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 (3. 1 ~ 3. 31)
▷ 3.6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시 청년통계’ 발표

ㅇ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천시 청년통계’ 에 따르면 2016년 25~29세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0년 전에 비해 하락한 반면 30~34
세는 상승
- 2016년 25~29세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8.3%로 2006년에 비해
0.3%p 하락한 반면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77.5%로 같은 기간
5.6%p 상승
▷ 3.7

인천시, 日 첨단기업유치 노력 확대

ㅇ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포함한 10명의
방문단이 일본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제조기업 1
개 사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금속가공 및 공장기계 분야 기업
2개 사와 투자계약을 체결
- 인천시는 글로벌 3대 공장기계 제조사인 오쿠마社와 송도지구 첨단산
업클러스트 내 CNC 공장기계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판금·가공 분
야 세계 1위 기업인 아마다社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금속가공기
계 테크니컬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
▷ 3.15

신용보증기금, 여행·숙박업 등 특례보증 시행

ㅇ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여행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1천
억원(전국) 규모의 특례보증을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
-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
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
세버스운송사업, 한옥체험업 등이며 내국인 대상 여행업인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은 제외. 이와 별도로 지원 대상 업체들이 이미 이용 중
인 기존 보증의 경우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할 예정

▷ 3.23

인천~김포고속도로 개통

ㅇ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 중구 신흥동 남항교차로와 경기도 김포 양
곡리 48번 국도 하성 삼거리를 잇는 총 길이 28.88km, 왕복 4~6차선
도로로 2012년 3월 착공해 60개월 만에 개통. 통행료는 전 구간 주행
시 승용차 기준 2600원으로 책정
- 기존 송도~경인고속도로~국지도 98호선 구간을 운행할 때 평균 65~85
분이 소요되었으나 인천~김포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25분으
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인천 도심과 강화도 및 영종하늘도시·검단·
배곧신도시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 3.27

인천항, 컨테이너 항만 세계 57위 도약

ㅇ 프랑스의 해운조사기관 알파라이너가 발표한 2016년 전세계 100대 컨테
이너 항만 순위에서 인천항이 57위(268만 TEU)로 전년대비 10계단 상승
- 인천항은 2014년 71위(233만 TEU), 2015년 67위(238만 TEU), 2016년 57
위(268만 TEU)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 왔으며 올해에는 300만
TEU를 목표로 주류·식자재 및 비철금속·의류·제지 등 새로운 고
부가가치, 대량 화물을 타겟으로 하여 유치 마케팅을 벌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