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2019.1.1~1.31일)
▷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5대 사업 추진방향 제시
ㅇ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글로벌 교육도시, 고품격 문화레저 허브도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스마트시티 롤모델로 이끌어 나갈 계획임을 발표
▷ 1.3일: 인천시, 북부권 개발 구체화 계획 발표
ㅇ 인천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2021년까지
인천 북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계획
― 김포에서 편입된 경인아라뱃길 북측 지역 77km2중 신도시개발, 토지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 구역을 제외한 미개발지 가운데 일부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와 연계한 도로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 1.9일: 인천시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반
센터' 출범
ㅇ 동 센터는 인천광역시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자동차, 스마트공장 구현 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첨단기술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 기업 유치지원,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
* 향후 5년간 인천시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갈 지역 기반의 3대 전략(4차 산업혁명의
추진기반 구축, 기술의 적극적 적용, 추진 생태계 형성)을 설정(2018.12월)

▷ 1.14일: 인천도시공사, 계양테크노밸리에 '더 드림(The Dream)촌' 조성
추진
ㅇ '더 드림(The Dream)촌'은 공공 주도의 창업·성장 공간*과 민간 주도의
벤처·혁신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
* 인천도시공사와 LH가 창업기업을 지원
** 첨단기업을 위한 벤처타운, 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타운, 민간 주도의 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캠퍼스, 과학기술인과 기업인이 정보를 교류하는 사이언스 빌리지
등을 포함

▷ 1.15일: 인천항만공사(IPA), 2019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달성 목표 발표
ㅇ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달성목표를 작년보다 4.2%
높은 325만TEU로 설정하고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구매력이 높은 수도권 시장을 배후로 하는 대량 화물 유치에 전념할
방침
― 다만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전체 물동량 목표는 1억 6천200만톤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유지
▷ 1.15일: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9,550억원 지원
ㅇ 인천시는 경영안정자금*을 9,0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을 550억원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지원할 계획
* 은행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
** 공장 확보 및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되는 자금

▷ 1.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2021년 송도 11공구에 신규 공장 건설 예정
ㅇ 세계 바이오·제약시장의 매출 규모가 2025년까지 2.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송도 11공구에 최소 2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의약품
생산 물량을 선점할 계획
▷ 1.17일: 인천도시공사, 주요 개발 사업지역에 114개 필지 공급 계획
ㅇ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13개 필지, 68만 3,092m2), 미단시티(23개
필지, 68만 9,776m2), 영종하늘도시(52개 필지, 15만 3,293m2) 등의
사업지역에 토지를 공급할 예정
▷ 1.17일: 인천시․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로봇 도입' 지원
ㅇ 협동로봇은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첨단로봇으로 제조․전자․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인천시는 올해 11곳의 중소기업에 각 2,500만원씩 지원하여
협동로봇 보급 사업을 진행할 계획

▷ 1.20일: 인천시․인천신용보증재단, 설맞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설을 앞두고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150억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
▷ 1.21일: 인천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ㅇ 인천시는 인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와 협업하여 보호무역
확대에 따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의 인천지역 소재 업체를 대상
으로 347개 인증분야에 대해 총 1억 7,100만원(중국 1억 700만원,
기타 국가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
▷ 1.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테크마켓 플랫폼 오픈 예정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과
인천공항이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매칭해 주는 테크마켓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
― 테크마켓 플랫폼은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테크마켓을 통해
신기술을 제안하면 인천공항공사가 필요한 기술을 선택해 검증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납품실적 부족으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1.25일: 인천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발표
ㅇ 인천시는 '201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마련, 국가별 해외 마케팅 확대, 의료 브랜드 위상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을 발표
― 2022년까지 최대 6조 4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관광 활성화 산업은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

▷ 1.28일: 인하대 등 6개 기관*, 산학융합지구 착공
* 인하대, 인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연구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ㅇ 총사업비 578억원을 투자하여 송도국제도시 1만 6,529m2 부지에 조성될
산학융합지구는 2020년 2월 완공 예정으로 항공산업 캠퍼스, 항공산업
기업, 연구관 등이 입주하여 항공우주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할 예정
▷ 1.29일: 인천시, '지역 성장 도약 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발표
ㅇ 인천시는 지역내 45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업체별로 신규고용한 직원
1명의 인건비를 매달 180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할 계획
▷ 1.3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국제도시 내 스카이로지스 항공물류센터
건립 투자 계약 체결
ㅇ 동 센터는 영종하늘도시 6만 2,217㎡ 부지에 1,700억원을 투자하여 18만
9,654㎡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21년 물류센터 가동시 1,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종국제도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