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 (1. 1 ~ 1. 31)
▷ 1.1.

인천시, 인천지역 원도심 재생사업 1호‘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ㅇ 인천시는 2017년 12월 29일에 원도심 재생사업 1호인‘숭의운동장 도
시개발사업’을 준공했다고 1일 발표
-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숭의동 180의 6번지 일대 9만75
㎡ 규모로, 노후된 운동장과 낙후된 주변지역의 기능을 재배치해 주
거․상업․업무․체육․여가 등 복합기능의 명품타운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원도심 재생사업
▷ 1.2.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시행

ㅇ 근로복지공단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
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1월 2일부터 시행
-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
수액 1백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가입, 1개월 이상 고
용유지 등이 안정자금 지급 요건
▷ 1.7.

인천공항, 지난 해 역대 최대 면세점 매출 기록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지난해 약 2조3천313억
원(전년대비 4.1% 상승)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7일 발표
-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여파 등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 실적 부
진이 예상되었음에도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성수기, 황금연휴 등
에 공항을 이용한 내국인 여행객이 늘어 면세점 매출이 증가

▷ 1.10.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제공동물류센터 건립 계획 발표
ㅇ 인천항만공사(IPA)는 조성중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국제공동물류센터 2개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
- 인천항만공사는 성장잠재력이 높으면서도 자금이 부족해 시설 확보가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들을 위해 금번 물류 공동화 인프라 조성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최대 20개 중소 물류업체를 입주시킬 예정
▷ 1.12.

인천시, 인천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ㅇ 인천시는 인천상공회의소, 포스코대우와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업무협약(MOU)
을 12일 체결
- 이에 따라 포스코대우는 중국 청두(成都)에 한국상품관 2호점을 열어
인천지역 중소기업 입점과 제품 홍보, 수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하
고, 인천상의는 입점 업체 모집·관리를 맡고, 시는 유망 기업을 발굴
하고 예산을 지원
▷ 1.18.

인천시,‘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협약 체결

ㅇ 인천시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남동구·부평구·계양구·강화군·옹진
군 등 5개 군·구 및 참여기업들과‘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
원 사업’협약을 18일 체결
- 협약 참여 기관들은 총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 주택 430가구, 공공·
민간건물 37개소에 태양광 1532㎾, 태양열 220㎡, 지열 52.5㎾, 연료전
지 12㎾, 에너지저장장치(ESS) 800㎾를 설치하고 아울러 현재 운영 중
인 강화군 석모도, 옹진군 백아도의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고도화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

▷ 1.1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공식 개장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제1여객터미널과 함께 복수 터미널로 운영되
는 제2여객터미널을 1월 18일 개장
- 제2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
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할 예정
▷ 1.2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 머크㈜와 투자협약 체결

ㅇ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 머크(주)와 생명과학 운영본부 설립 등에
관한 투자 협약을 22일 체결
- 한국 머크㈜는 국내 각지에 분산된 생명과학업무를 송도로 통합하여
생명과학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2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머크 한국 생명과학 운영본부’를 송도에 건립할 예정. 한국
머크(주)는 2016년 10월 머크 M.랩 협업센터를 송도에 설립했고 지난
연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올 상반기에 운영본부를 착공, 내년
에 준공할 예정
▷ 1.24.

인천항만공사,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국제운송BIZ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대규모 화물차 주차
장과 운송업체 입주 공간으로 구성된 국제운송BIZ센터를 아암물류2단
지에 조성하기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
- 국제운송BIZ센터가 조성되면 배차간격 단축과 물량의 수급조절 등 원
스톱물류서비스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동센터에는 차량정비
시설, 편의점, 식당 등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조성될 계
획.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은 오는 9월 완료될
예정

▷ 1.28.

패션그룹형지, 송도서 형지글로벌패션 복합센터 건립 본격화

ㅇ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연수구 송도동 11의 2일
대 1만 2501㎡ 부지에 ‘형지글로벌패션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착
공계를 지난해 9월 제출하고, 올해 1월 28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
- 송도 형지글로벌패션 복합센터는 기존의 서울, 부산 등의 유통 및 생
산시설과 연계해 패션산업의 혁신을 시도하는 다양한 시설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지상 3~24
층 3개 동, 연면적 6만4500㎡ 규모로 2020년 5월 준공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