기지역 진단결과
Ÿ 코로나로 급락한 거시경기는 꾸준한 회복세
Ÿ 제조업 생산은 2020년 3분기, 서비스업은
2021년 2분기 이후 증가세 전환
Ÿ 비대칭적 회복세 : 중･고위기술 제조업, 전자상
거래/비대면기술 관련 소비산업 높은 성장
Ÿ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
Ÿ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참여 농가의 농산물 판매
처 미확보
제조분야 고용은 위축, 매출은 성장
전국 대비 경기도 고용/매출 실적 양호
IT, 가전, 바이오 중심의 매출 증가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로 생산수준에 비해 고
용회복은 미흡(반월시화산업단지)
Ÿ 반월시화산업단지는 기계장비산업(스마트팩토
리 등)의 경쟁력이 확대됨
Ÿ 소비양극화에 따른 고급생활소비재산업이 일자
리 창출에 기여
Ÿ
Ÿ
Ÿ
Ÿ

Ÿ 전국 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 감소세의 강도는 약함
Ÿ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더 크게 위축
Ÿ 도심/구도심상가, 지역중심상가 등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객감소 전망
Ÿ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판매시설들은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유지, 강화
Ÿ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임시직 근로자
수 2021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
Ÿ 자영업자 수는 전국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
게 감소하고, 회복도 느림
Ÿ 코로나19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
의 산업생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

Ÿ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경기남부지역이 충격을
더 크게 받고 회복속도도 느림
Ÿ ICT 기반 신규 기술기업 및 온라인 플랫폼 혁신
기업의 성장
Ÿ 스타트업의 창업, 투자, 글로벌 진출 위축
Ÿ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료(진단키트, 마스크, 원
격의료 등)’와 ‘비대면 기반 기술(컴퓨팅, 클라우
드, 플랫폼 등)’이 유망산업

2) ‘위기 vs. 기회’ 요인별 코로나19의 경기도 지역경제 영향 분류
(1) 위기요인 성격의 코로나19 영향
거시경제 부문
비대칭적 회복세
- 저위기술 제조업, 전통 대면방식 소비산업 위축, 회복 지연

농업 부문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참여 농가의 농산물 판매처 미확보

제조업 부문
제조분야 고용 위축

산업거점 부문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로 생산수준에 비해 고용회복은 미흡(반월시화산업단지)

서비스업 부문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더 크게 위축

소상공인 부문
도심/구도심상가, 지역중심상가 등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객감소 전망
-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판매시설들은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유지, 강화

노동시장 부문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임시직 근로자 수는 2021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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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수는 전국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회복도 더딘 것으
로 나타남

지역균형발전 부문
코로나19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생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
코로나19로 경기북부지역에 비해 경기남부지역의 노동시장 여건이 더 악화

산업･기술혁신 부문
스타트업의 창업, 투자, 글로벌 진출 위축

(2) 기회요인 성격의 코로나19 영향
거시경제 부문
비대칭적 회복세
- 중･고위기술 제조업, 전자상거래/비대면기술 관련 소비산업 높은 성장

제조업 부문
전국 대비 경기도 고용/매출 실적 양호
IT, 가전, 바이오 중심의 매출 증가

산업거점 부문
반월시화산업단지는 기계장비산업(스마트팩토리 등)의 경쟁력이 확대됨
소비양극화에 따른 고급생활소비재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서비스업 부문
전국 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 서비스업 생산 감소세의 강도는 약함

산업･기술혁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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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신규 기술기업 및 온라인 플랫폼 혁신기업의 성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료(진단키트, 마스크, 원격의료 등)’와 ‘비대면 기반 기술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등)’이 유망산업
[표 12-4] ‘위기 vs. 기회’ 요인별 코로나19의 경기도 지역경제 영향 분류
부문

위기요인 성격의 코로나19 영향

기회요인 성격의 코로나19 영향

거시
경제

Ÿ 비대칭적 회복세
Ÿ 저위기술 제조업, 전통 대면방식 소비산
업 위축, 회복 지연

Ÿ 비대칭적 회복세
Ÿ 중･고위기술 제조업, 전자상거래/비대
면기술 관련 소비산업 높은 성장

농업

Ÿ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
Ÿ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참여 농가의 농산
물 판매처 미확보

Ÿ

제조
업

Ÿ 제조분야 고용 위축

Ÿ 전국 대비 경기도 고용/매출 실적 양호
Ÿ IT, 가전, 바이오 중심의 매출 증가

산업
거점

Ÿ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로 생산수준에 비
해 고용회복은 미흡(반월시화산업단지)

Ÿ 반월시화산업단지의 기계장비산업(스
마트팩토리 등) 경쟁력 확대
Ÿ 소비양극화에 따른 고급생활소비재산
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서비
스업

Ÿ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생산활
동이 더 크게 위축

Ÿ 전국 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 서
비스업 생산 감소세의 강도는 약함

소상
공인

Ÿ 도심/구도심상가, 지역중심상가 등은 코
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객감소 전망

Ÿ

노동
시장

Ÿ 코로나19 타격이 큰 임시직 근로자 수
2021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
Ÿ 자영업자 수는 전국 대비 더 큰 타격을
받고, 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남

Ÿ

지역
균형
발전

Ÿ 코로나19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북
부지역의 산업생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
Ÿ 코로나19로 경기북부지역에 비해 경기남
부지역의 노동시장 여건이 더 악화

