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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미선정은 기업입주수요, 부지 및 기반시설, 기본계획

부합성, 개발 경제성 및 자금조달계획 등의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기업입주수요 측면에서는 도입기능별 입주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대규모 개발의 타당성 입증
어려움, 우수 기업 및 인력의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의 미흡, 교통접근성 및 배후시장 규모의
취약성, 핵심 부문의 투자유치 목표 부재와 인센티브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
￭ 부지 및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부지확보를 위한 법적 요건 미충족, 매립권 양도･양수 절차의
복잡성, 부지확보 과정에서 영농법인과의 갈등 야기, 행정구역-생활권 간 불일치에 따른 체계
적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고압 송전탑 철거 및 송전선 지중화 수요, 낮은 조기추진 가능성
등이 지정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
￭ 기본계획 부합성 측면에서는 중점유치기능의 혁신성장 요건 미충족,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발
전전략 부재, 도입기능의 백화점식 나열, 주요 기능의 공간 배치 및 수공간･녹지･도로 네트워
크 체계 미흡,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의 부조화 등이 미지정 사유로 지목됨
￭ 개발 경제성 및 자금조달계획 측면에서는 토지조성원가 추정의 현실성 부족, 경제성 검토 누락
에 따른 개발효과의 판단 근거 미흡,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부족, 민간자본 유치 기반 미흡
등의 한계 극복이 요구됨
￭ 그 외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방향과 부합성이 낮고 중앙정부의 신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핵심 도입기능과 연계된 산업생태계 조성계획이 미흡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 사업추진체계의 불명확,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흡 등을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안산시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사유에 대한 보완 방향을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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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방향 1: 개발 컨셉 및 도입기능 재검토
• 해양레저관광은 타 지역과의 경합 가능성이 높으며, 안산 대부지구의 차별적 강점을 살리고
해양관광의 트랜드 변화, 틈새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치유관광 중심의 컨셉에 대한
검토 요구됨
• 해양치유관광･헬스케어 부문을 핵심 도입기능으로 유치하고, 그 외 에너지신산업･친환경차
관련 반도체 클러스터, 특화 교육 등의 기능 도입을 검토
￭ 보완방향 2: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립부지 활용방안 및 추진체계 관련해 지속적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영농법인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한 지역 농민의 소득구조 다각화 방안을 검토
• 화성호 담수화 시기의 조속한 결정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여부를 떠나 중요한 과제이므로
안산시-화성시-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의가 시급함
￭ 보완방향 3: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고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면적이 지정 사례지역의 네 배 이상이나
도입기능의 차별성, 조속한 추진 가능성 미흡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수요 확보, 사업성 등의 측면에서도 개발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교통 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교통망계획 등 상위 교통계획에 반영할 필요
• 국제 부동산 박람회 등을 통한 국제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 해외
투자수요 확보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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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및 국내 복귀기업의 유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존 주력

산업과 중점유치업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신산업 거점 확보 등의 효과 기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각종 규제에 따른 미개발 문제 해소, 개발사업자 자격요건 완화, 타법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의제 등 절차 간소화, 중점유치업종의 유치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의 산업 집적화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낳음(산업통상자원부, 2018)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기준)은 2004년부터 2012년
까지 평균 7.7억 불에 그쳤으나, 2014년부터 후발 지정구역인 황해,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
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현실화에 따라 지속 증가세를 기록해 2017년 기준 21.9억 불에 달함
(산업통상자원부, 2018)
￭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내기업 및 연구소의 중점유치업종 실적이 증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기업의 투자 유치 규모가 19.7조 원을 기록(산업통상자원부,
2018)
❚ 안산 대부지구는 수도권 배후의 해양 관광수요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대규모

개발 가용지로, 글로벌 문화･관광･혁신산업 도시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음
￭ 안산시는 서해안에 접한 매립지로 평탄한 지형, 풍부한 해양자원의 보유, 서울 및 수도권, 특히
송도신도시와의 인접성으로 인한 배후수요 확보 용이성,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와 방아
머리 풍력발전소 등의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보유 등의 장점을 가짐
￭ 국민소득의 증가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욜로(YOLO) 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증가

제1장 서론

3

￭ 정부는 2019년 5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통해 마리나 산업을 포함한 4대 해양레저
관광 산업의 육성 정책 추진, 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예. 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등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2023년까지 3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미선정 사유를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합리적인 추

진 대안을 도출할 필요
￭ 경기도는 2019년 9월 안산시 대부지구(반도체 소재 육성, 신재생에너지), 김포시 대곶지구(전
기자동차 테마단지), 시흥시 정왕지구(자율주행차 실증 단지), 시흥시 배곧지구(서울대학교 캠
퍼스 연계 모빌리티 연구단지) 등 네 곳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단의 평가 결과 경기도에서는 시흥 배곧지구가
단독 선정됨
￭ 향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대비, 또는 경제자유구역 외의 적합한 개발 방식의 추진을
위해 안산 대부지구의 개발 방향 및 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보완 방향을 도출할
필요

2) 연구의 목적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미선정 원인 진단
￭ 미선정 원인을 상위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성, 발전전략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개발수요 및 기업의 입주 여건, 투자유치 여건, 부지확보 계획, 기반시설 조성계획,
개발효과, 계획의 실현가능성, 추진체계 등의 측면에서 검토
❚ 안산 대부지구의 조속한 개발 추진을 위한 보완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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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안산시 대부지구(시화지구 대송단지 일원)
￭ 기준년도: 2021년
❚ 내용적 범위
￭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제도 검토
￭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검토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검토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미선정 원인 진단
￭ 안산 대부지구의 개발계획 보완 방향 및 추진전략 검토
<표 1-1> 연구의 범위
구 분

내 용

공간적 범위

∙ 안산시 대부지구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1년

내용적 범위

∙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제도 검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등
∙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검토: 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차별화 요소 및 운영실적 등
∙ 안산 대부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검토
∙ 안산 대부지구 경제자유구역 미선정 원인 진단: 경제자유구역청의 사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관계자 면담 실시
∙ 안산 대부지구의 개발계획 보완 방향 및 추진전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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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체계
❚ 문헌 및 사례조사
￭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 제도 검토
￭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검토
• 구역 별(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동해안, 충북, 광주, 울산) 개요, 비전과
전략, 경쟁력, 투자유치 현황, 입주기업 현황 파악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관련 정책 기조 변화 검토
❚ 현장 답사 및 관계자 면담
￭ 안산 대부지구 현장 답사
￭ 경제자유구역청(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면담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면담
❚ 전문가 의견 청취
￭ 토지이용계획, 기업 입주 여건, 관광개발 트랜드 및 대부지구 도입 가능 프로그램, 신산업유치
방안 등 관련해 전문가 의견 청취
❚ 안산 대부지구의 현황 및 타 개발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안산 대부지구 경제자유

구역 개발계획의 취약점 및 보완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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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검토

1. 경제자유구역의 개요
1) 경제자유구역의 개념
❚ 법적 정의
￭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
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
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함
• 경제자유구역의 법적 정의는 당초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이었으나, 2021년 6월 법령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이 추가됨
❚ 도입 목적
￭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2
년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정 절차
￭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
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고 동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제2장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검토

9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동
의를 받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
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시 필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2-1]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①

②

주민 의견 수렴

⇨

관계 행정기관 장
협의

시･도지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지정 요청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
⇨
개발 필요 인정
동의
심의･의결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료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정 및 지정 해제 요건
￭ 지정 요건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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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시･도에게 통지
(일반인 열람 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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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 발전 가능성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지정 해제 요건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관리가
곤란한 경우
• 외국인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위의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다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표 2-1>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현황(2021년 9월 기준)
대상

황해
경제자유
구역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
구역

위치

지정일

해제일

면 적

비고

한중지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만호리
일원

2008. 5. 6.
2012. 8. 13.
(변경 지정일)

2013. 8. 20.

1,063,520㎡

전부 해제

송악지구,
인주지구

충남 아산･당진시,
경기 평택시 일원

2008. 5. 6.

2014. 8. 5.

9,448,108㎡

전부 해제

군산2
국가산업단지
지구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2국가산단,
군장신항만 일원

2008. 5. 6.

2013. 8. 20.

17,428,000㎡

전부 해제

고군산군도
신시1지구,
신시2지구,
무녀지구,
선유지구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2008. 5. 6.
2013. 4. 26.
(변경일)

2014. 8. 5.

3,258,147㎡

전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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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대상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영종지구

부산․
진해
경제자유
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

12

지정일

해제일

면 적

비고

인천 중구, 서구,
연수구 일원

2013. 8. 11.

2014. 8. 5.

36,692,288㎡

일부 해제

2003. 8. 11.

2015. 12. 30.

9,111,000㎡

일부 해제

2003. 8. 11.

2016. 8. 5.

106,789㎡

전부 해제

영종지구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인천 중구
중산･운남･운서･
운북･을왕･남북･
덕교･무의동 일원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141-3
일원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0 일원

2003. 8. 11.

2016. 8. 5.

123,000㎡

전부 해제

영종지구
용유 을왕산
PARK52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77-4 일원

2003. 8. 11.

2018. 2. 1.

615,940.0㎡

전부 해제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2003. 8. 11.

2018. 8. 5.

1,051,346㎡

전부 해제

가주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가주동 일원

2003. 10. 30.

2013. 9. 4.

838,996㎡

전부 해제

2014. 8. 5.

29,380,000㎡

일부 해제

개발계획
미수립지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2015. 12. 30.

1,716,000㎡

일부 해제

2017. 7. 13.

196,000㎡

일부 해제

영종지구

인천
경제자유
구역

위치

2003. 10. 30.

신대휴먼그린단지,
용강그린테크밸리,
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단지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
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2003. 10. 30.

2014. 8. 5.

5,876,800㎡

일부 해제

신덕지구,
하동지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
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2003. 10. 30.

2017. 7. 13.

6,970,000㎡

일부 해제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덕례리 일원

2003. 10. 30.

2017. 8. 5.

1,107,000㎡

전부 해제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
파크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이동 일원

2003. 10. 30.

2017. 8. 5.

749,000㎡

전부 해제

율촌제3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해면 일원

2003. 10. 30.

2020. 8. 19.

9,762,300㎡

전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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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대상

대구･
경북
경제자유
구역

위치

지정일

해제일

면 적

비고

국제문화산업지구,
구미디지털산업지
구,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

대구광역시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포항시 일원

2008. 5. 6.

2014. 8. 5.

7,869,000㎡

일부 해제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화산면
일원

2008. 5. 6.

2016. 8. 5.

800,000㎡

일부 해제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구호동
일원

2013. 2. 14.

2018. 10. 19.

1,572,585㎡

일부 해제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단봉동,
대구동, 송정동
일원

2013. 2. 14.

2016. 2. 16.

2,480,000㎡

일부 해제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구호동
일원

2013. 2. 14.

2018. 10. 19.

1,572,585㎡

일부 해제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대구동
일원

2013. 2. 14.

2019. 11. 28.

359,775㎡

일부 해제

구정지구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금광리
일원

2013. 2. 14.

2016. 2. 16.

1,110,000㎡

전부 해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2013. 2. 14.
2016. 6. 10.
(변경 승인)

2017. 11. 17.

2,332,169㎡

일부 해제

북평지구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

충북경제
자유구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motie.go.kr/motie/ms/nt/gosi/bbs/bbsList.do?bbs_cd_n=5” (2021. 11. 9. 검색).

❚ 지정의 효과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
립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동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
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
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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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또는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
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동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입주기업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
• 세제 및 자금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감면1)
╺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의료시설･교육시설･
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매각 가능하고,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2) 대통령령 제 31983호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
한다.

