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 (2. 1. ~ 2. 28.)
▷ 2.5.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 유도고속차량(GRT) 1단계 개통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청라국제도시에 5일부터 유도고
속차량(GRT, Guided Rapid Transit) 사업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
- 이날 개통한 청라 GRT 사업은 1단계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을 연결하는 2개 노선에 천연가스(CNG) 저상
버스 14대가 운행하며 4월에는 트램 4대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고
실제 GRT 버스 운행은 2020년 이후로 예상
▷ 2.8.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11공구에 공급사슬 구축 계획

ㅇ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립이 진행 중인 송도 11공구를 매입하여 공급사
슬(supply chain)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원재료 조달, 유통, 판매가
가능한 공급사슬을 송도 11공구에 구축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논의
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급사슬이 구축되면 대부분 해외에 형성돼 있는
의약품 원료 개발이 인천에 집중되고 바이오산업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
▷ 2.8.

인천도시개발공사, 리젠민 랑룬그룹과 미단시티 내 대형 리조트 개
발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ㅇ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리젠민 랑룬그룹 회장(James Li)은 미단시티
일대의 대형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인 ‘랑룬 다이아몬드 시티’
조성을 위해 토지매매 계약을 8일 체결했다고 발표
- 해당 사업부지는 미단시티 내 바다를 인접한 7만6000㎡의 규모의 투
자유치 필지이며 1단계로 1조원을 투자해 특급호텔, 레지던스 호텔,
콘도, 대형쇼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향후 배후부지 19만9000㎡
를 추가 매입해 총 사업비 4조5000억원의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건설
할 계획으로 영종도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MICE 산업과의 연계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

▷ 2.8. 인천국제공항, 공항 시설관리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시범사업 도입
ㅇ 인천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항공업무에 드론
을 활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공항 외곽경비용 드
론과 조류퇴치용 드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발표
- 인천공항은 공항 외곽경비용 드론과 조류퇴치용 드론을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한 뒤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기체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무선전파를 이용하는
항행시설 점검 및 장애복구 드론, 장애물제한 표면관리, 항공장애 관
리, 공항 주변 미인가 드론 탐지 및 퇴치에도 드론을 활용할 예정
▷ 2.11.

인천시, ‘심야 택시 환승제’ 전국 첫 도입

ㅇ 인천시는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와 택시·화물업계의 수입 증대 및 안
전 운행 등을 위해 23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2018 택시·화물발전 전
략 계획’을 11일 발표
-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심야시간 ‘택시환승제’
를 시범 도입하고, 교통이 불편한 강화군과 옹진군의 주민들을 위한
‘애인공감택시’와 공무원 출장을 위한 ‘업무용 택시제’를 추진하
며, 그 외 씽씽스마일택시제, 올 웨이스 인천(all ways INCHEON) 택시
홍보단원 확대, 화물차 및 전세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
불법 운행 신고 시민포상금 제도 등 화물·전세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정책도 시행할 예정
▷ 2.18.

인천시, ‘인처너(INCHEONER) 카드’ 시범사업 추진

ㅇ 인천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
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 상품권 형태인 ‘인처너 카드’의
운영사를 다음달 6일 선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
- 운영사 선정 후에는 사업설명회 및 가맹점 계약 등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해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