Ÿ

Ÿ 스타트업의 창업, 투자, 글로벌 진출 위축

Ÿ ICT 기반 신규 기술기업 및 온라인
랫폼 혁신기업의 성장
Ÿ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료(진단키트,
스크, 원격의료 등)’와 ‘비대면 기반
술(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등)’이
망산업

산업･
기술
혁신

플
마
기
유

제12장 요약 및 종합분석∣235

3) 코로나19의 경기도 지역경제 구조적 영향
거시경제 부문
코로나19로 추락한 거시경기의 전반적 회복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산업 분야들
간에 비대칭적인 회복추세가 나타남
- 제조업은 중･고위기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소비 부문은 전자상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기술이 접목된 분야의
소비증가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농업 부문
외국인 노동인력 공급 감소로 농업 노동력 수급 불균형 현상 지속
- 과일, 과채류 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농업 노동력 불균형 심화

제조업 부문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가구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 또한 홈 이코노미 증가, 포장･배달･온라인 쇼핑의 증가 등과 밀접한 관련 추정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영업이익 증가는 보건･의료 부문의 수요 확대
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임

산업거점 부문
코로나19로 손상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있어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 증대
- 산업클러스터는 제조 공급망의 제고 및 재구성에 필요한 연결 및 집합적 전략 제공

기계장비산업(스마트팩토리 등)이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의 혁신발전에 기여
하는 성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
- 경기도 반월시화산업단지는 금속가공 및 기계장비 등에 필요한 산업생태계 발전이 기대됨

코로나19 이후 차별화된 소비층에 기반한 고급 생활소비재산업이 양질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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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코로나 이후 패션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단의 생산,
고용에 기여

서비스업 부문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의 생산활동이 크게 감소한 반면 대면접촉
강도가 낮은 서비스 업종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서비스업 내 양극화 양상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대면중심 서비스업 생산 감소세가 강하게 나타남
-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대면접촉 강도가 낮은 서비스업 생산활동은 견실한 흐름

소상공인 부문
도심/구도심상가, 지역중심상가, 알뜰장/5일장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감소한 방문고객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회복 가능성이 낮음
- 반면,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판매시설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
의 회복탄력성을 유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노동시장 부문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경기도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1년 2/4분
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4분기 6.9만 명 감소, 2/4분기 11.7만 명
감소 이후 계속하여 감소 추세. 2021년 2/4분기 6.8만 명 감소, 3/4분기 3.6만 명 감소로
감소 폭을 줄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

지역균형발전 부문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에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미침
- 경기남부지역 산업단지는 ’20년 4분기에 산업생산이 전년 동분기 대비 5.5% 증가하고
’21년 2분기에는 7.7% 증가한 반면, 경기북부지역은 ’20년 4분기에 산업생산이 전년
동분기 대비 0.3% 증가하고 ’21년 2분기에는 1.8% 증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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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경기북부지역보다 경기남부지역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의 충격을 더 크게 받고 회복속도 또한 느린 것으로 평가됨
- 특히, 2020년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이 경기북부지역이 –1.4%인 데 비해 경기남부지역은
–4.1%로 훨씬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는 북부지역이 1.6%로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남부지역은 –0.2%로 약보합세에 머물러 있음

산업･기술혁신 부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기술기업의 부상 및
온라인 플랫폼 혁신기업의 성장세 두드러짐
- 비대면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상/증강현실(VR/AR)･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 비즈니스
수요가 급속히 성장
- 온라인 유통기업, O2O(Online-to-Offline)를 기반으로 하는 신선식품 배달, 중고거래
플랫폼, 스트리밍 영화, 게임,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산업 등 성장
- 헬스케어 산업, 온라인 업무협업 및 에듀테크 시장도 급성장 전망

코로나19는 기술기업의 창업 위축, 대면활동 제약, 글로벌 비즈니스 제약, 투자
유치 부진 등 기술기업의 혁신활동 전반에 걸쳐 부정적으로 작용
- 스타트업과 기술기업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혁신클러스터의 역할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됨
[표 12-5] 코로나19의 경기도 지역경제 부문별 구조적 영향 요약
부문
거시경제
농업

코로나19의 구조적 영향

Ÿ 산업 분야들 간에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비대칭적인 회복추세
Ÿ 외국인 노동인력 공급 감소로 농업 노동력 수급 불균형 현상 지속

제조업

Ÿ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
Ÿ 보건･의료 부문의 수요 확대 영향으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영업이익
증가

산업거점

Ÿ 코로나19로 손상된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있어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 증대
Ÿ 기계장비산업(스마트팩토리 등)의 성장산업으로서의 가능성 확인
Ÿ 고급 생활소비재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

서비스업

Ÿ 서비스업 내 양극화 양상 : 대면접촉 강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의 생산활동이 크게
감소한 반면 대면접촉 강도가 낮은 서비스 업종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

소상공인

Ÿ 도심/구도심상가, 지역중심상가, 알뜰장/5일장 등 위기상황 지속 우려 :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감소한 방문고객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회복 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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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Ÿ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1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지역균형
발전

Ÿ 경기남부지역의 산업단지에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미침
Ÿ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경기남부지역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을 더 크게 받고
회복속도 또한 느림