14

제2장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검토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원인 진단 및 보완 방향 연구

╺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을 배제 받아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는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국유재산법｣ 등3)의 적용에서 배제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적으로 지원
￭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 가능
•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설립･운영, 부대사업 등 가능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외국방송의 재송신
╺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
가능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범｣ 제17조에 의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
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
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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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운영체계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산업부), 9개 경제자유구역청(지자체)을 통해 운영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자위):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 및 위촉위원
10명 등 24명, 제도개선･개발계획･지정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하 경자단): 산업부 소속기관으로 현원 39명(2021년 9월 기준, 단장:
2급)이며 경자위 운영 및 제도개선, 외국 투자 유치, 기반시설 구축 등 경자구역 제도 총괄
•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시･도 공무원(청장: 1급)으로 구성되며 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투자 유치 등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수행
❚ 지정 현황
￭ 4차에 걸쳐 경제자유구역 9개(총면적 275㎢, 99개 사업지구)를 지정･운영 중
<표 2-2>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2021년 9월 기준)
구분

청장 직급

면적

지구

인천

1급

122.44㎢

32

부산‧진해

1급

51.07㎢

23

광양만권

1급

59.60㎢

17

2차
(’08)

대구‧경북

1급

18.46㎢

8

경기

1급

5.24㎢

3

3차
(’13)

동해안

1급

4.47㎢

5

충북

1급

4.96㎢

4

4차
(’20)

광주

1급

4.37㎢

4

울산

1급

4.70㎢

3

275.31㎢

99

1차
(’03)

합

계

지도

자료: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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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제도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002년 12월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의 수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 개발사업 시행,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제1장(제1조~제3조의1)에서 경제자유구역 용어 및 목적 등의 총칙을 밝힘
• 제2장(제3조2~제8조2)에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의 수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 등을 규정
• 제3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해 규정
• 제4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
• 제5장은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에 대해 규정
• 제6장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을 규정
• 제7장은 보칙을, 제8장은 벌칙을 규정
￭ 2003년 6월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동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1~4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및 요건을 규정
• 제5조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제6~14조는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제15~21조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제22~27조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제28~29조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제31~32조는 권한 위임, 규제의 재검토 등의 기타 사항을 규정
￭ 2008년 12월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에서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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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3조의2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함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분야별 및 구역별
정책에 있어 기본 방향을 제시
• 경제자유구역의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발전방향, 중점 추진과제,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2018~2027)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1차 경제
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에 대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립됨
•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1차 기본계획)에서 ‘혁신성장 중심’(2차 기본계획)으로 방향 선회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1차 기본계획)에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2차 기본계획)으로 비전 재정립
•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총 80조 원 달성, 2027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일자리 27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함
• 주요 추진 전략은 ‘4차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생태계 구축’, ‘글로벌
특구로서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선진화’로 요약
[그림 2-2] 경제자유구역 운영방향 전환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2018. 11.).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 201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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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전전략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2018. 11.).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 201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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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1) 1차 경제자유구역 지정(2003)
❚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 사업 개요
•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 123.65  규모로
송도, 영종, 청라지구로 구성되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
• 사업 기간은 2003년에서 202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81조 5,230억 원이며, 계획인구는
539,373명임
[그림 2-4] 인천경제자유구역 위치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ifez.go.kr/ivt003” (2021. 10.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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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구를 비즈니스 IT･BT, 물류･관광, 업무･금융 및 관광레저,
첨단산업 등으로 개발 방향 수립
<표 2-3>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 개요
지구명

개발 방향

위치

면적

신송도국제도시

비즈니스 IT･BT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국제도시) 일원

53.36

영종국제도시

물류, 관광

인천광역시 중구(영종국제도시) 일원

52.48

청라국제도시

업무･금융, 관광레저, 첨단산업

인천광역시 서구(청라국제도시) 일원

17.81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ifez.go.kr/ivt003” (2021. 10. 5. 검색).

￭ 비전 및 전략
•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를 비전으로 삼고, 글로벌 비즈니스 및 첨단･서비스산업 허브,
최상의 정주 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살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제시
• 전략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서비스산업 허브,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4가지로 나누어 과제 제시

제2장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검토

21

[그림 2-5]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 및 전략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ifez.go.kr/abo027” (2021. 10. 5. 검색).

￭ 경쟁력
• 인천국제공항, 인천신항과 국제여객터미널, 수도권 광역교통망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물류
교통의 중심지 역할 수행 가능
• 북경, 상해 등 중국 시장 진출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비행거리 3시간 내
인구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 61개 위치
•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등 13개 국제기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보잉, GM,
BMW 등 15개국 75개 글로벌 기업이 위치해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량 우수
• 국제학교, 국제병원, 쇼핑 및 레저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탁월한 정주 여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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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유치 현황
•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 계약 체결 86건, MOU 체결 109건, 외국인 투자 규모 약
133억 달러 달성
[그림 2-6]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수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ifez.go.kr/abo027” (2021. 10. 5. 검색).

[그림 2-7] 인천경제자유구역 MOU 체결 건수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ifez.go.kr/abo027” (2021. 10.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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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ifez.go.kr/abo027” (2021. 10. 5. 검색).

• 바이오 분야
╺ 삼성과 동아제약을 유치하여 선진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4건 FDI 실적 16억 8천만 불, 일자리 7,443명 창출
• 의료복합단지유치
╺ 병원, R&D 및 교육 시설, 제조･부대시설, 복합단지 개발로 의료서비스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오스템글로벌 유치: 송도 국제도시에 제약 및 치과의료기기 제조･연구시설 건립 및
병원 운영, 사업비 2,000억 원(FDI 3.9백만 불), 고용 약 1,500명
• 첨단산업 분야
╺ 앰코테크놀러지,

보잉트레이닝센터

등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첨단산업

제조･연구시설 및 대형 프로젝트 유치 성공
╺ 앰코테크놀러지, 일진반도체(주) 등 총 40건 FDI 실적은 808.2백만 불, 고용 17,240명
• 교육 분야
╺ 채드윅국제학교 및 달튼외국인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대학 분교인
한국뉴욕주립대 개교, 2014년 미국 조지 메이슨대 및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가 연이어
개교하여 글로벌 교육 허브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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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서비스 분야
╺ 롯데몰, 이랜드, 현대백화점이 위치하고, 청라에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여
IFEZ내의 쇼핑･편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 유도, 및 기업
투자･이전 촉진,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 롯데몰 송도 등 총 5건의 투자유치, FDI 실적은 7,170만 불, 14,650명 고용 창출
• 금융서비스 분야
╺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 하나금융타운(2014~2018, 247,749㎡ 규모, 사업비 7,300억
원) 및 청라국제금융단지(2015~2025, 159,464㎡ 규모, 사업비 1조 2,000억 원)
• 국제기구 유치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재정･금융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직접효과 연 3,800억 원 예상, 근무인력 최대 500명)
╺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유치하여 정기총회 등 MICE 산업 활성화에 기여(연간 600억원
이상의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예상, 근무인력 최대 30명)
• 해외도시 수출
╺ 2012년 4월 11일 경제자유구역 개발모델 수출의 첫 성공사례로 IFEZ와 국내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에콰도르 야차이 신도시를 남미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USD
971만 불 계약 체결)
• 규제 및 제도 개선
╺ 조세 혜택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개발 및 실시 계획 권한 전면
위임,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 규제 완화, 부동산투자 이민제 시행 등 총 18건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입주 기업 현황
• 총 689개 기업 입주(국내투자기업 625개, 해외투자기업 64개)
╺ 업종별로는 제조(공장) 230개, 제조 100개, 운수 177개, 서비스 49개, 교육 105개,
연구소 5개, 건설 19개, 기타 4개로, 제조, 운수, 교육 분야의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
╺ 지구별로는 송도 440개, 청라 44개, 영종 205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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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usan Jinhae Free Economic Zone; BJFEZ)
￭ 사업 개요
• 2003년 10월 30일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 51.1  규모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
진해구에 걸쳐 분포하며, 신항만, 지사, 명지, 웅동, 두동 등 5개 지역, 23개 지구로 구성
• 사업 기간은 2003년에서 2027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7조 4,241억 원, 계획인구는 20만
4천 명 규모임
[그림 2-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위치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bjfez.go.kr/00212/00214/00228.web” (2021. 10. 5. 검색).

• 신항만, 명지, 웅동, 지사, 두동의 다섯 개 지구로 구분, 지구별로 물류･유통, 첨단산업 및
국제업무, 여가･휴양 등 특화개발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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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역별 사업 개요
지역

면적

개발 방향

23지구

신항만

11.1

물류, 유통, 국제업무

북컨배후지, 남컨배후지, 신항만

명지

12.8

국제비즈니스, 의료, 교육, 물류, 첨단부품

명지, 서부산유통, 화전, 신호

웅동

9.8

여가, 휴양, 첨단산업, 주거지원

웅동, 남양, 남문, 와성, 웅천･ 남산, 마천산업

지사

13.1

첨단산업, R&D센터

부산과학산업단지, 미음, 송정, 명동, 생곡,
국제산업물류

두동

4.3

첨단물류, 주거지원, 여가휴양

두동, 문화, 보배, 용원레저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bjfez.go.kr/00212/00214/00228.web” (2021. 10. 5. 검색).

￭ 비전 및 전략
• 비전: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
╺ 항만물류 활성화: 초일류 항만물류 허브 조성, 신항 배후 단지 활성화 및 물류 인프라
확충
╺ 첨단산업의 신성장 거점화: 해양플랜트, R&D, 항공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 산업 유치,
조선, 자동차, 기계, 첨단부품 산업의 클러스터화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조성: 교육･의료 등 쾌적한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 규제 완화 및
선진화된 관리/운영 체계 확립
╺ 명품관광･레저단지 조성: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휴양형 관광 레저단지 조성,
친환경적 레저시설을 통한 사계절 해양관광 허브 구축
• 추진전략: 고부가가치 항만물류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와 고품격
관광레저가 공존하는 경제특구 조성
￭ 경쟁력
•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
╺ 주요 피더항(일본 63항, 중국 40항, 러시아 6항)과 연계된 부산항이 위치하며,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 가능한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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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반의 국제 경쟁력 확보
╺ 2시간 거리 내에 부산, 거제, 울산 등 인구 8백만 명 보유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약 90%가 부산, 창원, 거제, 울산에 위치
[그림 2-1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기반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bjfez.go.kr/00212/00214/00228.web: (2021. 10. 5. 검색).

• 우수한 자연경관, 휴양 및 레저 시설 완비
╺ 해운대 해수욕장, 한려해상국립공원, 낙동강 하구, 범어사 등 우수한 경관자원 보유
╺ 부산국제영화제, 바다축제, 국제모터쇼, 국제게임전시회 등의 축제가 발달했으며, 요트,
서핑 등 수상레포츠
╺ 중소규모의 요트 계류장이 위치하였으며, 진해군항제 등 축제 발달
• 인적자원 및 배후시장 발달
╺ 인구 800만 규모의 배후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25개 대학, 21개 전문대학,
336개 R&D센터, 6개 국제학교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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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유치 현황
•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신고 건수 기준으로 총 161건, 금액은
총 32억 2,150만 달러 규모
<표 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분야별 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불

FDI 신고액

분야

FDI 도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61

3,221.50

144

2,317.30

첨단산업

72

1,750.10

65

1,166.60

신항만건설

3

697.3

3

665.5

물류

76

409.5

71

370.9

관광･레저

2

62

2

62

교육･의료

1

20

기타

7

282.6

3

52.3

항만물류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 홈페이지. “https://www.bjfez.go.kr/invest/00152/00170.web” (2021. 10. 5. 검색).

