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 (12. 1 ~ 12. 31)
▷ 12.4. 법무부, 크루즈 개별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 제도 실시 발표
ㅇ 법무부는 최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8
년 1월 1일부터 1년간 크루즈 개별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발표
- 향후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크루즈 승객은 비자 없이 3일 이내 범위에
서 체류할 수 있으며 그동안 단체 관광객에게만 허용됐던 '크루즈 관
광상륙허가제'가 내년부터 개별 관광객으로 확대되면서 인천항만공사
(IPA)의 중국발 크루즈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
▷ 12.18.

고용노동부, 2018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규모 확대

ㅇ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업의 사회
보험료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된다고 18일 발표
-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
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지원기준
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되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동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
▷ 12.25.

인천시, 인천지역 2018년 산단조성 2곳 확정

ㅇ 인천시는 25일 영종 항공일반산업단지, 남촌 일반산업단지 등 2곳에 대
해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
- 영종 항공일반산업단지는 2018년 1월 1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식 개장에 따른 항공 관련 제조·물류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구에 조성되며, 남촌 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남동국가
산단, 미래형 사업이 들어서게 되는 첨단도시산단 등 주변 산단과 연
계해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남동구에 조성될 계획

▷ 12.26.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와 ‘인천항 에코에너지포트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ㅇ 인천항만공사(IPA)는 국내 항만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선박 육
상전원공급 등 인천항 에코에너지포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전
력공사 인천본부와 체결했다고 26일 발표
-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선박 육성전원공급 도입은 자동차와 선박의 연
료비용을 절감시키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
질 배출감소로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12.2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무 다한 쓰레기매립장 '테마파크'로 업
사이클링 조성 계획 발표

ㅇ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쓰레기 매립이 2018년 종료
되는 제2매립장 내에 '(가칭)솔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
- 매립이 끝나는 부지에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도시농업(Smart
Farm) 단지를 만들고 2021년에는 2단계 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
(Solar Farm), 2022년에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글램핑장을 비롯
한 그라운드 골프장, 반려동물 공원 등이 들어선 테마파크(Enter
Farm)를 조성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