산업･기
술혁신

Ÿ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기술기업의 부상 및 온라인 플랫폼 혁신기업의 성장세
두드러짐
Ÿ 코로나19는 기술기업의 창업 위축, 대면활동 제약, 글로벌 비즈니스 제약, 투자유치
부진 등 기술기업의 혁신활동 전반에 걸쳐 부정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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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경제 정책대안의 특징 분석
1) 코로나19 지역경제 정책대안의 일반 동향과 경기도 대안의 비교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경기도 지역특성’ 요인과 무관한 코로나19 대응 산
업･경제 일반적 정책대안 추출
봉쇄경제가 초래한 노동시장 충격 완화 정책
- 실업급여 지급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
-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 확대
- 보편적 고용 안정망 구축
- 비대면 온라인 고용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팬데믹 충격이 편중된 산업 분야 지원 정책
- 농산물 판로 개척 : 온라인 채널 확대, 학교급식 연계 농산물 판매 지속 방안
-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세제지원 :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
- 비대면 소비확산 대응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 오프라인 특화형 중심상권 재생모델 개발
- 전통상권의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중소제조업 디지털화 촉진 및 혁신역량 강화
-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확대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 스마트 제조 인프라, 인력 양성 투자
- 디지털 인프라 강화 : IT 아웃소싱, 클라우드 전환, 스마트워크플레이스 구현, 빅데이터
구축, AI/재택센터 전환

팬데믹 유래 기회요인 집중 산업 분야 성장 촉진
- 핵심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 공급망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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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촉진 : 기술기업의 혁신비즈니스 진출 지원
- 한국판 뉴딜, 메타버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혁신과 투자
-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또는 ‘경기도 지역특성’ 요인이 반영된 코로나19 대응 지역
경제 부문별 정책대안 추출
비대칭 회복세를 고려한 거시 재정정책 필요
-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군 정책적 지원
- 소비회복 소외 서비스업종 지원 강화
- 서비스업 고용회복 정책방안 마련

노동시장 취약집단 보호 제도 확충
-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검토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 확대

서비스업 위기부문 생존지원 제도 개선 및 구조변화 대응정책
- 자영업자 채무구조 개선 지원
- 위기대응 생존지원 관련 ‘고정비용’ 부담 해소대책과 ‘손실보상제’의 문제점 보완
- 구조적 충격 관련 온라인 플랫폼 대응전략, 중심상권 재생방안 추진

GVC 의존도 축소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강화 전략
- 지역제조네트워크(local and regional manufacturing)의 재구축 : 산업공유자산
(industrial commons)의 확보
- 혁신거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생태계 활성화 :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테크노밸리 혁신기반시설 투자 확충
- 판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에 포럼, 컨퍼런스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산업생산 위축세가 더 높은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입지 매력 제고
-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 규제완화
- 경기북부지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지원 확대
-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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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코로나19 지역경제 정책대안의 일반 동향과 경기도 대안의 비교
일반적 정책대안

부문
거시
경제

농업

제조
업

산업
거점

서비
스업

소상
공인

노동
시장

Ÿ 셧다운 시행(미국, 이탈리아 등)
Ÿ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
Ÿ 실업급여 지급 확대
Ÿ
Ÿ
Ÿ
Ÿ
Ÿ
Ÿ

온라인 시장 개척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
식량안보 강화 사업
4차산업 기술 도입
공급망 다변화
핵심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Ÿ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확대
Ÿ 디지털 인프라 강화 : IT 아웃소싱,
클라우드 전환, 스마트워크플레이
스 구현, 빅데이터 구축, AI/재택센
터 전환
Ÿ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세제지
원
Ÿ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Ÿ 중장기적인 서비스업 고도화 방안
수립
Ÿ 오프라인 특화형 중심상권 재생모
델 논의
Ÿ 전통상권의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Ÿ 보편적 고용 안정망 구축
Ÿ 비대면 온라인 고용서비스 확대
Ÿ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
비스

지역
균형
발전

Ÿ

산업･
기술
혁신

Ÿ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원 확대
Ÿ 기술기업의 혁신비즈니스 진출 지
원
Ÿ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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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경기지역 정책대안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필요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군 정책적 지원
소비회복 소외 서비스업종 지원 강화
서비스업 고용회복 정책방안 마련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 확대
학교급식과 연계한 농산물 판매 지원사업 지속
방안 모색

Ÿ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 지원
Ÿ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Ÿ 스마트 제조 인프라, 인력 양성 투자
Ÿ 지역제조네트워크(local
and
regional
manufacturing)의 재구축 : 산업공유자산
(industrial commons)의 확보
Ÿ 혁신거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생태계
활성화 :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테크
노밸리 혁신기반시설 투자 확충
Ÿ 자영업자 채무구조 개선 지원
Ÿ 경기도형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Ÿ 디지털 및 비대면 등 급격한 서비스업 환경변화
적응 지원
Ÿ 위기대응 생존지원 관련 ‘고정비용’ 부담 해소대
책과 ‘손실보상제’의 문제점 보완
Ÿ 구조적 영향 관련 지원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대응전략, 중심상권 재생방안 등 추진
Ÿ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검토
Ÿ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 확대
Ÿ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Ÿ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 규제완화
Ÿ 경기북부지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지원 확대
Ÿ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
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Ÿ 한국판 뉴딜, 메타버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신
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혁신과 투자
Ÿ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강화
Ÿ 판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에 포럼, 컨퍼
런스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2) ‘위기 vs. 기회’ 요인별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정책대안 분류
(1) 위기요인 억제 정책
거시경제 부문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필요
-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군 정책적 지원
- 소비회복 소외 서비스업종 지원 강화
- 서비스업 고용회복 정책방안 마련