[그림 2-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연도별 FDI 실적

단위: 백만 불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bjfez.go.kr/invest/00152/00170.web” (2021. 10. 5. 검색).

￭ 입주 기업 현황
• 총 1,359개 기업 입주(국내투자기업 1,260개, 해외투자기업 95개)
╺ 지구별로는 신항만지역에 34개, 명지지역에 289개, 웅동지역에 143개, 지사지역에
878개, 두동지역에 15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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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GFEZ)
￭ 사업 개요
•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은 51.1  규모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및 경남 하동의 네 개 지역에 걸쳐 분포하며 6개 지구, 17개 단지로 구성
[그림 2-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위치

자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gfez.go.kr/kor/sub05_010102.do” (2021. 10. 5. 검색).

• 광양, 율촌, 신덕, 화양, 경도, 하동 등 여섯 개 지구로 구분, 지구별로 항만물류, 산업단지,
배후단지, 휴양･레저･관광 등의 특화개발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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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 개요
지구명

개발 방향

위치

면적

광양지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광양시 황금.황길.도이동

6.17

율촌지구

율촌제2산단 조성
(기계(운송장비), 전기전자, 비금속, 철강연관산업 등)

여수시 율촌면.소라면.중흥동 해면
일원

3.79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
(교육, 의료, 주거, 레저)

화양지구

화양지구 조성
(골프장, 호텔, 콘도, 레저･문화시설 등)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등 5개리

9.17

경도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
(호텔, 콘도, 레지던스, 워터파크, 상업시설 등)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2.15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
(조선소,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연구시설 등)
대송산업단지 개발
(비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발전업, 비금속광물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가덕리 일원

5.61

2.87

자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gfez.go.kr/” (2021. 10. 5. 검색).

￭ 비전 및 전략
• 비전: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 주요 목표: 투자유치 500개 기업(250억 불), 고용창출 24만 명, 물동량 485만 TEU
• 추진전략: 미래산업 생산기지 조성, 동북아 복합물류 및 비즈니스 구축, 국제적인 문화관광
정주도시 건설, 맞춤형 투자유치 및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 경쟁력
• 아시아와 북미, 유럽을 연결하는 간선 항로상에 위치한 광양항은 연간 2억 9천만 톤 이상의
물동량 처리가 가능해 물류거점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1시간 이내 거리에 다섯 개의 국제･국내 공항이 위치하며, 철도 접근성 또한 우수
•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유, 비료, 석유화학 계열의 업체 283개가 입주해 있으며,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약 48%를 담당하는 등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 역할 수행
•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입지해 자동차강재, 고강도 열연, 고급API강재, 후판 등 연간 2,500만
톤 이상의 철강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가능하며, 관련 산업의 밸류체인 구축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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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기업 현황(2021년 9월말 기준)
• 총 213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74개(34.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34개(16.0%)로 가장 비중이 큼(2021년 9월말 기준)
<표 2-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

구

분

합계

율촌1

해룡

세풍

황금

대송

합

계

213

141

65

5

1

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34

12

22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4

-

4

-

-

비금속 광물제품(C23)

1

-

1

-

-

1차 금속 제조업(C24)

18

14

3

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74

59

14

1

-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C26)

7

3

4

-

-

전기장비 제조업(C28)

11

7

4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26

21

5

-

-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3

-

3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14

14

-

-

-

전기, 가스, 공기조절 공급업(D35)

5

2

3

-

-

16

9

2

3

1

기

타

자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내부자료.

• 산업단지별 주요 기업
╺ 율촌제1산단: 현대제철, 포스코케미칼, 세아제강, 삼우중공업 등
╺ 해룡산단: 한성스틸, 위드피에스, 에이치케이피 등
╺ 세풍산단: 광양알루미늄, 한국창호, 신태, 믿음식품 등
╺ 황금산단: 평창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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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경제자유구역 지정(2008)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aegu Gyeongbuk Free Economic Zone; DGFEZ)
￭ 사업 개요
• 2008년 5월 지정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달성군, 경북
포항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의 8개 지구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18.45 
• 기존의 물류 중심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지식산업 및 인프라와 연계한 지식창조형임
•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달성군, 경상북도 포항･영천･경산시 일원 8개 지구 사업비 5조
8,140억 원(국비 6,425, 지방비 4,628, 민자 47,087)
<표 2-8>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 개요
지구명

면적

중점유치업종

개발현황

대구테크노폴리스

7.259㎢

자동차부품, 메카트로닉스, IT융･복합, 그린에너지

개발 중

신서첨단의료지구

1.054㎢

합성신약, IT기반 의료기기 특화

개발완료

국제패션디자인지구

1.176㎢

교육, 패션, 첨단섬유 산업

개발완료

수성의료지구

0.976㎢

의료, IT, SW 기반 지식서비스산업

개발완료

경산지식산업지구

3.823㎢

건설기계부품, 첨단메디컬신소재, 그린부품소재,
생활소비재패션테크

개발 중

영천첨단부품산업지구

1.461㎢

첨단수송부품소재, 금속기계, 하이브리드 IT지능형
전장부품

개발완료

영천하이테크파크

1.222㎢

미래형자동차부품, 항공･자동차인테리어

실시계획
수립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478㎢

바이오, 그린에너지, 부품소재, R&D

개발중

대구

경북

자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dgfez.go.kr/” (2021. 10.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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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위치

자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dgfez.go.kr/page.php?mnu_uid=1508&” (2021. 10. 5. 검색).

￭ 비전 및 전략
• 비전: 지속가능한 글로벌 혁신성장 거점
• 전략: (산업) 핵심전략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공간) 지구별 특성화 및 규모 확대, (제도)
혁신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경쟁력
•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클러스터
╺ 구미(전장)-대구(메카트로닉스)-영천-경주-울산(완성차)-부산(조선)-창원(기계금속)으
로 이어지는 자동차 산업 밸리의 중심
╺ 총사업비 4.6조 원 규모의 의료 국책산업 클러스터 지정 추진
╺ (총사업비 4.6조 원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
╺ IT/SW 산업 집적 클러스터(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다쏘시스템)
• 영남권 중심도시로 항만 및 철도 등 편리한 광역교통체계
• 다수의 연구시설 및 고등교육기관,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탄탄한 R&D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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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전기전자, 자동차･조선, 석유화학, 중화학 분야 등의 산업 생산 기반을 갖춘 산업도시
구미, 포항, 창원, 울산 등과 인접
• 주변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 투자 유치 현황
• 외국인투자 28건, 7억 2,400만 달러(MOU 기준), 국내투자 598건, 5조 2천억 원
￭ 입주 기업 현황
• 517개 기업 입주
╺ 국제패션디자인지구 55개, 신서첨단의료지구 86개,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102개,
수성의료지구 48개,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72개, 경산지식산업지구 154개 기업
입주
❚ 경기경제자유구역(Gyeonggi Free Economic Zone; GGFEZ)
￭ 사업 개요
• 평택포승지구와 현덕지구(2008년 5월 지정), 시흥배곧지구(2020년 6월 추가 지정)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52.4  규모임
• 서해안경제벨트 중앙에 평택항을 중심으로 개발되며 평택 포승(BIX) 지구는 제조･물류,
현덕지구는 유통･상업 복합개발, 배곧지구 등 3개 지구로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의
특화 전략 수립
<표 2-9> 경기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 개요
지구명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중점유치업종

사업시행자

평택포승
(BIX)
지구

2.046

7,702억 원

2008~2020년

자동차부품, 물류, 전자, 화학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현덕지구

2.316

7,500억 원

2008~2021년

유통, 상업, 주거, 관광, 의료 등

-

시흥배곧
지구

0.878

1조 6,681억 원

2020~2027년

무인이동체 R&D, 교육, 의료 등

시흥시, 서울대학교

자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ggfez.gg.go.kr/overview/” (2021. 10.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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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경기경제자유구역 위치

자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ggfez.gg.go.kr/overview/” (2021. 10. 5. 검색).

￭ 비전 및 전략
• 비전: 서해안 중심!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
제조업의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전략: 4차 산업 R&D 기반조성, 첨단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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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구축,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그림 2-15] 경기경제자유구역 비전 및 전략

자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ggfez.gg.go.kr/vision” (2021. 10.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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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 우수한 접근성 및 투자환경
╺ 1시간 거리 내에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위치
╺ 광명역(KTX), 지제역(SRT), 평택역, 서해복선전철(안중역 개통 예정) 등의 철도망
구축으로 서울 및 주요 대도시지역과의 접근성 우수
╺ 수도권의 대규모 배후시장 및 풍부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용이
╺ 시흥 배곧지구의 경우, 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등의
대학이 인접해 산업 전문 및 연구인력의 확보가 수월하며,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용이
• 글로벌 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형성
╺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디스플레이 등의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약 3천 5백 개의 글로벌 기업이 입지함
╺ IT,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등 지식기반 제조업의 40% 집중
╺ 주변지에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이 입지한 자동차 클러스터, 삼성전자, LG이노텍
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
• 대중국수출입 전진기지로서의 잠재력
╺ 중국의 연안산업벨트와 지리적 접근성 우수
╺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주요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평택항이 인접하며, 2020년까지
79선석 규모로 확대 예정
╺ 자동차, 철강 등 전용부두 및 컨테이너선, 국제여객선 수시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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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2013)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ast Coast Free Economic Zone; EFEZ)
￭ 사업 개요
• 2013년 2월 강원도 동해안 지역(면적 4.32㎢)을 첨단소재산업 및 글로벌 관광･레저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물류･비즈니스 단지 및 국제도시 조성･개발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이며, 총 사업비는 8,880.5억 원
[그림 2-16]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위치

자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efez.go.kr/hb/kor/biz” (2021. 10. 7. 검색).

• 지구별 계획
╺ 각 지구가 동해시 북평으로부터 반경 17㎞ 이내에 위치하여 일반국도 7번 및
동해고속도로, 동해안권 인입철도를 통해 20분 내 지구 간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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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 개요
지구명

주요 기능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동해

강릉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옥계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지구

국제복합･첨단부품 산업단지
장기임대 단지
정주가능한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
(호텔, 리조트, 주거, 상업,
테마파크, 병원, 국제학교 등)
동북아 관광산업의 거점 도시
초경량 소재 부품 산업 클러스터
해외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첨단소재･부품 연구단지

위치

면적

사업비

동해시 구호동 일원

0.15㎢

16.5억 원

동해시 망상동 일원

3.79㎢

8,269억 원

강릉시 옥계면 일원

0.38㎢

595억 원

자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s://www.efez.go.kr/hb/kor/biz” (2021. 10. 7. 검색).

