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2020.1.1~1.31일)
▷ 1.2일: 국토교통부, S(super)-BRT*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사전요금지불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속도와 정시성을 향상
시켜 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간선급행버스체계

ㅇ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S(super)-BRT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천 2곳(계양신도시, 인천대로)을 포함한 전국 5곳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부터 정류장 · 시스템 신설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중
시범노선을 개통할 예정
▷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2019년 인천공항 이용 여객수 7,000만명 돌파
발표
ㅇ 2019년중 인천공항 이용 여객수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7,117만명으로
이중 국제여객수는 7,058만명을 기록
― 일본여행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일본노선 국제여객수가 감소하였으나
(전년대비 –11.7%)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노선 취항, 동남아 노선의
확대 등에 힘입어 개항 이후 처음으로 7,000만명을 돌파
▷ 1.12일: 인천테크노파크, 금년중 280여개 스마트공장* 도입 계획
* 제품 기획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

ㅇ 금년 목표 달성시 인천내에 1천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이 운영되어
인천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1.13일: 인천항만공사, 전자상거래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ㅇ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에 전자상거래 물류단지를 조성중인
인천항만공사는 동 부지에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

― 2월중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 대상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동 시설
규모를 확정할 예정
▷ 1.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애경그룹, 송도 종합기술원 건립용 토지매매
계약 체결
ㅇ 애경그룹은 송도 종합기술원 내에 기초, 원천,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첨단소재 개발, 독자기술 확보, 친환경 ‧
바이오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
―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내 부지 2.9만m2에 연면적 4.3만m2 규모로 건립
예정인 동 시설은 내년중 착공하여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
▷ 1.27일: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미주항로 서비스 개편
ㅇ 현대상선이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함에 따라 인천항의
미주항로가 현대상선이 단독운영하던 PS1(Pacific South 1)에서 디얼라이언스
회원사가 공동 운항하는 PS8(Pacific South 8)**로 변경
* 세계 3대 해운동맹으로 ONE(Ocean Network Express), 하팍로이드, 양밍라인 등의
해운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현대상선은 금년 4월부터 회원사로 운항할 예정
** ’인천~상하이~광양~부산~L.A.~오클랜드~부산~광양~인천’을 기항하며, 기존 PS1 노선에서
미국 터코마가 제외되고 오클랜드가 편입

― 금번 항로 개편으로 참여 선사가 확대되면서 화주의 선택폭이 다양
해지고 기항지간 거리가 축소되는 등 인천항의 미주항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1.28일: 인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① 상생협력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②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 ③ 지역
건설자재 · 인력 · 장비 사용 촉진, ④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와

ㅇ 인천 서구와 지역내 16개 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동반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

▷ 1.28일: 인천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탈락
* 주요 관광지의 확산과 지역관광 혁신을 위해 광역시 1곳(국제관광도시)과 기초지자체
4곳(지역관광거점도시)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국제관광도시에는 부산, 지역관광거점
도시에는 강릉, 전주, 목포, 안동이 선정

ㅇ 인천시는 국제관광도시 선정 최종 심사에서 부산과 경합하여 탈락
하였으나 6월중 완료되는 ’인천관광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중장기 관광 로드맵을 세워 관광 인프라와 컨텐츠 보완을 위해 노력할
계획
▷ 1.29일: 인천시, 국내 최초 유엔 산하 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 롤모델
도시 인증* 획득
* 유엔에서 기후변화와 재난대응에 혁신 · 창조적 시스템을 갖춰 모범이 되는 도시를
인증하는 제도

ㅇ 재난관리 스마트 시스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비한 인천시는 유엔과 연계하여 우수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 ·
홍보할 계획이며 금번 인증을 통해 지자체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