농업 부문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 확대
학교급식과 연계한 농산물 판매 지원사업 지속 방안 모색

제조업 부문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 지원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 채무구조 개선 지원

소상공인 부문
위기대응 생존지원 관련 ‘고정비용’ 부담 해소대책과 ‘손실보상제’의 문제점 보
완

노동시장 부문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검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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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부문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 규제완화
- 경기북부지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지원 확대

(2) 기회요인 활용 정책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스마트 제조 인프라, 인력 양성 투자

산업거점 부문
지역제조네트워크(local and regional manufacturing)의 재구축
-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의 확보

혁신거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생태계 활성화
-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테크노밸리 혁신기반시설 투자 확충

서비스업 부문
경기도형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디지털 및 비대면 등 급격한 서비스업 환경변화 적응 지원

소상공인 부문
구조적 영향 관련 지원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대응전략, 중심상권 재생방안
등 추진

지역균형발전 부문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산업･기술혁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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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메타버스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혁신과 투자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강화
판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에 포럼, 컨퍼런스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표 12-7] ‘위기 vs. 기회’ 요인별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지역경제 정책대안 분류
부문
거시
경제

농업

위기요인 억제 정책

Ÿ
Ÿ
Ÿ
Ÿ
Ÿ
Ÿ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필요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군 정책적 지원
소비회복 소외 서비스업종 지원 강화
서비스업 고용회복 정책방안 마련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 확대
학교급식과 연계한 농산물 판매 지원사
업 지속 방안 모색

제조
업

Ÿ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 지원

산업
거점

Ÿ

서비
스업

Ÿ 자영업자 채무구조 개선 지원

소상
공인

Ÿ 위기대응 생존지원 관련 ‘고정비용’ 부담
해소대책과 ‘손실보상제’의 문제점 보완

지역
균형
발전

Ÿ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검토
Ÿ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 확대
Ÿ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Ÿ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 규제완화
Ÿ 경기북부지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지원
확대

산업･

Ÿ

노동
시장

기회요인 활용 정책

Ÿ

Ÿ
Ÿ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Ÿ 스마트 제조 인프라, 인력 양성 투자
Ÿ 지역제조네트워크(local and regional
manufacturing)의 재구축
Ÿ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의
확보
Ÿ 혁신거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
생태계 활성화
Ÿ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테크
노밸리 혁신기반시설 투자 확충
Ÿ 경기도형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Ÿ 디지털 및 비대면 등 급격한 서비스업 환
경변화 적응 지원
Ÿ 구조적 영향 관련 지원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대응전략, 중심상권 재생방안 등
추진

Ÿ

Ÿ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
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Ÿ 한국판 뉴딜, 메타버스 등 신규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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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

창출을 위한 혁신과 투자
Ÿ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강화
Ÿ 판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에 포
럼, 컨퍼런스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3) 코로나19의 구조적 영향에 대응한 경기도 지역경제 정책과제
거시경제 부문
코로나19 이후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필요
- 제조업의 경우 저위기술 산업군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코로나19 이후 소비회복의 혜택에서 벗어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
- 서비스업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

농업 부문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면서 도시의 유휴노동력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
하는 방안으로, 도･농간 인력 중개 지원사업의 양적 및 질적인 개선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의 관련 기관과 도시농업, 귀농･귀촌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도시민이 사전에 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경험한 이후 농업노동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시의 공공근로 정책사업 예산 및 복지 관련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 모색

제조업 부문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로 인력난이 심화된 영세 제조업체
의 인력 배정 우선권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점수제’ 방식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인해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가 어려움
- 지자체 단위의 영세 기업 대상 인력 현황 및 수요 파악, 인력 배정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
점검, 컨설팅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온쇼어링 정책 강화, 제조 전 분야의 스마트화 촉진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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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부문의 투자 지원책 강화, 업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인센티브 제공, 규제 합리화 등 온쇼어링 정책 강화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 등의 기반 강화

산업거점 부문
지역제조네트워크(local and regional manufacturing networks)의 재구축
- 글로벌 가치사슬과 수요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 지역제조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동력인 산업 커먼즈(industrial commons) 확충 전략

산업거점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혁신생태계 구축
-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으로 경기도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 도시형 업무지구 및 첨단산업 혁신기반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서비스업 부문
경기도형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필요
- 생계형 서비스업의 보호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 목표 간 중장기적인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및 비대면 등 급격한 서비스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 미래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을 활용
- 경기도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심화시키거나 독자적으로 지원 검토

소상공인 부문
플랫폼 자본주의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방안 강구
- 경쟁촉진 : 데이터 독점 규제, 근린형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 등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 가맹사업 사례를 참조하여 ‘O2O 표준거래기준’(가칭)을 정립

코로나19의 충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심상권의 경우 ‘도심재생 중장
기 프로젝트’ 형태의 종합적 처방이 필요
- 주거, 공공, 문화, 교육, 업무 등 상업 이외의 도시기능 충전으로 공간의 성격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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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부문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보장제’와 ‘일자리
보장제’를 결합한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검토
-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경력 공백 단축 기대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재정
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및 관련 평가 제도에 반영하여 도입 유인을 강화
-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민간분야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률을 통해 고용주에게
부담을 강제하되,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부 지원을 통해 제도의 확대를 도모