￭ 비전 및 목표
[그림 2-1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비전 및 목표

비

전

목

표

국제복합 관광도시 및 첨단소재산업의 거점화로
동북아 투자중심지 건설

국제 복합

첨단소재산업의

신재생에너지(수소)

관광도시 조성

신성장 동력 창출

연관 산업 육성

추진전략

1.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

2.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
3.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

세

과

제

▪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조직 전문성 제고
▪ 전략적 홍보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활동 추진
▪ 민원행정서비스 기반 강화

자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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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 첨단소재부품산업의 투자 최적지
╺ 강원도 지역에 석회석, 백운석, 희토류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인근 지역인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도 마그네사이트, 우라늄, 인회석, 니켈, 텅스텐 등의 광물자원
풍부하여 자원 협력 가능성
╺ 비철금속 초경량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포스코, 동부메탈, LS전선 등 비철금속
앵커기업 확보
╺ 전력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 국내 및 국제 물류교통망을 통한 확실한 수출경로 확보, 최상의 물류 여건
• 고학력 전문인력 및 연구시설 보유
╺ 첨단소재, 녹색부품, 물류･유통 분야 대학이 소재하여 연 1,851명의 전문인력 배출
╺ KIST, RIST 등 연구소 다수 위치
• 동북아 관광･휴양･레저 거점
╺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관광산업 육성 가능
• 거대 소비시장 인접, 주변국가의 경제정책 등
• 조세감면, 입지지원, 국고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제도
￭ 투자 유치 현황
• 중국 Y기업 MOA(페로실리콘 제련) 체결: ’17. 3. 6.
• 다자간(S사･생기원･강릉시･도･경자청) MOU(고순도 티타늄 제조): ’17. 4. 3.
• 해수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의향서 제출(환동해본부 합동): ’20. 6월
• 국내･외 잠재투자기업 대상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 지속 추진
╺ 비철금속 국내기업(8,387부), 외투기업(3,153부) 투자제안서 발송
╺ 입주 수요 확보를 위한 비철금속 타깃기업 방문 IR(수시)
￭ 입주 기업 현황
• 북평산업단지 내 2개 기업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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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길전기(’18.12.10.매입): 증축공사 준공(’19. 5. 14.) 및 정상가동 중
╺ ㈜한국동서발전(’17.11.27.매입):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수소생산(P2G4)) R&D 사업
추진(’19. 6월 ~ ’24. 4월)
※ 총 사업비 485억 원(국비 285, 민자 200), 사업기간 5년(’19년 ~ ’24년)
• 북평산업단지 내 2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2021년 2월)
╺ ㈜금강씨엔티(서울): 한국동서발전 P2G R&D 사업 참여업체, ’22. 3월 착공
╺ ㈜지석엔지니어링(구미): LS전선 납품업체, ’22년 상반기 착공계획
❚ 충북경제자유구역(Chungbuk Free Economic Zone; CBFEZ)
￭ 사업 개요
• 2013년 청주시 일원에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면적
4.96  )
• 총 사업비 1조 3,121억 원
[그림 2-18] 충북경제자유구역 위치

자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go.kr/eco/contents.do?key=2393” (2021. 10. 7. 검색).

4) P2G(Power To Gas):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 메탄 등의 GAS 에너지로 전환, 저장․
활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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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바이오밸리, 청주 에어로폴리스 두 권역 개발
<표 2-11>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 개요
지구명

오송
바이오
밸리

개발 방향

중점 유치 업종

면적

사업비(사업기간)

관리 기관

오송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차세대
의약산업 육성

연구지원시설,
BT신약, 의료기기

1.13㎢

1,057억 원
(2013~2017년)

LH 공사

오송
바이오폴리스

BIT융복합
의료기기 및 관광
중심지

교육기관 의료관광,
제약, 화장품

3.28㎢

9,323억 원
(2013~2021년)

충북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세종시 관문
복합항공단지
항공물류 융복합
산업의 요람

항공기정비,
부품생산조립,
연구소

0.544㎢

1,434억 원
(2013~2022년)

충청북도

청주 에어로폴리스

자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go.kr/eco/contents.do?key=2397” (2021. 10. 7. 검색).

￭ 비전 및 전략
• 비전: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
• 목표: 동북아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현,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복합항공산업육성, 국토
중심의 친환경 생태클러스터 조성
• 추진전략: 세계적인 하이테크 융합산업(BINT)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국토내륙 글로벌
링키지(Glabal Linkage) 기반 구축
￭ 경쟁력
•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뛰어난 접근성
╺ 경부선과 충북선이 연결되는 철도교통,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동시에 관통,

청주국제공항(북경, 선양, 향조우), 평택항과 군산항 등 위치
• 우수한 산업 인프라
╺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바이오메디컬 시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 대덕연구단지 등 핵심･연구지원시설 산업 인프라 집적
╺ 동북아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현재 오송･오창 100여 개의 국내･외 관련 기업 투자)
• 재난재해 없는 첨단업종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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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전국기후변화 평가에서 지진, 홍수,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충북 선정
╺ 충주댐, 대청댐의 풍부한 공업용수 및 전력 공급
•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지원
╺ BT 관련 충북대 등 7개 대학 900여 명, IT 관련 청주대 등 13개 대학 2,200여 명,
자동차 관련 한국교통대 등 8개 대학 800여 명, 충북반도체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충북에너지고 등 풍부한 인력
•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 입주기업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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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차 경제자유구역 지정(2020)
❚ 광주경제자유구역(Gwangju Free Economic Zone; GJFEZ)
￭ 사업 개요
•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투자유치에 불리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월, 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하고 광주를 AI 집적단지로 조성하고자 함
• 에너지, 생체의료 등 지역 주력산업과 AI 융합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
AI 융복합지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남구･북구･광산구 일원에 4개 지구, 면적 4.37  로 지정
• 사업 기간은 2020년~2025년 6년으로 총사업비 1조 2,433억 원 규모
╺ 국비 1,125억 원, 지방비 1,125, 공영개발 10,183)
￭ 비전
•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그림 2-19] 광주경제자유구역 개요

자료: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gjfez/contentsView.do?pageId=gjfez5” (2021.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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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광주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 개요
지구명

개발방향

유치업종

위치

면적
(㎢)

사업비
(억 원)

개발방법

기간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완성차공장(광주형일
자리), 첨단부품소재,
자동차R&D센터,
전남대산학융합캠퍼스

자동차, 광산업,
디지털정보가전,
첨단부품소재

광산구
삼거동
일원

1.847

2,749
원

공영개발/
한국토지주택
공사

2010~
2020년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Ⅰ

에너지혁신기업,
에너지첨단클러스터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남구
압촌동
일원

0.932

2,978

공영개발/
광주도시공사

2016~
2021년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

에너지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특화R&D단지

연구기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남구
압촌동
일원

0.486

1,332

공영개발/
광주도시공사

2015~
2021년

AI융복합
지구

미래지향적 R&D
연구산업단지
(광주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
AI집적단지,
생체의료산업 등

북구
오룡동
일원

1.106

3,124

공영개발/
광주도시공사

2011~
2025년

자료: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gjfez/contentsView.do?pageId=gjfez15” (2021. 10. 7. 검색).

￭ 경쟁력
• 연구기관 8개, 지원기관 9개, 교육기관 9개 등 혁신기관 집적
• 대학병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외국인학교 등 쾌적한 정주 여건
[그림 2-20] 광주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모델

자료: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gjfez/contentsView.do?pageId=g” (2021.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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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제자유구역(Ulsan Free Economic Zone; UFEZ)
￭ 사업개요
• 2020년 6월 신성장 동력으로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자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에너지허브를 조성 계획
• 3개 지구, 면적 4.7 
[그림 2-21]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자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s/ufez/contents.ulsan?mId=001001001004000000” (2021. 10. 7. 검색).

<표 2-13> 울산경제자유구역 지구별 사업 개요
지구명

유치업종

육성전략

위치

면적
(㎢)

수소산업거점지구

수소산업(연료전지)

R&D기술개발, 비즈니스 지원산업
육성, 중장기 정주환경조성

남구 두왕동 일원

1.29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수소산업(자동차부품)

수소자동차 부품생산시설 확보,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형성

북구 중산동 일원

0.69

울주군 UNIST 및
HTV 일반산단 일원

1.84

울주군 삼남면 일원

0.88

R&D
비즈니스
밸리

R&D지구
수소산업(앵커)
비즈니스
지구

수소산업실증화 및 연구시설
집적화, 수소경제 선도도시

자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s/ufez/contents.ulsan?mId=001001001001000000.” (2021.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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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전략
• 2030년 수소산업 활성화를 비전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인프라 및 수소 연구개발서비스업
기반 조성을 위한 10대 과제 추진
[그림 2-22]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전 및 세부목표

자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s/ufez/contents.ulsan?mId=001001001004000000”(2021. 10. 7. 검색).

[그림 2-23] 울산경제자유구역 목표 및 추진전략

자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s/ufez/contents.ulsan?mId=001001001004000000” (2021.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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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 국내 최대 수소 생산지역이자 관련 전후방산업 기반이 우수하여 충분한 산업 인프라 확보
•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울신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철도(경부고속선, 동해선),
공항(울산공항), 항만(울산본항, 온산항, 미포항, 울산신항 등) 등 교통 환경 우수
￭ 입주 기업 현황
• 57개 국내투자기업 입주
╺ 수소산업거점지구에 47개, 일렉드로겐오토벨리에 1개, R&D비즈니스밸리에 9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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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책 기조 변화
❚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과 정책 대상의 외연 확장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을 기존의 외국인투자 촉진에서 국내외기업
투자 촉진으로 변경하고, 정책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등으로 확장
￭ 국내 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입주 시 세제, 입지, 규제 특례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혜택 부여
❚ 총량관리제 도입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완료 및 활성화 이전
의 신규지정을 제한
• 시･도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수요 반영 및 탄력적 대응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
￭ 이에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에서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면적 총량을
360㎢ 이내에서 관리토록 함
• 추가지정에 있어 해당 구역의 경제･사회적 효과, 고용창출력 등을 고려하며, 엄격한
구조조정 수반
•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총면적은 2021년 9월 기준 275.31㎢로 총량 대비 76.4%임
￭ 총량관리제의 도입은 단지 지정 총량의 제한이 아닌 지정 요건의 심화를 의미하므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제시된 평가요건 충족이 필수적임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및 서비스업 지구의 능동적 확보를 위해 시･도 신청지역 및
기업주도형 지역에 한해 검토
╺ 기업주도형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시･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시･도에서 검토 후 지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입지 공급, 규제 개혁 등의 이점이 있음
╺ 규제 완화 또는 신기술 실증 등 기업의 구체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인력 수급과
산학연 네트워크 확보가 용이한 광역시 중심의 입지, 구도심 또는 산업단지 등 기존의
산업경제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연구개발 특구 또는 지역특구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도모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됨(<표 2-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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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기존 경자구역과 기업주도형 경자구역 비교
구분

기존 경자구역 특징

기업주도형 경자구역 특징

면적
･
용도

∙ 복합개발이 가능한 적정면적 확보
∙ 주거･상업･업무･산업･관광용지별 적정 비율 설정

∙ 규제 완화 또는 신기술 실증을 위해 필요한 일정
면적
∙ 인접도시 간 자원 연계

위치

∙ 매립지 등 국공유지 비율이 높고 접근성이 낮은 지
역이 다수

∙ 고급인력 수급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광역시 위주

개발

∙ 지정∼개발완료 10∼15년 소요

∙ 구도심 또는 산업단지를 활용

∙ 조성된 입지에 기업 유치
∙ 여타 특구 중첩 배제

∙ 연구개발 특구, 지역특구와 연계해 여타 특구의 생
산기능 확장

투자
활성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2018. 11.).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 2018~2017”.

