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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성장도시 기반 인천 공항경제권 구축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국책사업 / 신규사업 공약이행도

정상추진

 최종목표

글로벌 혁신성장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도시경쟁력 기반 조성
❍ 글로벌 공항의 다양한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항공․공항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반 조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 사 업 비 미추계
❍ 사업내용
- 인천 공항경제권 기본계획 용역 및 정책 수립
- 인천 공항경제권 추진위원회 구성
* 참여: 정부(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
- 인천국제공항내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
❍

:

2018 ~ 2022

:

(2018.12.)

(2019.6.)

(2019~2022)

* 부지: 114만㎡(1단계 약50만㎡), 기업유치·지원: 항공정비육성추진단 구성

영종지역 항공연계 첨단 산업·물류단지 확대조성 및 지원
* 대상: 공항구역 물류단지 확장,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조성, 하늘도시유보지 개발 등
-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으로 인재양성, 연구개발 지원
-

(2019~2022)

(2018~2022)

* 대상: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항공교육훈련 및 공동장비지원센터 설립 등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목표
•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

2018

•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 항공정비산업 육성

추진계획

비고
(이행률)

• 인천 공항경제권 기본계획 수립
• 인천산학융합지구 착공
• 항공정비산업 육성 협약체결
및 추진단 구성

25%

구분

2019

2020
2021

목표

(이행률)

• 인천 공항경제권 거버넌스

• 인천 공항경제권 추진위원회

• 항공교육훈련센터 구상

• 항공교육훈련센터 타당성 검토

•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 인천산학융합지구 준공

• 첨단산업·물류단지 구상
• 항공교육훈련센터 설립

• 첨단산업·물류단지 확장 부지 검토
• 항공교육훈련센터 설립

• 항공정비특화단지 착공

• 항공정비특화단지 1단계 착공

• 항공교육훈련실습센터 구축

• 항공교육훈련실습센터 구축

2022. 6월 까지 •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

년도

추진계획

70%
90%

[2019. 6월말 기준]
추진실적

• 인천 공항경제권 기본계획 수립

(2018.8.9.) 인천특별시대 인천시-인천공항
공동협력사업 협약

• 인천산학융합지구 착공

(2019.1.18.) 인천산학융합지구 착공

• 항공정비산업 육성 협약체결

(2018.12.3.)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및 추진단 구성

50%

• 항공정비특화단지 1단계 준공 100%

 사업 추진 실적

2018

비고

추진계획

달성률

100%

(2019.1.18.) 인천산학융합지구 착공
(2019.1) 공항경제권 홍보물 방영
(2019.2.13.) 항공정비부품산업육성 송영길
의원협의
(2019.2.13.)드론클러스터(전용비행시험장,
인증센터) 협의
<1분기>
• 항공교육훈련센터 육성 체계 구축 (2019.2.26.)항공정비산업육성 관계기관협의
(2019.2.28.)드론클러스트(인증센터) 우리시
• 항공정비산업 관련기관 협의
의견 국토부 송부
2019

및 간담회 개최
• 항공정비 및 드론산업 육성 유관기관 협의
- 드론기업간담회, 시민정책네트워크,
지역국회의원 등
•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3단계 개발 협의
• 한중 항공물류 복합운송 체계
(RFS) 구축 추진

<2분기>
• 항공산업 육성 계획 추진
• 인천 공항경제권 관련기관 협의

(2019.4.30.)드론실증도시 공모계획 수립
(2019.4.25.)항공우주전문인력양성사업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 추진계획 수립

35%

년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2019.4.8.)인천 항공정비산업 육성 방안
시장님 보고
(2019.4.3.)2019년도 드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2019.3.29.)인천공항 주변지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승인
(2019.5~6)인천공항경제권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시장님 보고(6.10)
(2019.5.30.)인천 공항경제권 관련 국토부 면담
(2019.5.) 항공산업교육훈련 체계 구축 국비
확보(50억원)

<3분기>
• 첨단산업·물류단지 확장 부지 검토
<4분기>
• 인천 공항경제권 추진위원회
• 인천산학융합지구 준공

 타기관(중앙부처

등)협조사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
및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지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산학융합지구, 항공정비특화단지, 첨단산
업ㆍ물류단지 지원 직접 참여
❍ LH공사 : 영종도 주변지역 개발 참여 지원
❍

주 관 과

항공과장 홍창호,

항공산업담당 이상욱,

실무자 최다연

행정☏ 4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