지역균형발전 부문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의 발전 역량이 낮으므로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기술혁신 부문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가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
장으로 가기 위한 대안 마련
- 혁신클러스터에 포럼, 컨퍼런스, 비즈니스 설명회, 데모데이 등 네트워킹 이벤트를 비대면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마련

메타버스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행정에 적용할 방안 강구
- 메타버스는 정치, 행정, 기업운영, 공연 등 실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행사, 마케팅 홍보, 부동산 건설 등에서도 활용
[표 12-8] 코로나19의 구조적 영향에 대응한 경기도 지역경제 정책과제 요약
부문

코로나19의 구조적 영향에 대응한 경기도 지역경제 정책과제

거시경제

Ÿ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 저위기술 제조업종과 대면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농업
제조업
산업거점

Ÿ 도시농업, 귀농･귀촌 사업과 연계한 도･농간 인력 중개 지원사업
Ÿ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온쇼어링 정책 강화
Ÿ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Ÿ 글로벌 가치사슬과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지역제조네트워크의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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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Ÿ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으로 경기도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Ÿ 생계형 서비스업 보호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 간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
Ÿ 디지털 및 비대면 등 급격한 서비스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소상공인

Ÿ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대응한 ‘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방안
Ÿ 코로나19 충격이 큰 중심상권에 ‘도심재생 중장기 프로젝트’ 형태의 종합적 처방

노동시장

Ÿ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Ÿ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도내 공공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위한 제도 확충

지역균형
발전

Ÿ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및 유턴 첨단기업 유치 촉진
Ÿ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산업･기
술혁신

Ÿ 혁신클러스터의 비대면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역할 확대
Ÿ 메타버스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행정에 적용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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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연구 개요) 이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과 경기도라는 지역특수성이
반영된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경제 차원에서 유의미한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
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음
코로나19 영향과 정책대안에 관한 많은 연구가 백신 보급 이전인 2020년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 출현으로 예상보다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연구들의 유효성을 재검토할 필요성 발생
- 팬데믹의 본질과 인류 문명의 변화 흐름을 짚어주는 통찰력 높은 논의들은 여전히 의미있게
되새겨 볼 가치가 있음
- 그렇지만 거대담론이 아닌,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차원에 적합한 실천이 요구되는 정책이라
는 영역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중대한 변수를 고려한 지식의 재생산, 진화･발전이
필수적임

경기도 지역 차원의 코로나19 영향 진단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가 2020년에도
다수 수행된 바 있으나, 이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을 비중있게 고려하
지 못하고 ‘뉴패러다임’, ‘포스트코로나’, ‘뉴노멀’과 같은 팬데믹 종식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더 부각시킨 측면이 있음
- 지역 차원의 정책대응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는 미래전략보다는 위기요인에 대응한 단기
처방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를 연장할 필요성을 제기
- 물론 팬데믹 이후를 대비한 미래전략들이 내용적으로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팬데믹 장기화
의 효과를 반영하여 보완하는 정도의 수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상과 같은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방정부의
산업･경제 분야 조직체계를 반영하되 연구예산과 내부연구진 구성의 제약을 고
려하여 지역경제 부문별로 9명의 집필진이 코로나19의 영향 진단과 정책대안
연구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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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적으로는, 9개 부문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재정리하였음(제12장 참조)
- 첫째, 일반적 영향과 대응정책 vs. 장기화･지역특성 반영 영향과 대응정책
- 둘째, 위기요인 성격의 영향과 대응정책 vs. 기회요인 성격의 영향과 대응정책
- 셋째, 지역경제 구조적 영향과 대응정책(‘비구조적’ 측면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팬데믹 장기화의 효과)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산업･경제 전 부문에 걸쳐 기회
집단과 위기집단의 명암이 더 뚜렷해지고 위기회복 속도의 격차 또한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됨
9개의 지역경제 부문별 연구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추출한 공통된 현상은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각각 더욱 심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기집단과 기회집단 간의 생존여건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임
- 선행 논의에서도 ‘양극화’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던 이슈이긴 하지
만 관련 통계가 누적되면서 그러한 양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에서도 세부 업종별로 코로나19의 충격 정도에 큰 편차가
있고, 고용계층 간에도 타격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제조업의 경우 저위기술업종, 서비스업의 경우 대면서비스업종에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었으며, 고용계층 가운데는 임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집단에 코로나19의 충격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추락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2020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로 전환되어 왔지만 업종별, 고용계층별 회복세는 균일하지 않음
- 심지어 회복 자체가 지체되거나 도태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어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경제주체 유형별 팬데믹 장기화 충격의 차별화 양상은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여타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차별화의 양적 강도 측면에서는 지역간 편차가 있을 것임

(지역적 불균등 양상)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개별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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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산업집적지와 경기도내 권역 단위에서 파악한 팬데믹의 집합적 영향
정도에서도 다소간의 편차와 특수한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음
산업집적지 성격인 산업단지와 상업지구의 경우에도 펜데믹 충격이 상이한 양상
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유동인구 의존도가 높은 도심상가나 대형종합시장 등 광역형 중심상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소비트렌드의 충격이 집중되어 공실률이 급증하는 등 상권위축세가
심각한 상황

더 범위를 넓히면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에도 팬데믹 충격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생산이 남부지역보다 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고용상
황은 경기남부지역이 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산업･경제 부문에 따라 팬데믹 영향의
권역별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됨