•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 및
평가지표를 도출
╺ 기업의 명시적 입주 수요, 대규모 생산 및 고용 창출 잠재력, 부지 확보, 개발시행자 등과
관련한 개발의 조기 추진 가능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또는 미래 여건 변화 관련한
전략적 중요성, 지역 내 사회적 합의 완료 여부 등을 요건으로 제시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의 평가지표는 <표 2-15>와 같음
￭ 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 강화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한 지정해제 의제 요건 추가5) 및 예외규정 강화6)
• 경제자유구역의 성과평가 중 단위지구의 개발현황 평가를 통한 부진지구의 지정 해제,
자발적 지정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미개발지구의 구조조정
╺ 성과평가 결과 누적 3년 부진지구 판정 시 지정해제 대상
╺ 경제자유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성과평가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절차 신설

5) 기존의 지정해제 의제 요건(지정 고시 이후 3년 내 실시계획 승인 미신청)에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정 비율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경우’가 의제 요건으로 추가됨.
6) 사업시행자 지정, 기업 입주수요 50% 이상, 주민 2/3 이상의 동의 등의 강화된 예외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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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추가지정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개발수요

기업입주
수요

기업 입주 여건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부지확보 계획

부지 및
기반시설

기반시설 조성계획
조기실현 가능성

기본
계획
부합성

외국인
정주환경

평가요소
∙ 산업, 상업, 관광 시설 등에 대한 기업입주 수요
∙ 배후지 지역의 기업경영 지원 여건(비즈니스서비스)
∙ 산업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및 물류 여건
∙ 투자유치 목표치, 달성 가능성 및 여건
∙ 지자체의 투자유치 지원 체계
* 인센티브, 용지 공급, 핵심산업 유치계획 등
∙ 부지확보 개발의 용이성(개발제한구역 포함 여부, 수용가능성, 국공유지 비중 등)
∙ 기반시설(도로, 철도, 용수, 전력, 통신 등) 조성계획
∙ 사업시행자 선정 구체성
∙ 개발계획 내용의 구체성

발전전략 평가

∙
∙
∙
∙

토지이용계획

∙ 계획(유발)인구 산정의 적정성
∙ 복합개발정도 및 용지별 비중 적정성

외국인정주
환경 조성계획

∙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계획 및 가능성
∙ 외국인교육･의료기관 등 조성･연계 가능성

토지조성원가

∙ 추정 토지조성원가 수준

개발
경제성

개발효과

자금조달
계획

재원계획의
실현가능성

기타

추진체계

신산업･고부가 서비스업 육성 여건
고용규모, 노동시장 개선 효과
타 FEZ와 차별성(중점유치산업선정 등)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의 합치성

∙ 사업비 대비 경제성(BC Ratio 분석)
∙ FEZ 조성완료시의 생산 및 고용창출 규모
∙ 국비･지방비･민자 등 조달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개발이익 재투자 확보계획
∙ 구역청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독립성 확보계획
∙ 구역청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2018. 11.).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 2018~2017”.

❚ 신산업･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중점유치업종 재편
￭ 경제자유구역의 중점유치 업종을 신산업･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조정, 산학연 혁신 주체의 집적
을 통한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 지원 강화
• 인천(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드론), 대구･경북(스마트시티, 미래자동차), 경기(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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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에너지신산업)
￭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조성 강화
• 지식기반산업 기반이 마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절차 간소 및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우선지정 대상 포함 방안 검토
❚ 교육, 연구 기능 강화,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경제자유구역의 복합적 기능을 활용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여건을 조성토록 함
￭ 교육 및 연구기관의 집적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교육･연구기관 9개 유치를 목표로 제시
• 우수 해외 연구소 유치를 통한 국내 산학연과의 연계 지원
￭ 양호한 의료･주거 환경 조성
•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을 유치해 의료서비스 확충
•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의 주거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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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검토

1. 대상지 현황
1) 자연환경
❚ 위치와 면적
￭ 안산시는 내륙부와 도서부(대부도)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155.64㎢임
￭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안산시는 동쪽으로는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와 접하며, 남쪽으로는
화성시, 북쪽으로는 시흥시와 접함
[그림 3-1] 안산시 위치도

자료: 안산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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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및 지세
￭ 표고 20m 이하 지역이 56.1%, 20~40m 이하 지역이 20.6%로서, 표고 40m 이하인 지역이
안산시 전체면적의 76.7%를 차지함
￭ 경사 10° 이하인 지역이 69.7%, 10~17° 미만 지역이 12.9%로서 경사 17° 미만인 지역이
안산시 전체면적의 82.6%를 차지함
[그림 3-2] 안산시 표고 및 경사 분포도

(1) 표고

(2) 경사도
자료: 안산시 내부자료.

￭ 5개의 하천(총 연장은 26.36km)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 하천인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이
시화호로 유입됨

58

제3장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검토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원인 진단 및 보완 방향 연구

￭ 대부동은 북동저수지를 중심으로 남측 해안으로는 분지천, 서측으로는 뻑꾹천을 통해 방류
￭ 2018년 안산시의 평균기온은 12.7℃이며, 강수량은 1293.1㎜이고 평균 풍속은 1.8㎧임

2) 인문환경
❚ 인구
￭ 2020년 기준 총인구는 654,915명으로 총인구는 전국 대비 약 1.26%, 경기도 대비 4.88%임
￭ 안산시의 인구밀도는 4,542명/㎢이며, 행정동별로는 대부동이 189명/㎢로 가장 낮게 나타남
(2019년 기준, 외국인 포함)
￭ 2020년 기준 안산시의 인구구조현황을 보면 비생산 연령인구인 0~14세 인구비율은 11.2%,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0.9%로 나타남
❚ 산업 및 경제
￭ 2019년 기준 안산시에 소재한 사업체는 54,200개, 종사자수는 320,193명으로, 경기도 대비
각각 5.8%, 6.0%를 차지
￭ 업종별 종사자 비중은 3차산업(56.01%, 179,583명), 2차산업(43.88%, 140,514명), 1차산업은
(0.03%, 96명)의 순으로, 경기도 평균(24.91%)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
￭ 2018년 기준 안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4조 원으로, 경기도 총생산의 5.47%를 차지
하며, 1인당 GRDP는 3,641만 원으로 경기도(3,669만원)대비 약 99.14% 수준으로 나타남
❚ 도시세력권
￭ 안산시 행정구역은 단원구와 상록구의 2개 구, 25개 행정동으로 구성됨
￭ 안산시 거주자의 경제활동은 대부분 안산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권의 독립성이 높은 편
￭ 안산시는 시화･반월스마트허브 입지로 대표적인 중소기업 부품소재 단지이자 경기도 내 중추적인
공업단지로서 위상이 높으며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경기테크노파크(안산사이언스밸리) 등
이 입지함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의 산업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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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안산시 행정구역도

자료: 안산시 내부자료.

❚ 토지이용 및 교통
￭ 안산시 용도지역별 현황은 2018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이 149.64㎢(64.9%), 자연환경보전지
역이 80.92㎢(35.1%)를 차지
￭ 안산시 주간선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수인산업도로를 포함
하여 12개 노선, 총 연장 109.78km로 구성되어 있음
￭ 보조간선도로는 광덕로, 별망로, 성포길, 향가울길을 포함, 52개 노선(139.12km)으로 구성되
며, 주․ 보조간선 이외의 도로망은 89개 노선, 총 연장 109.17km가 운영되고 있음
￭ 안산시를 통과하는 철도망으로는 안산과천선이 있고, 관내에 위치한 역은 10개소임

60

제3장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검토

자료: 안산시 내부자료.

[그림 3-4] 안산시 도로망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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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관련 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으로는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의 비전과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의 3대
목표를 제시함
￭ 국토발전전략으로는 1)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2)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3)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4)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5)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6)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을 제시
╺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관련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지역특화 산업의 혁신 촉진, 혁신공간 창출, 산업단지의 혁신 허브화),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생태계 구축, 쇠퇴산업도시
회복과 구조 전환 촉진, 노후 산업단지 등의 재생 및 구조고도화),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협력적 관광 활성화(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공간 창출, 지역 문화관광산업
혁신과 일자리 지원,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 재생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을 주요 과제로 도출
￭ 경기도의 비전은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으로, 공정과 균형발전, 삶의 질
과 환경생태 보장,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 남북교류와 경제통합
을 기본 목표로 제시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 수도권 정비의 기본 방향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집중관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세계 최고 수준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수도권 혁신성장 역량 제고, 한반도 평화경제 체계 구축에 기여의 4대 목표를 제시함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공간구조 구상을 살펴보면 안산시는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에 해당
￭ 안산시와 관련해 광역 철도망(신안산선), 광역도로망(제2순환 고속도로)의 구축 계획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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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수도권 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 계획
노선명
광역철도

신안산선

구간

사업내용

연 장(㎞)

비 고

시흥･안산~여의도

복선전철

44.7

2024년 완공 예정

안산~인천

-

19.4

2024년 착공 예정

제2순환 고속도로
자료: 안산시 내부자료.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2009~2020)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
를 목표로 제시
￭ 안산시 관련해서는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 다핵공간
구조화 및 지역별 자족도시권 형성, 광역 생태녹지축 구성 및 녹지 및 여가공간과 연결되는
생태여가･관광벨트 구축,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 체계 구축의 네
가지 추진전략 제시
❚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 계획의 비전은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로 안산시와 관련한 발전전략은 첨단산업
기반도시, 문화･복지 중심도시, 녹색청정도시임
❚ 2030 안산비전
￭ 안산시의 비전은 ‘서해안, 녹색공생도시’로, 젊음으로 미래를 여는 산업혁신,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도시재생, 빛과 바다가 생생한 체험관광,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도시, 놀이와 참여로
배우는 미래교육, 시민이 함께 돌보는 포용복지, 시민안전 최우선, 안심도시를 목표로 제시
❚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안)
￭ 안산시의 미래상은 ‘젊음과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다문화 경제도시 안산’로 안산시와 관련한
발전전략은 첨단산업 기반도시, 문화.복지 중심도시, 녹색청정도시임
￭ 안산형 융복합도시계획으로 직주근접 일자리지원형, 행정서비스 지원형, 신산업 육성형, 6차
산업 육성형, 주거안정 지원형, 해양문화산업 육성형, 특화관광 육성형의 일곱 가지 유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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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안산형 융복합도시계획 적용 유형

자료: 안산시 내부자료.

￭ 대부 도심은 해양문화산업 육성형(방아머리항 중심으로 공업･산업･복합형 개발사업 구성, 시
화호, 대부도 해양레저관광 특구 조성으로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 특화관광 육성형( 수요창출
을 위한 전략으로 이용관광객 집객, 지역맞춤형 차별성으로 관광 효과 증진 및 경제활성화
도모)에 해당
•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해양문화관광단지 조성(체험형 관광 위주의 기능 도입),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에너지 타운 조성, 지역자원을 통한 6차 특화산업 육성 등을 주요 개발
컨셉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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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산 대부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개요
1) 비전 및 개발목표
❚ 사업 개요
￭ 주요 컨셉: Future Marine Innovation City
• 시화호 중심의 해양 문화관광 벨트
• 신재생 미래 에너지플랫폼(스마트 에너지 자립도시)
• 6차 농업복합도시
￭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일원 5,179,000㎡
￭ 사업 시행 예정자: 안산시장, 안산도시공사
￭ 사업 시행 기간: 2020년~2027년
￭ 사업 시행 방식: 도시개발사업
￭ 사업비: 13,092억 원
❚ 개발 목표
￭ 환황해 경제비즈니스 중심지 조성
￭ 시화호 중심 해양 관광･문화벨트 형성
￭ 안산시 혁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 발전방향 및 전략: 산업･문화･해양이 어우러진 인간중심의 도시
￭ 첨단산업 기반도시
• 미래형 자족도시의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와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첨단산업도시 조성
￭ 문화복지 중심도시
• 국제마을 및 특수교육원 설립, 원곡동 다문화 공동체와 부문별 사회복지 서비스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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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원
• 조직화를 통한 의료시설 및 진료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
￭ 녹색청정해양도시
• 대기, 수질, 폐기물 하천의 지속적인 개선 및 적극적인 관리
• 대중교통 및 자전거 도로의 정비 계획
• 도시 성장축과 연계된 공원녹지축의 조성
• 자연형 하천 정비를 통해 친수공간 확보

