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 (5. 1. ~ 5. 31.)
▷ 5.8. 인천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자본금 출자
ㅇ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설립 중인 해외투자개발지원기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에 자본금 약 189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발표
- 도시개발지원공사의 총 약 2천억 원 출자금 중 약 10% 지분을 출자하
여 동 공사와 함께 해외 공항 건설사업 투자 경쟁에 적극 나설 계획

▷ 5.9.

인천항만공사, 베트남 항만청과의 교류 및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교역대상국 2위인 베트남에 대한 물동량
증대를 위해 베트남 항만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인천항-베트남 교
류협력주간(가칭)’을 설정하여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상호 직원의 교환
근무를 실시하는 등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확대키로 함

▷ 5.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에 신개념 자동차문화공간‘BMW
콤플렉스’준공
ㅇ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MW 컴플렉스
준공식을 개최
- 송도 BMW 컴플렉스는 1만3223㎡의 부지에 연면적 2만6516㎡, 지하 1
층~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어 착공 1년6개월 만
에 완공됐으며, 이 시설은 독일 BMW 그룹에서 투자해 건립한 서비스
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

▷ 5.10. 정부, 한국지엠 정상화에 총 71억5천만 달러(한화 7조7천억 원) 투입
ㅇ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관련 협상 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을 추인
-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지엠 대출금 전액 출자
전환, 향후 10년간 시설투자 및 구조조정, 운영자금 등 총 36억 달러
지원,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한국 유치, 신차 2종 배정, 산업은행의
비토권 확보 등임

▷ 5.10.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왕산 마리나에 220억 원 추가 출자
ㅇ 대한항공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왕산 마리나를 운영하는 왕산레저개
발에 추가로 220억 원을 출자한다고 발표
- 왕산레저개발은 이번 유상증자로 마련한 220억 원 가운데 152억 원을
시설자금으로, 68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

▷ 5.16.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확대에 총 5억8000만
원 투입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
- 동 사업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T1 장기주차장 P1·2구역에 총 4기(각
2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T2에도 단기주차창 및 지상 1층 동·서측 총
8기(각 4기)를 세울 예정

▷ 5.17.

인천상공회의소, 수출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
한 물류비 지원

ㅇ 인천상공회의소는 2018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물류비를 지원
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발표
- 동 사업은 대중국 수출기업들의 수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
해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한은 내년 1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본사나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30~40개사 내외
이며, 국제무역거래규칙 조건상 수출자가 특급탁송운송료, 창고보관료,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 5.21. 인천국제공항공사,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CJ대한통운,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이허
브(iHerb)와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고 발표
- ‘글로벌 배송센터’는 아이허브가 전 세계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에 다시 해당 국가로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는 시설
로, 동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에 따라 물류산업 전반에 다양한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항공물동량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5.2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유럽의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와 협약
체결

ㅇ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와 공동으로
‘바이오엑스클러스터 플러스(BioXcluster Plus)’와 상호 시장 진출 지
원 업무에 대한 서면협약을 맺었다고 발표

-

바이오엑스클러스터는
(Lyonbiopole),

독일

스페인

바이오엠(BioM),

바이오캣(Biocat),

프랑스

이탈리아

리용바이오폴
바이오피메드

(BioPmed) 등 유럽의 대규모 바이오 클러스터 4곳을 통합해 운영하는
협의체로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COSME 프로그램
: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바이오엑스 클러스터와의 본격적
인 업무교류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

▷ 5.28.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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