코로나19 영향의 지역적 불균등, 차별화 양상은 경기도 이외의 시･도 지역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팬데믹 강도, 첨단산업 비중, 관광산업 비중, 상권집중도, 도시규모, 인구밀도 등
제반 지역특성의 차이에 따라 팬데믹의 지역경제 영향에서 양적, 질적 차별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소비거점(상업지구)에 비해 산업거점(산업단지)의 경우 팬데믹 영향의 불균등 양상이
시･도 지역간에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큼

(핵심 전략과제) 정책대안 유형 가운데 ‘구조적 정책대안’은 지역경제의 전반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영향 진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책대안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장기
화’에 대응한 정책대안과 ‘경기도 지역특성(불균등 양상)’을 반영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이 연구의 의미있는 성과라 여겨짐
코로나19의 지역경제 부문별 영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정책대안을 제
시하였으며, 제12장에서 부문별 정책대안들을 ‘일반적 정책대안 vs. 장기화･지
역특성 반영 정책대안’, ‘위기요인 억제 정책 vs. 기회요인 활용 정책’,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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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으로 구분하여 재정리한 바 있음
- 이렇게 유형화를 함으로써 부문별 정책대안들 간에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융합적,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의 도출이 가능

현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핵심 전략
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구조적 정책대안’에 집약되어 있음
‘구조적 정책대안’은 ‘일반적 정책’과 ‘팬데믹 장기화･지역특성 반영 정책’, ‘위
기요인 억제 정책’과 ‘기회요인 활용 정책’ 등 대비되는 정책 유형들에서 지역경
제 구조적 측면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들을 추출하여 구성함
- 향후 각 유형별 정책과제가 추가 발굴되면 이 가운데 지역경제 구조적 측면의 비중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구조적 정책대안’의 구성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

(정책대안 관련 시사점)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위드코로나’가 상당기간 ‘뉴
노멀’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며, 이는 곧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성장전략
위주 정책의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함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위기요인 성격의 코로나19 영향’이 더 길게 지속되고 심
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대응한 ‘위기요인 억제 정책’
의 비중을 더 높여갈 필요성을 시사함
- ‘포스트코로나’ 또는 ‘뉴노멀’은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들과 국가경제의 총량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 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지향적 성장전략 화두로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예상보다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되면서 생존위기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성장전략’보다 ‘생존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지원’ 재정투
입 규모를 보인 한국 정부의 경우 위기요인 억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재정 당국의 전향적 접근이 요구됨
-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기회요인 활용 정책보다 ‘위드코로나’에
대응한 위기요인 억제 정책의 비중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기요인 억제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손실보상제 예산 증액 및 보상범위 확대 논의가 그러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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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안
1) 핵심 전략과제 : 지역경제 구조적 영향에 대응한 정책과제
개요
결론에서 언급한 대로, 세 가지 차원의 정책대안 유형화 방식 가운데 지역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정책과제를 집약한 ‘구조적 정책대안’,
즉 ‘지역경제 구조적 영향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경기도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지역경제 분야 핵심 전략과제’로 제안함
이에, 앞서 제12장에서 정리한 바 있는 구조적 정책대안의 세부내용을 다시 소
개함으로써 핵심 전략과제로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거시경제 부문 구조적 정책대안
코로나19 이후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필요
- 제조업의 경우 저위기술 산업군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코로나19 이후 소비회복의 혜택에서 벗어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
- 서비스업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

농업 부문 구조적 정책대안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면서 도시의 유휴노동력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
하는 방안으로, 도･농간 인력 중개 지원사업의 양적 및 질적인 개선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의 관련 기관과 도시농업, 귀농･귀촌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도시민이 사전에 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경험한 이후 농업노동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도시의 공공근로 정책사업 예산 및 복지 관련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 모색

제조업 부문 구조적 정책대안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로 인력난이 심화된 영세 제조업체
의 인력 배정 우선권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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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제’ 방식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인해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가 어려움
- 지자체 단위의 영세 기업 대상 인력 현황 및 수요 파악, 인력 배정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
점검, 컨설팅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온쇼어링 정책 강화, 제조 전 분야의 스마트화 촉진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부문의 투자 지원책 강화, 업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인센티브 제공, 규제 합리화 등 온쇼어링 정책 강화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 등의 기반 강화

산업거점 부문 구조적 정책대안
지역제조네트워크(local and regional manufacturing networks)의 재구축
- 글로벌 가치사슬과 수요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 지역제조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동력인 산업 커먼즈(industrial commons) 확충 전략

산업거점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혁신생태계 구축
-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으로 경기도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 도시형 업무지구 및 첨단산업 혁신기반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서비스업 부문 구조적 정책대안
경기도형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필요
- 생계형 서비스업의 보호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 목표 간 중장기적인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및 비대면 등 급격한 서비스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 미래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을 활용
- 경기도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심화시키거나 독자적으로 지원 검토

소상공인 부문 구조적 정책대안
플랫폼 자본주의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방안 강구
- 경쟁촉진 : 데이터 독점 규제, 근린형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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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 가맹사업 사례를 참조하여 ‘O2O 표준거래기준’(가칭)을 정립

코로나19의 충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심상권의 경우 ‘도심재생 중장
기 프로젝트’ 형태의 종합적 처방이 필요
- 주거, 공공, 문화, 교육, 업무 등 상업 이외의 도시기능 충전으로 공간의 성격 혁신