2) 기본 구상
❚ 비전: 글로벌 커넥토믹스 시티(Global Connectomics City)
￭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해양 문화･관광산업과 첨단 혁신산업이 초연결되는 글로벌 복합도시’를
개발 컨셉으로 설정(<그림 3-6> 참고)
• 입지적

여건을

활용하여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해양･레저･문화･생태 관광 기능을 도입하고, 대상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소재, 부품･장비, AI 기술, Data 활용, 신재생 에너지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기능을 설정
❚ 주요 도입기능
￭ 해양 문화산업지구
• 시화호의 해양자원환경에 글로벌 자본을 결합하여 해양관광･레저 중심지 조성
• 인천항 및 인천국제공항과의 광역 접근성을 강화하여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의 유입 유도
• 인공해변, 마리나 등의 해양테마파크, 컨벤션, 업무 및 연수 시설 등의 비즈니스센터,
문화이벤트광장 및 휴양시설, 쇼핑센터, 주상복합 등의 시설 도입
￭ 미래산업 클러스터
• 드론산업
╺ 국토해양부에서 드론산업을 국토교통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2017년부터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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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집중 지원
╺ 드론 시범사업을 전용 공역 7곳에서 25개의 대표 사업자(59개 업체 및 기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대부지구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최대 규모의 전용 공역으로 드론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지역
• 연료전지 생산･연구
• 로봇 제조기업 및 연구소
￭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 비축농지를 일시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태양광 ESS)로 활용, 해수의 비열을 활용한 해수열
에너지, 해양바이오 연구시설 및 배양장, 풍력에너지 등을 도입
￭ 신산업클러스터
•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국내 경제 및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클러스터 조성
• 쾌적하고 편리한 배후지원기능을 집적하여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산업활동 지원
• 품격있는 외국인 정주 환경을 갖추어 글로벌 초연결 도시 조성
￭ R&D
•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입지 환경을 갖춘 대부지구에 교외형 연구 및 기업단지 조성
╺ 국내의 연구･기업단지는 도심형으로 고밀 개발된 곳이 대부분(판교, 동탄 등)
╺ 교외형 연구･기업단지를 제주도에 조성하였으나 파급력 부족
╺ 주변에 공항과 배후 대도시가 위치하며 신 교통망 및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한 대부지구를
3Free(토지, 규제, 산업 영역)가 적용된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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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안산 대부지구 기본 구상

자료: 이상훈 외(2020 2.).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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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 사업비
￭ 안산 대부지구의 추정 사업비는 총 1조 3,039억 원이며, 토지취득비 3,108억 원, 용지 조성비
3,051억 원, 인프라 조성비 4,786억 원, 기타 비용 105억 원, 예비비 1,989억 원으로 구성됨
<표 3-2> 안산 대부지구 개발 사업비 산정
구분

단위: 억 원

추정사업비

비고

합 계

13,039

토지취득비

3,108

계 3,051

3,051

용지공사비

2,896

∙ LH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와 새만금개발사업
사업비 사례 검토하여, 공사단가(55,922원/㎡) 적용

155

∙ LH공사 2019년 조사설계비 단가표 적용, 항공측량,
토질조사, 단지조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경설계, 확정측량 등 포함

용지 조성비
조사설계비
계
인공해변조성
인프라
조성비

기타 비용

예비비

∙ 토지취득 단가는 유사사례 공급단가를 참고하여
60,000원/㎡ 적용

4,786
282

∙ 한국수자원공사 평균 준설단가(7,769원/㎡) 적용
∙ 사석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2,750,000원/m) 적용

호안 조성

2,369

하천 조성

202

∙ 하천 식재 및 시설물 포함(63,010원/㎡) 적용

연약지반처리

401

∙ LH공사 연약지반처리 단가표 적용

교량 설치

932

∙ LH공사 교량(강교) 단가표 적용

마리나 조성

600

∙ 국토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정 사업비 참조

계

105

환경영향평가

15

∙ LH공사 환경영향평가 단가표 적용

광역교통개선대책

11

∙ LH공사 광역교통대책 단가표 적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2

조성부대비

77

∙ LH공사 사전재해영향평가 단가표 적용
∙ LH공사 조성부대비 설정 근거 적용

계

1,989

지구지정

1,105

개발계획

553

∙ 사업비의 5% 적용

사업착수

331

∙ 사업비의 3% 적용

∙ 사업비의 10% 적용

자료: 이상훈 외(2020. 2.).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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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파급효과
￭ 안산 대부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
2,65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5,969억 원, 취업유발효과 14,331명으로 추정됨
<표 3-3>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 원, 명

구분

구성요소

생산유발효과

22,653

부가가치유발효과

35,969

취업유발효과

14,331

자료: 이상훈 외(2020. 2.).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계획 변경안”.

❚ 사업비 1조 3,039억 원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으로부터 조달
￭ 개발비용은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을 확보
￭ 도로, 철도 등의 기본인프라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법적 허용 수준에서 유도
￭ 재원조달 유형
•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의존재원, 각종 연･기금 등
• 민간자본: Project Financing
• 외국자본: 부동산 개발과 연계한 외국인의 재무적 투자(병원, 대학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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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미선정 원인 진단 및 보완 방향

1. 경제자유구역 미선정 원인 진단
1) 기업입주수요 측면
❚ 개발수요
￭ 도입기능별 입주수요의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개발의 타당성 입증 어려움
•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해양문화･관광지구, 신산업지구의 면적은 4.1㎢로, 이는 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의 4.7배에 달하는 규모
• 대규모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각 도입기능(해양문화산업, 드론, 연료전지, 로봇 등의
미래산업, 신재쟁에너지 연구 및 기타 연구개발 등)에 대한 기업의 입주수요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
╺ SF-MARINA를 제외하면 기업의 입주의향서 제출 등 가시적인 기업 유치 성과 전무
╺ 도입기능별로 최소한 기업의 입주수요 설문조사를 통한 잠재 수요 파악 및 주변 지자체의
산업용지 공급계획 검토 선행 필요
❚ 기업 입주 여건
￭ 우수한 기업 및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미흡
• 도서지역으로서의 특수성과 교통인프라의 미흡, 주변 지역과의 연계개발 가능성 부족
등으로 인해 물리적 입지 조건만으로는 주거 및 산업 수요의 확보가 쉽지 않음
• 기업과 핵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의 개선과 매력적인 도시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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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 여건 개선은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는 중요 요인으로, 문화, 여가,
의료, 교육 관련 인프라의 구축, 직원 숙소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등이 해당(박선영,
2011)
╺ 창조인력의 유치와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 생활기반 서비스, 도시매력, 거주환경,
직업환경 등의 도시 어메니티 향상 및 창조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교통, 의료
등의 도시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투자 필요(김은란 외, 2015)
￭ 교통접근성 및 배후시장 규모의 취약성
•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배후시장의 확장이 어려움
╺ 대규모 배후지의 발달은 소비시장 확보, 법률･회계･엔지니어링 등의 전문적인
사업자서비스의 포괄적 이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이점으로 작용하며,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갖는 대도시는 업종 간 지식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한 기업의 혁신 및 성장에
있어 유리(Jacobs, 1969; Glaeser et al., 1992; Galliano et al., 2015)
• 지형적 제약(도서지역) 및 교통인프라 취약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교류 활성화 미흡
╺ 안산시 내륙부, 화성시 서부 등 인접지역과의 교통망 개선을 통한 생활권･경제권 확장
필요
╺ 광역교통인프라를 통한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연결은 지역의 인지도와 매력도 향상으로
이어져, 관광 등의 외부 수요 창출에도 기여 가능함
❚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 핵심 부문의 투자유치 목표 부재
• 투자유치 목표 및 타깃 설정 불명확
•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기존의 개발계획과 입지 여건 상 농업 및 관광
분야의 투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미흡
• 지자체의 투자유치 지원체계나 지원 인센티브가 타 지역에 비해 차별적 우위를 갖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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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 및 기반시설 측면
❚ 부지확보 계획
￭ 부지확보를 위한 법적 요건 미충족
•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구역계와 상당 부분 중첩되나,
부지확보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전 또는
준공후 10년 이내 매립목적 변경이 불가함7)
╺ 공유수면법 제49조제1항 각 호8)에 해당될 경우,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 변경
가능하나, 안산 대부지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목적변경의 특례로,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제14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특별법) 제33조에서는 공유수면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 승인 시 매립목적이 개발계획상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
╺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별도의 매립목적 변경 절차9)를 필요로 함
• 안산 대부지구 매립사업 준공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매립목적 변경 추진 가능 시기(준공
후 10년 경과)의 지연 불가피
╺ 화성시의 수질개선대책 실시 요구에 따라 도수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 보완대책
설계 중이며,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화성시의 협조가 요구됨

7)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항만, 조선, 물류, 가공시설 용지 간 상호변
경 등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 3)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
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목적을 상호 변경하는 경우, 4)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
8) 매립지 일부는 공용/공공용으로 변경해 나머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목
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9) 매립권자(농어촌공사)의 목적변경 신청 후 면허관청(농림축산식품부)에서 타당성 검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중앙연안관리심의회(해양수
산자원부)에 상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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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시화호 남측 간척지에 방수제를 축조함으로써 우량 농지 조성 및 수자원 확보를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유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공유수면매립사업

개발 면적

4,396ha(농지조성 3,636ha, 담수호 760ha로 구성)

주요 내용

방수제 37.6km, 도수로 15.9km, 양수장 3개소 등

총사업비

4,372억 원, 국고(간척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100%

추진현황

2017년 기준 공정율(총 사업비 기준): 5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내부자료.

￭ 매립권 양도･양수 절차의 복잡성
• 기업도시특별법 및 새만금특별법에서는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완료 시 매립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사업의 본격 진행을 위해
매립면허권의 양도･양수를 완료함
• 반면 경제자유구역법에는 매립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복잡한 절차의
생략이 어려움
╺ 한국농어촌공사의 법률 자문 결과 매립권의 양도･양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 및 매립권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으로 검토됨
╺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경우 매립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매립지 용도의 변경 후 매립지 양도가 가능하므로, 경제자유구역
미 지정상태에서 매립지 양도･양수를 논하기 어려움
￭ 부지확보 과정에서 영농법인과의 갈등 야기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1989년 3월 시화간척지 3･4･5공구 개발 관련해 향후 조성되는
농지분양의 우선권 부여에 대한 입장을 밝힘10)
• 영농법인 사용 부지에 대한 사전협의 및 지역 농민과 상생 가능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10)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시도를 철회하라”, 반월신문(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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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계획평면도

