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2019.9.1~9.30일)
▷ 9.2일: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제1항로 북측 구간* 준설작업 본격화
* 북항 ~ 내항에 이르는 5.4km구간

ㅇ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제1항로 북측 구간 적정수심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라 정부예산 184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수심 12m로
준설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 준설작업 완료 후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 구간에 대한 준설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발표
▷ 9.3일: 세계자동차(주), 북항에 중고차 유통 복합시설 설립 계획 발표
ㅇ 지역 중소기업인 세계자동차(주)는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10만 4,553㎡
규모로 북항 배후단지 인근에 중고차 유통 복합시설인 '인천오토렉스'를
건립할 예정
― 모든 차량을 실내에서 전시‧판매하는 백화점식 유통단지인 동 시설에는
130개의 중고차 매매 및 수출업체를 비롯하여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튜닝센터, 자동차용품 판매점 등), 금융기관, 편의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
▷ 9.5일: 국토교통부, 백령공항내 군사장비 도입 의견 일부 수용
ㅇ 백령공항내 군사장비 도입문제로 국방부와 이견을 보이던 국토교통부가
계기비행장치 추가설치 방안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활주로 방향 조정
등 기타 합의가 마무리되면 내년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6년경
백령공항을 완공할 예정
▷ 9.8일: 인천광역시, ‘로봇사업 혁신성장 지원 종합계획’ 수립
ㅇ 2025년까지 국비 포함 총 825억원이 투입될 동 계획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 하는 로봇산업 혁신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하며 5대 추진 전략*과
15개 주요 과제 등으로 구성
* 로봇생태계 조성, 로봇기업 혁신성장, 시민과 함께 하는 로봇문화 확산, 특화로봇
수요 창출, 로봇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

▷ 9.9일: 산업통상자원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대상으로
주안산업단지 선정
ㅇ 2년간 국‧시비 24억원을 투입하여 주안산업단지 일대 2.1km 거리를 녹지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내 근무환경 개선 및 청년
근로자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9.11일: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산업단지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선정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스마트산단 신규 단지 공모
사업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함께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센터,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
▷ 9.16일: 인천광역시, 2020년중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 착공 계획 발표
* 영종도 ~ 신도(3.5km)의 1단계 구간과 신도 ~ 강화도(11.1km)의 2단계 구간으로 구성

ㅇ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총사업비 1천억원)의 설계비용 32억원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동 구간은 내년중 착공하여
2024년중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 민자도로 예정인 2단계 구간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
2025년)’에 포함시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

▷ 9.18일: 셀트리온·산업은행,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
ㅇ 양사는 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여 9월부터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며, 향후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대 2천억원 규모의 바이오
헬스 육성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에 사용할 계획
▷ 9.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 지원시설(스타트업·
벤처 폴리스, ”품(POOM)”) 조성 계획 발표

ㅇ 2020년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조성될 동 시설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상호 교류하는 스타트업 Ⅰ타워, 기업‧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스타트업
Ⅱ타워, 휴식·협업 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춘 힐링타워로 구성될 예정

▷ 9.29일: 인천항만공사, ‘2019년 인천항 물동량 증대 전략’ 수립
ㅇ 인천항만공사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여 해상-항공 연계 복합화물 운송의
확대, 미주 항로 이용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주요 선사 대상 인천항
홍보 마케팅 등의 전략을 수립
* 1 ~ 8월중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동기대비 0.12% 감소한 203만TEU를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