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2019.11.1~11.29일)
▷ 11.3일: 하이덱스 스토리지(주)*,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 신규사업자로
선정
* 1993년 2월 설립된 해상 화물운송 및 하역 전문업체

ㅇ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운항하던 청해진 해운의 면허취소(2014.5월) 이후
중단되었던 인천~제주 항로의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선박건조 및 해상교통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동 노선의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11.10일: 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1개월 누적 승객 3.7만명 돌파 발표
* ‘월미바다역~월미공원~월미문화의 거리~이민사 박물관’에 이르는 6.1km 구간을 순환하는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

ㅇ 금년 10.8일 개장 이래 1개월간 총 3만 7,365명이 탑승한 월미바다열차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차이나타운 및 월미공원의 방문객 증가와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

▷ 11.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운송 관계기관 및 제약회사와 의약품
항공운송 MOU 체결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및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인천공항 의약품 항공운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천공항과 의약품 특화단지(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등)간
연결성 강화, 해외 의약품시장 개척 등을 위해 상호협력할 계획

▷ 11.18일: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중고차 수출 증가 발표
ㅇ 금년 1~9월중 인천항 중고차 수출량은 최대 수출국인 리비아의 디나르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1.1% 증가

▷ 11.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착공
ㅇ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 및 연결교통망 확충 등의
사업(총 사업비 4조 8,405억원)이 추진되며 2024년 동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공항이 국제선 여객처리 및 공항 수용능력 면에서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
▷ 11.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시티타워 기공식 개최
ㅇ 2020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말 완공 예정인 청라시티타워(총 사업비
4,158억원 소요 예정)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총 3만 3,058m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
―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타워가 될 동 건축물은 고층 전망대, 스카이
워크, 쇼핑 및 전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글로벌 관광거점 및
국가적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
▷ 11.25일: 셀트리온, 램시마SC 유럽 판매승인 획득
ㅇ 램시마*의 제형을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로 변경한 램시마SC가
판매허가 신청 12개월만에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판매승인 획득
* 셀트리온이 개발·생산하고 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주성분은 인플릭시맵)로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존슨앤드존슨의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바이오시밀러

― 제형 변경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상품성 및 기술력이 입증된 램시마
SC는 130여개국에 특허출원 완료시 향후 20여년간 인플릭시맵 피하
주사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기대
▷ 11.26일: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이커머스 클러스터 면적 확대 계획
ㅇ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내 ODCY(부두 외곽 컨테이너 장치장)
설치에 반대하는 송도 주민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물량 확대를 위해 ODCY 예정부지중 1만 6,500m2를 이커머스 클러스터로
전환할 계획

▷ 11.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테크마켓‘ 개통
ㅇ 테크마켓은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제안하고 인천공항이 수요기술을
공모하는 항공산업분야 최초의 기술공유 오픈 플랫폼으로, 기술 R&D
제안·공모·홍보, 중소기업 F.A.S.T.(Finance, Application, Supporting a market,
Training), 항공산업 트렌드, 항공기술 평가로 구성

― 항공산업분야는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인천공항의 중소기업 기술 채택, 지원 제공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