자료: 안산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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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조성계획
￭ 행정구역-생활권 간 불일치로 체계적 인프라 구축 어려움
• 안산 대부지구는 지리적으로는 화성시와 근접하나 행정구역상으로는 안산시에 속해있어
도시의 발전 축에서 벗어나며,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관리가 어려움
╺ 1994년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었으나 도로를 이용한 관내 주요 도심지역과의 연결이
미흡해 실질적으로 안산시 생활권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 대부도~안산 간 직항도로의 부재로 인해 안산 시내에서 대부도를 가기 위해서는
오이도와 시화방조제를 경유(약 25km) 또는 화성시 송산면과 탄도방조제를 경유(약
30km)해야 하며, 이들 구간의 이동은 미 정체 시 1시간이 소요되어 시민의 불편 초래
•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사업과 연계해 안산 대부지구의 시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 고압 송전탑 철거 및 송전선 지중화 수요에 대한 조속한 대응 필요
• 시화호 수면 위를 가로지르는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로 인해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송전탑 철거 및 지중화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요구 민원이 잇달음
• 2020년 2월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3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간 협력을 통한 송전선로 지중화, 철탑 철거 등 후속 조치의
조속한 이행이 요구됨
❚ 조기 실현 가능성
￭ 조기 추진 가능성 극히 낮음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는 개발 조기 추진 가능성이 크거나 기 개발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의 요건으로 명시
╺ 국공유지 또는 시행자의 소유지 확보, 개발사업 예비시행자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
조기 추진 가능성을 평가
• 안산 대부지구는 부지소유권 문제 해결, 주민동의 확보, 관계 부처 협의 등에 있어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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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부합성 측면
❚ 발전전략 평가
￭ 중점유치기능의 혁신성장 요건 미충족
• 산･학･연 협력 체계, 기업의 창업 및 인큐베이팅 지원, 지역 내･외 혁신자원의 효율적 연계
등 지역산업･혁신생태계 구축의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중점 유치업종으로 제안된 드론, 연료전지, 로봇 등은 안산시의 특화도가 높지 않으며, 해당
부문의 스타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의 근간이 되는 자원 보유도 또한 낮음
•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 전후방 업종의 연계 발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발전전략 부재
• 대부지구의 낮은 혁신자원 보유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 전후방
업종의 연계 발전이 요구되나 관련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에 대해서도 구체적 운영방안, 연구인력 확보 전략 등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 타당성 및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기 어려움
￭ 도입기능의 백화점식 나열
• 개발계획 상 도입기능이 다섯 가지로, 단위 지구 내에서 이들 기능을 모두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무리임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
╺ 안산 대부지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1~2가지의 핵심 기능을 선별하되, 선정된 핵심 기능
및 지역의 주력업종과의 연계성이 높은 기능을 부수적 도입기능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가능
╺ 해양문화산업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종지구, 청라지구와 일부 기능적으로
중첩될 우려가 있으며, 차별화된 관광 컨텐츠 제시 미흡
❚ 토지이용계획
￭ 주요 기능의 공간 배치 및 수공간･녹지･도로 네트워크 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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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문화･관광지구와 신산업지구가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기능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함
╺ 부지의 북서측은 해양문화･관광지구로, 남동측은 신산업지구로 계획되었으며, 두 지구는
공간적으로 분리됨
╺ 창조업종 및 창조인력이 선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의 측면에서는 이들 기능 간 적절한
연계･조화가 바람직
╺ 특히 인공해변 등의 수자원은 도시기능과 어우러져 배치될 필요가 있으며, 인공해변의
조성 규모를 도시 스케일에 맞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수계축(blue network) 및 공원녹지축(green network) 설계에 있어 이용자 친화성이
낮음
╺ 수계축은 인공해변을 중심으로 해양문화･관광지구를 관통하고 있으며, 신산업지구로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음
╺ 공원녹지축 또한 대상지 경계에 치우쳐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고르지 않음
╺ 주축(main axis)과 복수의 보조축(minor axis)을 설정함으로써 도시 공간 전체의
수자원과 녹지･공원 인프라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도로망 계획에서 도로 간 위계의 확인이 어려우며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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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새만금 선도사업지구의 수계-녹지축 계획

자료: 이범현 외(2018). “새만금 Smart Waterfront 기본구상: 공공주도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정보, (441), 3-12.

￭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의 부조화
• 안산시 대부지구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던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의 서로 다른
수요가 대립구조를 형성
• 기존에 토지를 이용하는 영농법인 및 지역 농민과의 상생이 가능한 전략 도출 및
토지이용계획상 반영 필요
╺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얻어진 대규모 부지 중 일부는 농업과의 연계성을 갖는 6차산업
용지로 할당해 지역 농민의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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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 경제성 및 자금조달계획 측면
❚ 토지조성원가
￭ 토지조성원가 추정의 현실성 제고 필요
• 조성단가는 31.532만원/㎡으로 계산11)되며, <표 00>에 제시된 수도권의 산업시설용지,
자족시설용지 등의 조성원가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있다고 보임
╺ 2017년 이후 분양을 실시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또는 연구복합시설용지
공급가격과 비교했을 때 연천BIX(연천군 연천읍), 연천백학산업단지(연천군 백학면),
남여주 일반산업단지(여주시 능서면)를 제외하면, 조성원가 추정액이 가장 낮은 수준(표
3-6 참고)
╺ 2017년 이후 분양을 실시한 택지지구 내의 자족시설용지, 업무용지 등의 공급가격은
이천 마장지구(이천시 마장면)이 87.23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공급가격이 250만원/㎡ 전후로 형성됨
╺ 따라서 안산 대부지구의 기업 입주 여건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토지조성원가 측면의
경쟁력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용지비, 조성비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며, 사업비 규모가
과소하게 추정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조성단가는 이보다 증가할 것임
╺ 토지취득비는 유사사례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6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공유수면매립
추진 일정 지연, 시중 유동성 증가 등에 따라 토지 취득비 추정액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그 외 인프라 조성비, 기타 비용의 추정에 있어서도 추진 일정 지연에 따른 상승분 반영
필요

11) 총 추정사업비(1조 3,039억 원)를 유상공급면적(4,135,140㎡)으로 나누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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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2017년 이후 분양된 수도권 내 산업시설용지 등의 조성원가

경기

인천

사업명

조성원가(만원/㎡)

공급가(만원/㎡)

용지

등록일

양주홍죽산업단지

48.55

327,114

산업시설용지

2019-10-29

시화멀티테크노밸리

67.16

67.16

연구복합시설용지

2019-04-16

연천BIX

27.67

25.35

산업시설용지

2021-10-13

평택포승BIX

48.50

48.18

산업시설용지

2021-07-28

광릉테크노밸리

64.15

65.68

산업시설용지

2021-06-24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27.90

29.29

일반산업단지

2021-01-07

안산팔곡

96.55

101.3

일반산업단지

2020-09-15

오산가장2산업단지

91.97(80.13)

75.47

산업용지

2019-09-23

김포양촌

177.78

61.16

산업시설용지

2008-04-28

파주선유산업단지

36.10

37.95

산업시설용지

2017-08-23

파주월롱산업단지

47.57

39.39

산업시설용지

2017-08-23

연천백학산업단지

23.88

18.75

산업시설용지

2017-08-23

동두천국가산업단지

39.41

5.15

분양계획중

-

학운6일반산업단지

67.03

80.16

산업시설용지

2021-03-26

학운4-1일반산업단지

82.64

110.00

산업시설용지

학운5일반산업단지

72.27

110.00

산업시설용지

학운7일반산업단지

67.29

100(118.18)

산업시설용지

-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25.43

34.90

산업시설용지

2019-10-22

파주센트럴밸리일반산업단지

43.43

146.36

지원용지

2021-01-15

파평일반산업단지

22.24

28.79

산업시설용지

2021-06-09

I-Food Park

74.52

94.10

산업시설용지

2020-10-26

유선상문의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21. 11.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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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2017년 이후 분양된 수도권 내 자족시설용지 등의 조성원가

경
기

인
천

사업명

조성원가(만원/㎡)

공급가(만원/㎡)

용지

등록일

판교창조경제밸리

289.65

355.53
360.72

1구역 산업용지
2구역 복합용지

2018-01-05

부천오정 물류단지

97.86

102.27

물류시설용지

2017-03-07

의왕고천지구

259.81

376

자족시설용지

2020-10-20

이천마장지구

87.23

170.75

지원시설용지

2017-05-23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337.80

465

업무용지

2019-11-22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267.87

354.85

지식기반산업용지

2019-04-08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119.43

129

자족시설용지

2018-12-26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270.68

362

자족시설용지

2018-10-23

하남미사 2단계

137.19

187
138.63

자족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2018-07-30

성남고등지구

283.08

408

자족시설용지

2017-08-18

파주운정3

163.63

598

업무용지

2017-08-10

IHP
도시첨단산업단지(2-3단계)

97.63

97.32

R&D 및
첨단산업용지

2020-03-04

인천검단지구

172.74

178

물류유통시설용지

2021-07-19

자료: 각 개발사업 홈페이지. (2021. 11. 9. 검색).

❚ 개발효과
￭ 경제성 검토 누락으로 개발효과의 판단 근거 미흡
• 부문별 사업비 추정은 이루어졌으나 편익 산정이 누락되어 비용편익 비교를 토대로 한
경제성 분석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
╺ 김포 대곶지구의 경우 산업시설용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산업부가가치 편익, 상가 및
업무시설 조성에 따른 임대료 편익, 주택 조성에 따른 주거공간 제공 편익을 추정해 이를
토대로 비용편익비율(B/C ratio)을 산정
• 엄밀한 관점에서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조기 실현 가능성이 적은 상황으로, 경제성을 정확히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경제성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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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계획의 실현 가능성
￭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 부족
• 재원조달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원론적 수준에 그침
• 도로, 철도 등의 기본 인프라 구축에 있어 상위계획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범위 및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누락됨
• 안산 대부지구와 안산시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연결성 제고를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유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
￭ 민간자본 유치 기반 미흡
• 재원조달에 있어 민간자본의 활용 극대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수요 확보의 문제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됨
• 타 지역과 차별화된 안산 대부지구만의 강점을 살리되 지역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의 제시가 근본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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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국가 산업･지역정책 연계계획
￭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방향과 부합성 낮음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방향을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비전을 재정립
• 그러나 안산 대부지구의 개발계획에는 혁신생태계 조성,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대한 방향 및 구체적 전략이 담겨있지 않음
￭ 중앙정부의 신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고려 미흡
• 산업통상자원부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서는 ①전기･자율차, ②반도차･디스플레이,
③IoT가전, ④바이오･헬스, ⑤에너지신산업을 5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 계획 제시
• 안산 대부지구 개발계획 상 주요도입기능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가
선정되었으나,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발전방향,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음
❚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 핵심 도입기능과 연계된 산업생태계 조성계획 미흡
• 드론, 연료전지, 로봇, 신재생에너지 연구 등의 미래산업 도입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전후방
연계산업의 포괄적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다양한 산업군의 유치보다는 1~2개의 핵심 도입기능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
상에 있으며 공동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큰 세부 관련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치전략 수립이 요구됨
￭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기반 부재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자원 부재로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이 어려움
• 안산시 내륙부의 혁신자원과 연계를 위해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 파격적 인센티브(예.
연구개발성과의 실증,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제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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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불명확
• 다양한 도입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기능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도출되지 않아
사업추진체계가 불명확함
￭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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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완 방향
1) 개발 컨셉 및 도입기능 재검토
❚ 개발 컨셉 제안
￭ 수도권의 대규모 배후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해양치유관광의 중심지
• 경관적 가치는 안산 대부지구의 차별화된 강점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구와 비교했을 때 인위적이지 않고 천연의 모습을 간직한
해양관광의 컨셉 구현 가능
• 해양관광의 트랜드 및 틈새시장 수요에 대응 가능
╺ 해양레저관광은 화성시의 마리나 개발12), 시흥 배곧지구의 웨이브파크 등 주변 지역과의
경합이 우려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지연에 따라 후발주자로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핵심 컨셉으로 내세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자원과 결합한 치유관광 및 헬스케어 부문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수도권에서의 공급 사례가 희소해 수요 확보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산 대부지구 내 도입기능으로 검토 가능
❚ 검토 가능한 핵심 도입기능(제안)
￭ 해양치유관광･헬스케어
• 국비사업 연계 추진
╺ 해양수산자원부에서는 충남 태안, 완도, 울진, 경남 고성의 네 지역에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해 운영함
╺ 각 지구의 사업비는 200~300억 원 규모로 크지 않으나 초기 단계 공공의 재정사업은
이후의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로 의미가 있음
╺ 영덕군의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같이 해양관광, 해양체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의 유치 방안 검토
•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개발
12) 화성 전곡항과 제부도에 각각 200척, 300척 규모로 요트 마리나가 조성되어 있어 경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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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서해안의 해양레저 기반시설, 자연환경 등의 자원과 수도권 근접성 및 대규모
배후수요 등의 이점을 살려 경기바다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
╺ 경기도 종합계획 등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산 대부지구의 관광개발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견 개진 필요
• 민간투자 유치
╺ 해양을 테마로 하는 웰니스, 치유관광은 주로 민간에서 리조트 내 스파, 뷰티케어,
해수풀, 요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형태
╺ 경기도에는 해안형 리조트가 없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및 기초적인 개발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민간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음
╺ 국내에는 PIC 등의 클럽형 해양리조트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해외 관광의 제약을 고려해 유치를 검토할 필요
￭ 해양치유관광･헬스케어의 밸류체인을 고려해 연계산업을 함께 유치
╺ 의료기능의 유치는 현실성이 낮으며, 체험형에 초점을 두는 편이 적절
╺ 뷰티, 쇼핑, 위락 등의 관련 산업군 유치 검토
╺ 글로벌 수준의 테마파크 유치는 수요 확보 및 지역의 국내･외 인지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 기타 검토 가능한 도입기능(제안)
￭ 에너지신산업･친환경차 관련 반도체 클러스터
• 반도체 산업 전망
╺ 반도체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에너지신산업 수요 증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차 도입
확대 등과 관련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해
왔으며, 특히 ICT 융합기술 본격화에 따른 비메모리 반도체의 지속적 성장 전망
╺ 정부는 ｢K-반도체 전략｣(2021.5.13.)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비전을
제시하였고, K-반도체 벨트 조성, 인프라 지원 확대,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등의 전략을 도출
╺ K-반도체 벨트는 제조 기반 단지, 소부장 특화 단지, 팹리스 밸리, 첨단 장비 연합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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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 플랫폼 기지로 이루어지며, 경기도는 K-반도체 벨트의 중심을 차지
• 안산 대부지구의 여건 및 반도체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한 검토 방향
╺ 부지확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안산 대부지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가용지로서의 강점을 가짐
╺ 안산 대부지구에 독자적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은 어려우나 화성, 기흥, 수원, 판교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확보, 공공 나노팹(FAB)13), 연구 및 실증단지 등의 인프라
구축, 핵심 앵커기업의 유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
╺ 안산시 및 주변지역의 산업구조와 신산업 수요를 고려했을 때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과 관련한 태양광 패널, 전지, 전력소자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부문에 집중해 관련 기업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반도체 제조에 있어 미세공정작업은 진동에 민감하므로 세부 유치업종 선정에
있어서는 대부지구의 자연환경 여건에 따른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는 해상운송이 불가능해 수출입 관련해 육로를 통한 공항 접근성이 중요
╺ 산업용 오폐수의 처리 용량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됨
￭ 특화 교육기능
• 해외 대학교의 분교, 국제학교 등의 유치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 등 외국인의 정주 여건 조성, 교육･연구기관 등의 혁신인프라
강화를 제시
╺ 우수 외국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해서 해외 대학 분교, 국제학교 등의 유치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안산 대부지구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숙학교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례로 경남 거창군에 소재한
거창국제학교는 헝가리 국립 데브레첸 대학교 의학 기초과정 한국캠퍼스로 운영되며

