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역경제일지 (9. 1 ~ 9. 30)
▷ 9.11

인천도시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30호 공급 예정

ㅇ 인천도시공사는 실업·주거난에 시달리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
청년매입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
- 도심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의 전용면적 50㎡ 미만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이를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30% 정도 싼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재공급하며 입주 뒤 최장 6년 연장 가능
▷ 9.14

인천공항공사, 크루즈터미널 건설 예정

ㅇ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021년까지 공항에서 5㎞ 떨어진 용유지역에 크
루즈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
- 건설 비용은 2,000억~5,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인천시는 2018년 말 세계
규모의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이 연수구 송도동 9공구에 건설될 예정이
어서 지역 내 크루즈터미널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 9.19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자동차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ㅇ 인천상공회의소는 자동차산업 발전과 생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체인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
- 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각
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특히 한국지엠 등 완성차업체와의 지역경제
상생 방안 제시, 인천시 8대 전략산업인 첨단 자동차 육성, 중고차 유통기
지 위상 재정립, 자동차 애프터마켓 육성, 자동차문화 운동 전개, 자동차산
업 시발지 인천의 역사 찾기 등을 의욕적으로 벌여나갈 예정

▷ 9.22

인천항만공사, 국내 최초로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

ㅇ 인천항만공사는 대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국내 최초로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발표

-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는 인천 남항 인근 아암물류 2단지 내에 약 92만㎡
규모로 2019년 공급될 예정으로 인근에 인천항1·2국제여객터미널이
2019년 말 통합 이전하고 세관 통합검사장도 부근에 설치될 예정. 해당
부지는 인천국제공항도 육상으로 30분내 이동 가능하여 해상과 항공
물량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입지에 최적지라고 설명
▷ 9.27

중소기벤처기업부, 인천지역 내 매출 1천억 벤처기업 32곳 발표

ㅇ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매출 천억원대 벤처기업 명단’에 따르면
전국의 매출 천억원대 업체는 총 513곳으로 이 중 인천은 32곳이 해당

- 인천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천 395억원으로 반도체 세척 장비, 다이아
몬드 공구, 자동차 부품 제작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포함

▷ 9.28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8월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
ㅇ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올해 8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8월 물동량 최대치인 25만 4490TEU를 기록
- 이는 지난해 8월(21만 9291TEU) 대비 16.1% 증가한 수치이며 수입 물동
량은 전년 대비 1만 4810TEU 증가한 12만 9058TEU로 전체 물량의
50.7%를 차지하였고 수출은 12만 3556TEU로 전년보다 2만 522TEU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