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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 경기도가 지원하는 기업지원 공모사업 참여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지원 제한
  - (위반적용 법률) 공정ㆍ노동ㆍ환경
    ㆍ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위반사실 조회기간) 공모일 기준 2년이내
  - (제한기준) 사업참여 자격 제한
  - (제출서류) 행정처분기관의 법위반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확약서(법

위반 없음)
  - (이의신청 및 구제)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에 대한 심의후 구제여부 

결정
     ※ ’22년 지원사업 제한기준 고시(’21.12월)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신규)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경기포함 일부 전국공통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조례(’21. 9. 16.)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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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 (목적) 글로벌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인식확산 추진
• (ESG 수준 실태조사)
  - (대상) 100개사(창업, 유망, 중견기업)
  - (내용) 기업진단 및 ESG 수준 등 실태조사

K-ESG 연계한 적용가능한 평가지표 도출
• (ESG 도입 컨설팅) ESG 도입 컨설팅 지원(20개사)
• (ESG 인식확산) 설명회, 간담회 연계한 교육

[사례]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지원”
  - (주요내용) 협력 중소기업 ESG 맞춤형 지표도출, 교육, 진단, 컨설팅 지원(30개사 

/ 1.5억원지원)

기업 ESG 경영 도입기반 조성(신규)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경기포함 일부 전국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경기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11조제3항(’22. 1. 1.)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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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내 용

∘ 지원형태 : 시군보조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한도 : 기숙사 신축(30백만원) 

달라지는 내용

• 지원형태 : 시군보조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한도 : 기숙사 신축(50백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경기포함 일부 전국공통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21. 8. 10.)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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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 (목적) 국내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고, 도내 유망기업 발굴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대상) 7개사(친환경소재 및 저탄소 분야 관련 기업)
  - (내용) 시제품 개발, 성능평가, 인증, 판로개척 등 패키지 지원
• (지원한도) 기업 당 5천만원 이내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신규)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연락처)

시행
경기도 경기포함 일부 전국공통

경기도 친환경소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2. 1. 1.)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