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 (4. 1 ~ 4. 30)
▷ 4. 4

인천시, ‘2016년 인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발표

ㅇ 인천시는 올해 8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조 5천억원 투자 계획
을 발표. 시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을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정책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인천 8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우위 확보 등으로 정함
- 인천시는 이밖에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 2단계 사업을 비롯해, 지역산업 맞
춤형 인력양성사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창
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에서도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낸다는 방침을 천명

▷ 4. 4

인천시-인천항만공사,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공동 추진

ㅇ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는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 공
동시행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비는 인천시가 30%, IPA가 70%를 부담
- 자동차복합단지에는 신차와 중고차 입체보관시설, 자동차 부품 판매시설, 자동차
튜닝센터 등을 갖추기로 함

▷ 4.1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 착수

ㅇ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
계획 수립 및 행정자치부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까지 완
료할 예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흩어져 있는 MICE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
하는 것이 가능해져 타 컨벤션 센터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천시 지역특화발전 사업으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해 송도컨벤시아를 주변 연관 사업과 융합하는 사업임

▷ 4.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 ‘인천지원단’ 구성

ㅇ 코트라 인천지원단은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 지원 인프라 확
대를 위해 개소되었으며,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상생협
력을 통해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향상시
킬 계획
- 신규 수출 기업화 사업을 통해 인천내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들과 수출 전
문위원을 멘토·멘티로 연결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 수 확대에 기여하고, 수
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침

▷ 4.14

국토부-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물류 새싹기업 육성지원 협력 협약 체결

ㅇ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 협약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 중인 물류 분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원과제 발
굴 및 스타트업간 교류 강화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며, 양 기관은 물
류 새싹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물류산업에서 양질의 전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파트너 연계 지원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창업공간 지원 등을 함께 추진

▷ 4.18 신세계그룹, 송도국제도시에 도심형 복합쇼핑몰 건립
ㅇ 신세계그룹은 GIC 싱가폴 국부펀드가 참여하는 해외자본(약2,000만 달러)을
포함한 총 5천억원을 투자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시
설 관련 콘텐츠를 갖춘 도심형 복합쇼핑몰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
- 이번 개발사업은 지역 업체 참여 적극수용,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을 통해 3
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4.26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개원

ㅇ 인천지역 금융거래 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에 나설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이 남
동구 구월동 한국씨티은행빌딩 19층에 개원. 금감원은 이번 인천지원 개원을
계기로 금융회사와 민원인간 사전 자율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 관련 민원
을 줄여 나갈 계획을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