노동시장 부문 구조적 정책대안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보장제’와 ‘일자리
보장제’를 결합한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검토
-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의 경력 공백 단축 기대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재정
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및 관련 평가 제도에 반영하여 도입 유인을 강화
-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민간분야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률을 통해 고용주에게
부담을 강제하되,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부 지원을 통해 제도의 확대를 도모

지역균형발전 부문 구조적 정책대안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의 발전 역량이 낮으므로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기술혁신 부문 구조적 정책대안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가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
장으로 가기 위한 대안 마련
- 혁신클러스터에 포럼, 컨퍼런스, 비즈니스 설명회, 데모데이 등 네트워킹 이벤트를 비대면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마련

메타버스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행정에 적용할 방안 강구
- 메타버스는 정치, 행정, 기업운영, 공연 등 실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행사, 마케팅 홍보, 부동산 건설 등에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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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코로나19의 구조적 영향에 대응한 경기도 지역경제 정책과제 요약
부문

코로나19의 구조적 영향에 대응한 경기도 지역경제 정책과제

거시경제

Ÿ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 저위기술 제조업종과 대면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농업
제조업

Ÿ 도시농업, 귀농･귀촌 사업과 연계한 도･농간 인력 중개 지원사업
Ÿ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온쇼어링 정책 강화
Ÿ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거점

Ÿ 글로벌 가치사슬과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지역제조네트워크의 재구축
Ÿ 제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으로 경기도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서비스업

Ÿ 생계형 서비스업 보호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 간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
Ÿ 디지털 및 비대면 등 급격한 서비스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소상공인

Ÿ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대응한 ‘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방안
Ÿ 코로나19 충격이 큰 중심상권에 ‘도심재생 중장기 프로젝트’ 형태의 종합적 처방

노동시장

Ÿ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Ÿ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도내 공공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위한 제도 확충

지역균형
발전

Ÿ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및 유턴 첨단기업 유치 촉진
Ÿ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산업･기
술혁신

Ÿ 혁신클러스터의 비대면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역할 확대
Ÿ 메타버스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행정에 적용할 방안 강구

2) 정책의 확장･발전을 위한 ‘정책 플랫폼’ 활용 방안
필요성
연구 예산과 기간의 제약으로 부문별 핵심 이슈 위주로 조사분석을 진행하였기
에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대안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지역경제 영역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와 같은 추가적 정책발굴 및 실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부문별 구분
방식이 아닌 핵심 쟁점별 정책과제의 군집화 및 연계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탐색하고 추가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플랫폼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핵심 쟁점별 정책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과제 군집화 방식 활용
제12장에서 정책대안 유형화의 한 가지로 제시한 바 있는 ‘일반적 정책대안 vs.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도 지역특성 반영 정책대안’ 구분에 따른 정책대안 유
형화 결과는 산업･경제 부문의 구분을 없애고 쟁점별 구분에 따른 정책과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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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쟁점별 구분방식은 정부나 지자체 조직체계와 부합하지는 않지만 열린 시각으로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접근방식을 의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구조적 정책대안에 적합한 대안을 선별하여 도정 핵심과제로 추가할 수
있을 것임
한편으로, 쟁점별 정책대안의 군집화를 통해 행정조직에 따라 분절화된 정책
영역 간의 연계화와 통합적, 융합적 정책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과 접근틀을 제시
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표 13-2] 코로나19 대응 핵심 쟁점별 정책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과제 군집화 방식
구분

쟁점별 정책목표

봉쇄경제가 초래
한 노동시장 충
격 완화

팬데믹 충격이
편중된 산업 분
야 지원
일반적
정책대안
중소제조업 디지
털화 촉진 및 혁
신역량 강화

팬데믹 유래 기
회요인 집중 산
업 분야 성장 촉
진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세부 추진과제
실업급여 지급 확대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 확대
보편적 고용 안정망 구축
비대면 온라인 고용서비스 확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농산물 판로 개척 : 온라인 채널 확대, 학교급식 연계 농산물
판매 지속 방안
내수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세제지원 :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
비대면 소비확산 대응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오프라인 특화형 중심상권 재생모델 개발
전통상권의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확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스마트 제조 인프라, 인력 양성 투자
디지털 인프라 강화 : IT 아웃소싱, 클라우드 전환, 스마트워크
플레이스 구현, 빅데이터 구축, AI/재택센터 전환
핵심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 공급망 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촉진 : 기술기업의 혁신비즈니스 진출
지원
한국판 뉴딜, 메타버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
을 위한 혁신과 투자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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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회복세를
고려한 거시 재
정정책
노동시장 취약집
단 보호 제도 확
충

장기화･
지역특성
반영 정
책대안

서비스업 위기부
문 생존지원 제
도 개선 및 구조
변화 대응

Ÿ
Ÿ
Ÿ
Ÿ
Ÿ
Ÿ
Ÿ
Ÿ
Ÿ

GVC 의존도 축
소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 강화
산업생산 위축세
가 더 높은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
입지 매력 제고

