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신구도심 균형발전

하나금융그룹 서구 유치
사업목표
⚫ 하나금융그룹 본사 및 통합데이터센터,
인재개발원 이전 등을 통한 금융타운 조성 및
청라국제도시 활성화 도모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시기
예산구분
이행단계
추 진 율

3-5
임기내 임기외
국가 인천 서구
지속 신규
단기 중기 장기
예산 비예산
일부추진 정상추진
이행후 계속추진 완료
100%

사업개요
⚫ 위

치: 청라동 8-137(본사), 7-5(데이터센터) 8-122(인재개발원)

⚫ 면

적: 246,671㎡(약 7만 5천평)

⚫ 사업기간: 2014. ~ 2025.
- 1단계(2014.~2017.): 통합데이터센터
- 2단계(2016.~2018.): 글로벌 인재개발원
- 3단계(2019.~2025.): 하나금융그룹 본사(HQ), 연구소 등
⚫ 사 업 비: 약 9,800억 원
⚫ 사업내용: 하나금융지주 본사, 금융연구소, 통합IT센터 등 그룹 계열사 주요기능 집적화
⚫ 시 행 자: 하나금융그룹

⚫ 소요예산액: 비예산
추진실적
⚫ 주요추진실적
- 2015. 06. ~ 2017. 04.: 통합데이터센터‘하나금융TI’준공(1단계)
- 2017. 04. ~ 2018. 10.: 인재개발원‘하나글로벌캠퍼스’준공(2단계)
- 2019. 01.: (2단계) 하나글로벌캠퍼스 입주 및 교육개시
- 2019. 05.: (2단계) 하나글로벌캠퍼스 오픈식
- 2019.(하).: (3단계) 본사 사옥 및 금융지원센터 사업내용 변경 검토
* 변경내용: 사업 구조화 및 규모 확대
(당초) 8층 규모, 근무인원 300명 지주사 및 금융연구소

(변경) 3만평 규모, 그룹의 헤드쿼터 개념(글로벌 기능, 디지털 기능)
가칭‘GDCC(Global Digital Collaboration Campus)’
- 2019. 11. 06.: 하나금융그룹 본사(HQ) 이전 확정(3단계)
·서구청장-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 면담 및 로드맵 제시
- 2019. 12. 02.: 하나 금융타운 본사 유치 관련 후속조치 검토를 위한 관
계자(하나금융지주 자원관리팀 부장, 팀장) 업무 협의
- 2020. 05. 01.: 설계업체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지역사회 홍보실적
- 보도자료: 경인일보(2019.11. 7)외 19건
- 현수막 게시: 청라1,2,3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뷰(청장님)
·언 론 사: 경인교통방송, 티브로드(정책브리핑), 경인방송(장용 시사토픽), 인천일보 TV(초대석-유튜브)
·주민단체: The 청라

- 2021. 01. 05.: 하나드림타운 경관상세계획 경관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21. 04. 06.: 하나드림타운 그룹헤드쿼터(HQ) 경관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021. 04. 22.: 하나드림타운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21. 07. 30.: 3단계 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21. 08.~12.: 시공사 선정
- 2021. 12. 08.: 선정 시공사 발표 (우선협상대상자: 현대건설)
- 2022. 02. 15.: 하나드림타운 그룹헤트쿼터(HQ) 착공식

향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2025. 12.: 공사 준공 및 본사(HQ)이전

☎

미래기획단장 560-4229

전략투자사업팀장 박은정 5901

담당자 정다연 5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