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2019.8.1~8.31일)
▷ 8.1일: 해양수산부,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제2차 항만건설 기본계획
(2019 ~ 2040년)’ 수립

ㅇ 동 계획에는 인천 신항 대용량(4천 TEU 이상) 컨테이너 부두 5선석 추가
개발, 2단계 신항 배후부지 확충(896만m2 규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천항의 수도권 관문항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2040년까지 총 2조
3천억원 소요 예정)

▷ 8.1일: 국토교통부, ‘남동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 통과 발표
* 노후화된 공단과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

ㅇ 인천광역시는 2024년까지 총 306억원을 투입하여 468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조성(1만 4,060m2 규모), 공단 인근 녹지 공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
‘스마트 선도산업단지’ 공모에도 참여하여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
▷ 8.6일: 국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ㅇ 동 개정안의 통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 계획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은 항만법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조항이
신설될 예정
― 경제자유구역법과 항만법에 의해 별도의 심사를 받는 중복 심의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었던 골든하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8.7일: 인천공항공사, 항공 MRO 단지 확대 조성 발표
ㅇ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인근에 조성할 MRO 단지를 기존 116만m2에서
165만m2로 확대하여 항공기 정비․수리뿐 아니라 항공 관련 부품 조달,
정비 인력 양성, 항공기 부품 개발‧생산 등을 위한 항공 관련 기업이
집적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

▷ 8.12일: 인천항만공사, 2020년중 아암물류 2단지 공급 계획
ㅇ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12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이 예정됨에
따라 송도 9공구에 조성중인 아암물류 2단지(257만1천m2)의 일부 부지
(54만 2천m2)를 내년중 우선 공급할 계획

― 동 부지에는 화물차 주차장, 컨테이너 장치장, 복합물류단지, 전자
상거래단지, 세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아암물류 2단지의 미개발
부지는 2025년까지 개발될 예정
▷ 8.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80.1km(총 13개 정거장)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
으로 송도 ~ 망우 구간(55.1km)은 신설하고, 망우 ~ 마석 구간은 경춘선을 활용할 예정

ㅇ 기존 경춘선 노선 활용, 열차 규모 조정(8량 →6량), GTX-C노선과의 환승
연계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GTX-B노선은 민자 적격성 검토 후 내년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2022년말 착공될 전망
▷ 8.21일: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배다리 지하
차도) 3구간* 공사 재개 발표
* 송림로 ~ 유동 삼거리를 연결하는 길이 380m 구간

ㅇ 인천광역시는 금창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제7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배다리의 역사와 전통 고수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던 배다리 지하차도
3구간 공사 재개에 합의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3구간 도로의 지하차도
추진, 지하차도 지상부지내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도로의 개통방법 및 시기

등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
▷ 8.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롯데몰 구조안전심의 절차 조건부 통과
ㅇ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수 내진용 철근 표기 변경, 일부 철근 구간
재검토 등 16가지 구조적 사항을 포함시켜 송도 롯데몰의 구조안전
심의를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롯데가 변경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을 경우 동 시설물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10월중 착공하여 2022년
준공될 전망

▷ 8.29일: 인천항만공사, 태국‧베트남 연결 신규 컨테이너 항로* 개설
ㅇ 인천항을 기점으로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방콕을 오가는 BTS(Busan
Thailand Saigon) 서비스*에 장금상선 선박 2척, 흥아해운 선박 1척이

투입되어 주 1항차로 운영될 예정
* 인천 ~ 평택 ~ 부산 ~ 호치민 ~ 방콕 ~ 람차방 ~ 호치민의 순서로 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