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 (3. 1 ~ 3. 31)

▷ 3.7

해양수산부, ‘2016년 크루즈 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ㅇ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목표를 올해 150만명, 내년 200만명으로
설정. 이를 위해 제주 강정항과 인천 남항, 속초항에 크루즈 전용부두 4선석
을 연내 완공해 내년부터 운영하고, 2018년까지 여객터미널을 확충해 크루즈
관광객의 입출항 불편을 해소할 예정

▷ 3.9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행복주택 MOU 체결

ㅇ 인천시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복주택 업무협약을 체
결.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리 인하 혜택 등을 인천시에 지원하고, 인
천시에 입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
기로 함
- 인천시는 8개 지구에 총 6,12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올
1분기에는 인천주안역(140가구), 4분기에는 서창지구(680가구)에서 각각 입주
자를 모집할 예정

▷ 3.11

강화경제자유구역프로젝트매니지먼트, 강화도 남단‘휴먼메디시티’계획 발표

ㅇ 강화경제자유구역프로젝트매니지먼트(G-FEZ)는 강화군 화도면·길상면·양도
면 일원(9.1043㎢)에‘휴먼메디시티’조성 계획을 발표.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
업비 2조 2천 190억원을 조달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과 대학을 유치하고
고급 주거단지가 복합된 의료도시를 조성할 방침
- 인천시는 메디시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
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디시티 사업 개발 이익금 중
6,400억원은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도로 건설에 사용할 예정. 14.6km 길이
의 영종∼강화도로가 건설되면 강화도의 인천공항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병
원·대학 유치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

▷ 3.14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ㅇ 인천공항은 취항도시 및 심야운항 확대, 외국항공사 유치 등을 통해 세계 5
대 국제여객 공항, 세계 10대 환승공항 및 관광·MICE·물류산업을 융합한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설정
- 구체적으로 관광·물류·MICE 등 복합리조트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어시
티’를 개발해 총 1조 175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며, 2020
년까지 제2터미널 개장, 공항복합도시 및 물류단지 운영을 통해 약 2만
5,000여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3.16

인천시, ‘청라 K-city 프로젝트’ 투자협약 체결

ㅇ 인천시는 트리플파이브 그룹과 ‘청라 K-City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투자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 미화 2억달러를 포함해 약 1조원을
예상
- 청라 K-City 프로젝트는 수도권매립지(46만 7천㎡)에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는 2017년 건설공사를 시작해 2020년에 개장할 것으로 전망

▷ 3.24

인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ICT융합 개발지원 사업 신청

ㅇ 인천시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통신기술(ICT)
을 융합한 개발지원 사업을 신청. 5년 동안 국비 25억원과 지방비 10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동 사업을 통해 인천시는‘제조창업지원센
터’를 구축하여 자동차 S/W개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

▷ 3.24

인천시, 산하 3개 경제기관 통합 착수

ㅇ 인천시는 산하 정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3개 기관을
오는 7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통합할 계획. 이를 통해 시는 모호
했던 사업 경계를 허물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중복 지원 등
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

▷ 3.24

해양수산부, 인천항 컨테이너 기능 조정 및 활성화 방안 발표

ㅇ 인천신항 운영 본격화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첨단 하역 장비를 갖춘 신항 중
심으로 인천항의 컨테이너 처리 기능을 강화해 부두시설 외 배후기능이 열악
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둠
- 우선 내항의 컨테이너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되며, 신항 배후시설 부족에 따
른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소량화물(LCL) 전용 보세창고 건립
및 신항 관리부두 내 화물차 주차장 및 휴게소 추가 조성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