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2018.12.1~12.31일)
▷ 1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축 심의 통과 발표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면적 1만 5,650m2 규모의 세계문자박물관을 송도
국제업무단지 센트럴공원에 건립할 계획
― 2019년 상반기중 설계 완료 후 하반기 중 공사 착수 계획
▷ 12.3일: 인천시 등 5개 기관*,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
산학융합원

ㅇ 연내 ‘항공정비산업육성 공동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 단지 조성, 교육훈련센터 설립, 정책 및 기술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
―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직간접 고용효과 약 1만 9,600명,
생산유발효과 5조 4,000억원, 수입대체 1조 6,800억원, 기회비용 절감
440억원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
▷ 1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업무단지(IBC-Ⅲ)에 복합 리조트 및 테마
파크 조성 발표
ㅇ 국제업무단지내 인스파이어 복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및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
* 5성급 호텔과 컨벤션 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

― 2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는 2019년 상반기중
착공해 2021년말 완공될 것으로 보이며, 1조 2천억원이 투입될 파라마
운트 스튜디오 테마파크는 2020년중 착공할 계획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와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 및 60만명 이상의 환승객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12.9일: 인천시, 2019년 국비 예산 3조 815억원 확보 발표
ㅇ 2018년(2조 6,754억원)에 비해 4,061억원(8.4%) 증가한 금액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기초연금, 아동수당, 의료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이 2조 318억원
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14개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SOC사업 예산
으로 2,55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 7호선 석남 연장
등 철도도로분야 예산으로 925억원 등을 확보

▷ 12.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8공구 M2블록 공동주택 신축 사업계획’
승인 고시
ㅇ 2017.4월 이후 20개월 만의 송도 아파트 신축 승인으로, 6만 6,114.7㎡
규모의 M2블럭에 49층짜리 아파트 7개동 1,820가구와 48층 높이의
오피스텔 3개동 851실을 2023.1월까지 건설할 계획

▷ 12.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북항 배후단지내 복합물류단지 조성 발표
ㅇ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약 2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천북항 배후단지에 17만 7,000㎡ 규모의 복합물류단지를
2020.4월까지 조성할 계획

▷ 12.19일: 국토교통부, 계양 테크노밸리 등 제3기 신도시 선정 발표
ㅇ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4곳*을 제3기 신도시로
선정
*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과천

― 신도시로 선정된 계양구 335만m2의 부지에 2026년까지 1만 7,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정보통신디지털콘텐츠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
하여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아울러 인천 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 신교통형 전용 BRT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공항고속도로 전용 IC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교통

대책도 마련

▷ 12.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폴리텍대학교,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
(MRO) 교육기관 설립 추진

ㅇ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항공정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인천공항 항공기 정비단지내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설립, 美 연방
항공청(FAA) 글로벌 인증취득 교육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과 함께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항공정비산업과 연계한 부대사업도 발굴할
계획

▷ 12.20일: 인천시, 인천 구직 청년 지원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
ㅇ 인천시는 2019.1월부터 2023년까지 구직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를 도입할
예정
― 인천 거주 19세~39세의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관련된 교육비, 면접비, 교통비 등을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
― 아울러 인천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드림 for 청년통장'
사업도 시행할 계획

▷ 12.20일: 인천시, 2019년 예산 첫 10조원 돌파
ㅇ 인천시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예산을 10조 1,105억원으로 확정
― 2018년(8조 9,336억원)보다 13.2% 늘어난 금액으로, 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44억원), 예비창업자 지원 드림촌 조성사업 (34억원)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을 2018년에 비해 30% 증가한 930억원 편성
하였으며, 무상급식 확대(944억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43억원) 등 복지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

▷ 12.25일: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2년 연속 300만TEU
돌파 발표
ㅇ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12.19일 현재 300만TEU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중 물동량은 약 312만TEU로 전년(304만 8,000TEU)에 비해 2.4%
증가

▷ 12.26일: 국토교통부, 수도권매립지에 드론 비행시험장 및 체험공간 조성
ㅇ 국토교통부는 수도권매립지에 통제센터, 정비고, 이착륙장 및 활주로로
이루어진 무인비행장치 시험장을 60억원의 국비를 들여 구축하기로 결정
― 수도권매립지와 근접한 청라지역에 드론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로봇랜드에 드론 관련 기업이 30여개 입주한 상태

▷ 12.30일: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부평주안
산업단지를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8곳 선정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정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
(2,500억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400억원), 편의시설 확충(35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