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 (11. 1 ~ 11. 30)
▷ 11.1

인천시, 2016년말 채무 2조9173억으로 전년대비 3601억 감소

ㅇ 인천시의 채무는 지난해 1년 동안 3601억원이 줄어 2016년말 기준 2조
9173억원이었으며 재정자립도는 68.12%를 시현
- 2016년 기준 인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7.95%로 전년 30.38%보다
2.43%p 낮아졌고, 인천 10개 군·구 중 채무가 없는 곳은 강화군을
비롯해

동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곳이었음.

재정자립도의

경우

68.12%로 전년 67.17%보다 0.95%p 상승

▷ 11.1

인천공항 이용 중국여객, 금년 7월 이후 점차 증가

ㅇ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월이후 중국정부의 사드(THAAD·미국 고고도미
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금한령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여객
수가 현저하게 줄었지만 7월 이후 점차 증가한 것으로 집계

-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4∼6월 중에 인
천공항을 이용한 중국여객은 총 223만 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130만여 명 줄었으나 7~9월중 274만명으로 증가. 인천공항공사는
10월중에 중국의 황금연휴를 이용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을 것을 추정하는 한편 11월 둘째주로 예정된 한·
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중국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11.2

인천시, 4차산업혁명 대비 자율주행 드론 사업 추진

ㅇ 인천시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내년 12월까지 10억 원을 투입해 공공
서비스 분야에 쓰일 드론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인천만의 특화된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자율 주행이 가능한 드론 사업을 추진

-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항공 센터를 만들어 공공용 드론 개
발을 위한 환경 기반을 우선 조성할 예정이며 이후 산학연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최소 3년 안에 시제품을 만들어낼 것을 계획

▷ 11.5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018년 1월 18일 개장 예정

ㅇ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공식 개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3주 가량 앞둔 내년 1월 18일 실시될
예정
- 기존 제1여객터미널(T1)과 독립된 터미널로 운영되는 T2에는 대한항
공·에어프랑스·델타항공·KLM 등 4개 항공사가 이전하고 나머지
항공사(아시아나·저가항공사 등)는 T1에 잔류할 예정
▷ 11.15

인천중기청, 제2회 창업지원기관협의회 개최

ㅇ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5일 ‘인천창업스타’기업으로 선정된 3개
업체(지오네이션㈜, ㈜미로, ㈜에너지로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IR(Investor Relationship)행사인 ‘제2회 창업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
- 인천중기청은 창업스타의 R&D-판로 연계는 물론, 수출마케팅·자
금·근무인력 병역문제 해결 등을 담은 집중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회의에 참여한 지원기관들도 자금·기술사업화·마케팅 등의 분야에
서 창업스타기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논의
▷ 11.21

LH인천지역본부, 남구 숭의1 가로주택정비조합과 가로주택정비
사업 공동시행 약정체결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인천 남구 숭의1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21일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약정서를
체결
- 두 기관은 인천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정

▷ 11.30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인북부수협과 상생협력 협약 체결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0일 경인북부수협과 '지역사회 발전 및 상
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와 경인북부수협은 ▲체납 압류재산·국유재산
공매 잔대금 대출상품 공동 개발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협업을 통
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제고
및 채무자의 안정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관리 ▲국유재
산을 활용한 은행 CD기 설치 ▲사회공헌·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
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