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 (10. 1 ~ 10. 31)
▷ 10.13

인천상공회의소, 신한은행과 금융지원 MOU 체결

ㅇ 인천상공회의소는 13일 청내 7층 접견실에서 ‘신한은행과 금융지원
MOU’를 맺었다고 발표
- 이번 협약은 인천상의와 신한은행이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 기업을 발굴하고자 마련됐으며, 수출중소기업 등 유망중소기업을
상호 추천하고, 회원사 대상 외국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
신한은행은 인천상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금리와 환율 우대 금융서
비스도 지원

▷ 10.23

인천도시공사, 부평 십정2구역 주거개선 사업 610억 수혈

ㅇ 인천도시공사는 다음달(11월) 중으로 610억원을 동 사업의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이지스 제151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에 출자

- 십정2구역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으로 부평구 십정동 노후주
택 2771가구를 헐고, 2021년까지 18∼84㎡ 규모로 5678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별로 원주민분양 1550세대, 공공임대
550세대, 뉴스테이 3578세대로 나뉠 예정
▷ 10.26

인천시, 인천도시철도 1·2호선 급행화 사업 연기

ㅇ 인천시는 25일 ‘인천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를 개최하였으며 인천도시철도 1·2호선 급행화에 대해 사업비 부담이
큰 데다 효과는 미비해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 1호선은 대피선 건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1천 952억 원에 달해 인
천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
으며 2호선의 경우 운행 패턴 변경 방식을 검토했으나 현재보다 이용
객이 줄어들 수 있어 보류. 한편 공항철도 고속화는 고속차량의 일거
투입을 고려했으나 차량구입비에만 3천억 원이 필요해 내구연한이 도
래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

▷ 10.30 인천항만공사, 3분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70만TEU 돌파
ㅇ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3분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78만
1000TEU로 전년동기(67만 5000TEU)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29일 발표
- 수입 화물은 39만 3000TEU를, 수출 화물은 38만 1000TEU를 기록하였
으며 지난해 6월 중동 항로 서비스 개설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대 이란 물동량은 1만1821TEU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94.9% 늘어
난 것으로 집계
▷ 10.3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BMW 콤플렉스 준공 예정 발표
ㅇ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에 자동차 복합문화시설인 BMW 콤플렉스가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
- BMW 콤플렉스는 ㈜바바리안모터스와 BMW 그룹이 합작 설립한 바바
리안앤코㈜에 의해 송도동 220-6번지 일원 1만3천223㎡의 터에 지상
5층, 지하 1층, 총면적 2만6천580㎡로 건립될 예정으로 내년 1월 준공
시 지역 자동차 문화의 성장이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