Ÿ
Ÿ
Ÿ
Ÿ
Ÿ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군 정책적 지원
소비회복 소외 서비스업종 지원 강화
서비스업 고용회복 정책방안 마련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검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민간
분야 등 확대
자영업자 채무구조 개선 지원
위기대응 생존지원 관련 ‘고정비용’ 부담 해소대책과 ‘손실보상
제’의 문제점 보완
구조적 충격 관련 온라인 플랫폼 대응전략, 중심상권 재생방안
추진
지역제조네트워크(local and regional manufacturing)의 재
구축 :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의 확보
혁신거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생태계 활성화 :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테크노밸리 혁신기반시설 투자 확충
판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에 포럼, 컨퍼런스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 규제완화
경기북부지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지원 확대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
성 지원

‘위기요인 억제 정책’과 ‘기회요인 활용 정책’의 구분 방식 활용
또다른 정책대안 유형화 방식으로 제시한 바 있는 ‘위기요인 억제 정책’과 ‘기회
요인 활용 정책’ 구분 방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집단과 기회집단 간
의 정책적 비중을 달리할 필요성에 부합하는 접근방식임
- 이 방식은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라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키워드
를 중심으로 관련된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데 조작적 접근틀로서 유용하다
고 판단됨

적어도 ‘위드코로나’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위기요인 억제
정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지에서, 위기요인 관련 정책을 추가적으
로 발굴하고 지역경제 구조적 중요도가 높은 경우 핵심 전략과제로 추가함으로
써 위기대응 정책의 역할과 성과를 높여가야 할 것임
- 물론, 기회요인 활용 정책 또한 지역경제 구조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의 영역이며, 따라서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
서 기회요인 활용 측면의 핵심 전략과제를 풍부하게 구비하고 팬데믹 전개상황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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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수준에서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표 13-3] 코로나19 대응 ‘위기요인 억제 정책’과 ‘기회요인 활용 정책’의 구분 방식
부문
거시
경제

농업

위기요인 억제 정책

Ÿ
Ÿ
Ÿ
Ÿ
Ÿ
Ÿ

비대칭 회복을 고려한 재정정책 필요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군 정책적 지원
소비회복 소외 서비스업종 지원 강화
서비스업 고용회복 정책방안 마련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 확대
학교급식과 연계한 농산물 판매 지원사
업 지속 방안 모색

제조
업

Ÿ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 지원

산업
거점

Ÿ

서비
스업

Ÿ 자영업자 채무구조 개선 지원

소상
공인

Ÿ 위기대응 생존지원 관련 ‘고정비용’ 부담
해소대책과 ‘손실보상제’의 문제점 보완

노동
시장

지역
균형
발전

산업･
기술
혁신

Ÿ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검토
Ÿ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의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 확대
Ÿ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화
Ÿ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 규제완화
Ÿ 경기북부지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지원
확대

Ÿ

기회요인 활용 정책

Ÿ

Ÿ
Ÿ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Ÿ 스마트 제조 인프라, 인력 양성 투자
Ÿ 지역제조네트워크(local and regional
manufacturing)의 재구축
Ÿ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의
확보
Ÿ 혁신거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
생태계 활성화
Ÿ 권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테크
노밸리 혁신기반시설 투자 확충
Ÿ 경기도형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Ÿ 디지털 및 비대면 등 급격한 서비스업 환
경변화 적응 지원
Ÿ 구조적 영향 관련 지원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대응전략, 중심상권 재생방안 등
추진

Ÿ

Ÿ 경기북부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통
해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지원
Ÿ 한국판 뉴딜, 메타버스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혁신과 투자
Ÿ 새로운 산업･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강화
Ÿ 판교테크노밸리 등 혁신클러스터에 포
럼, 컨퍼런스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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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impact
of the prolonged COVID-19 and the impact of the regional specificity
of Gyeonggi-do, and suggesting meaningful policy responses at the level
of the local economy.
It has been found that the prolonged COVID-19 has the effect of
making the contrast between opportunity groups and crisis groups more
distinct and the gap in crisis recovery speed widening across all sectors
of the industry and economy. The negative impact of the pandemic was
concentrated on low-tech industr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face-to-face service sectors in the service sector. The negative impact
of the pandemic was concentrated on low-tech industr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face-to-face service sectors in the service
sector.
Aside from the impact of the prolonged COVID-19 on individual
economic agents, some deviations and special aspects were also
confirmed in the degree of collective impact of the pandemic identified
in industrial clusters and sub-regional units in Gyeonggi-do. In particular,
in central commercial areas such as downtown shopping malls and large
traditional market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non-resident customers,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and non-face-to-face consumption trends
is concentrated, and the vacancy rate is rapidly increasing. Deviations
of the pandemic impact can also be confirmed between the northern
and southern regions of Gyeonggi-do. It was found that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contracted more than that
of the southern region, while the employment situation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was significantly w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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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alternatives suggested by each regional economic sector
were divided into ‘general policy alternatives vs. Long-term policy
alternative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Crisis factor suppression
policy vs. Opportunity factor utilization policies’ and ‘structural policy
alternatives’ were categorized and presented. Among the types of policy
alternatives, 'structural policy alternatives' need to be set as a key
strategic task at the Gyeonggi-do level and focus on government
capabilities in that they are highly important policies in terms of the
overall sustainability of the local economy.
As the pandemic continues, ‘with COVID-19’ is expected to maintain
its status as a ‘new normal’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which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policies centered on growth strategies
in preparation for ‘post-COVID-19’. At least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portion of crisis factor suppression policies
in response to ‘with COVID-19’ rather than policies to utilize opportunity
factors in preparation for ‘post-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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