13) 공공 나노팹은 나노기술, 반도체 관련 제품개발, 공정개발에 있어 테스트베드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에 기여하
며, 자체적인 팹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이용 수요가 높음. 수도권 내 공공 나노팹으로는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서울
관악구)와 한국나노기술원(수원 광교)이 있으며, 시설용량의 제한으로 인해 연구개발지원 등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공공 나노팹의 추가 건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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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에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어 선호도가 높음
￭ 한국형 유니버셜 스튜디오
• K-드라마, K-팝 등 한국의 컨텐츠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와 호응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대규모 부지의 활용이 가능하고 수도권과의 인접성이 양호한 인천 대부지구에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K-컨텐츠 기반의 체험형 테마파크 구축
╺ 2021년 제작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테마로 넷플릭스 측에서 서울 용산구,
프랑스 파리 등에 체험관을 임시 운영했으며,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에서는 뉴욕
맨해튼에서 관련 체험행사를 진행해 높은 신청경쟁률을 기록
╺ 컨텐츠 부문의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을 주제로 하는 체험형 테마파크를 구축하고 영화 세트장, 숙박, 식음료,
쇼핑 등의 연계기능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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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 한국농어촌공사
￭ 매립부지 활용방안 및 추진체계 관련해 지속적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당초의 매립 목적인 농업 외
다른 용도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매립목적의 변경이 요구됨
•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시행자 참여는 어려움
╺ 정관상으로는 농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저장의 여러 단계에 있어 농어촌공사의 참여가
가능하나 대규모의 작물 생산에 따라 농어
╺ 경제자유구역에서 농업기능의 접목이
• 다만 농업의 범위를 협의의 농작물 생산에 국한하지는 않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
╺ 당초 대규모 간척사업이 농지 확보를 주 목적으로 삼은 반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의 활용 방안 제시를 요구
╺ 안산시, 화성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과 연계한 새로운 용도를 발굴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안산시에서도 대부지구에 농업과 연계된 새로운 기능(치유 농업, 체험형 농업 등) 도입 방향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소통을 거쳐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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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 ‘에듀팜 특구’ 관광특구 ❚
□ 사업개요
○ 위치: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일원
○ 면적: 3,035,203㎡(관광단지 2,622,825㎡)
○ 사업기간: 2018~2022년
○ 사업내용: 복합레저단지(사계절 썰매장, 미니골프, 루지, 마리나클럽, 목장, 놀이동산 등), 콘도, 펜션, 골프장,
복합연수원, e-레포츠체험장, 농촌테마파크, 귀촌체험센터, 파머스마켓 등
○ 사업비: 2천 679억 원
○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 추진연혁
○ 2005. 7.: 증평군-한국농어촌공사 도농 간 교류 촉진을 위한 MOU 체결
○ 2009. 10.: 관광특구 지정 고시
○ 2015. 5.: 에듀팜 특구 민간사업자 선정
○ 2016. 7.: 한국농어촌공사-민간사업자 MOU 체결
○ 2017. 12.: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 착공
○ 2019. 6.: 숙박시설 임시사용승인
○ 2020. 2.: 관광사업 휴양 콘도 등록

□ 기대효과
○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이자 중부권 최대 규모 관광단지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영농법인
￭ 영농법인과 상생가능한 구체적 계획 수립
• 영농법인과의 상생,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영농법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농민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통해 상생 가능한 대안을 구상할 필요
╺ 안산 대부지구의 매립사업 준공 등 추후 일정을 고려해 단기, 중･장기 부지활용방안 및
지역농민의 참여에 대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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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을 통한 지역 농민의 소득구조 다각화 방안 검토
╺ 사회적 농업은 취약계층에게 영농활동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농업 부문의 새로운 소득원
가능(이수행 외, 2020)
╺ 농업 생산기술 진보에 따라 농업의 규모화가 촉진될 전망이나, 중소농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농업소득 의존도 하락이 불가피
╺ 도시 은퇴자의 농업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사회농업을 통해 중소농의 농가소득원 창출에 기여 가능
╺ 국내의 사회적 농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도시-농촌 연계형 사회적 농업 추진
사례의 벤치마킹, 전문 컨설팅 등을 거쳐 대부지구의 농업 경영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 농업 추진방향 설계
╺ 도수로 공사 중단으로 인해 농업용수, 제염용수 확보가 어려워 논농사 위주에 경작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체험형 농업에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
❚ 화성시
￭ 화성호 담수화 시기의 조속한 결정을 위한 안산시-화성시-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의 필요
• 화성시의 수질개선대책 실시 요구에 따라 화성호와 시화간척지를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
• 2016년 ‘화성호･탄도호 및 인근 간척지의 친환경적 이용･관리방안’ 용역 결과에서는
담수와 해수의 병용 검토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담수화 시기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임
• 현재 대부지구는 도수로 미확보로 농업용수와 제염용수의 확보가 어려워 천수답(天水畓)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중단되어 사업 준공시기가 불투명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여부를 떠나 담수화 시기 결정이 조속히 이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 표명 및 화성시와의 협의체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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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 개발 규모
￭ 개발 면적 축소 방안 검토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면적이 5.179㎢로 2020년에 추가 지정된 3개
지역(시흥, 광주, 울산)의 지구당 면적 평균(1.179㎢)의 네 배 이상임
• 광활한 면적에 비해 도입기능의 차별성 및 조속한 추진 가능성 미흡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부지 규모가 크다는 점은 수요 확보의 어려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대부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해양문화･관광지구의 면적은 238.7㎡로 관광단지 지정
최소면적(50만㎡)의 다섯 배에 가까우며, 이 정도의 면적을 골프장 포함 없이 다른 관광
기능만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토지취득비는 사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골프장 조성사업의 토지
취득비용이 3.3㎡당 12만 원 선임을 감안하면 대부지구의 대규모 관광 개발은 사업성
담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투자유치 여건 개선
￭ 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
• 국가교통망계획 등 상위 교통계획에 반영될 필요
￭ 해외 투자수요 확보
• 국제 부동산 박람회 등을 통한 국제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 유사사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19년 세계 최대 부동산박람회인 MIPIM에
참가해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회사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국제테마파크 등 차별화된 컨텐츠의 도입은 내수 및 해외로부터의 관광수요 확보에 유리
￭ 기타
• 투자유치를 밝힌 기업과의 조건부 투자의향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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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기존의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

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심화
￭ 총량관리제 도입, 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구조조정 심화 등에 따라 추가지정 요건 강화됨
￭ 기업의 명시적 입주수요, 대규모 생산 및 고용 창출 잠재력, 부지 확보 등과 관련한 개발의 조기
추진 가능성, 지역 내 사회적 합의 완료, 신산업･고부가 서비스업 육성 여건 등의 중요성 확대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시･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기업주도형 경제자유구역 방식이
추가 지정에 있어 유리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미선정은 기업입주수요, 부지 및 기반시설, 기본계획

부합성, 개발 경제성 및 자금조달계획 등의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기업입주수요 측면에서는 도입기능별 입주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대규모 개발의 타당성 입증
어려움, 우수 기업 및 인력의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의 미흡, 교통접근성 및 배후시장 규모의
취약성, 핵심 부문의 투자유치 목표 부재와 인센티브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
￭ 부지 및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부지확보를 위한 법적 요건 미충족, 매립권 양도･양수 절차의
복잡성, 부지확보 과정에서 영농법인과의 갈등 야기, 행정구역-생활권 간 불일치에 따른 체계
적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고압 송전탑 철거 및 송전선 지중화 수요, 낮은 조기 추진 가능성
등이 지정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
￭ 기본계획 부합성 측면에서는 중점유치기능의 혁신성장 요건 미충족,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발
전전략 부재, 도입기능의 백화점식 나열, 주요 기능의 공간 배치 및 수공간･녹지･도로 네트워
크 체계 미흡,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의 부조화 등이 미지정 사유로 지목됨
￭ 개발 경제성 및 자금조달계획 측면에서는 토지조성원가 추정의 현실성 부족, 경제성 검토 누락
에 따른 개발효과의 판단 근거 미흡,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부족, 민간자본 유치 기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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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한계 극복이 요구됨
￭ 그 외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방향과 부합성이 낮고 중앙정부의 신산업 육성방향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핵심 도입기능과 연계된 산업생태계 조성계획이 미흡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 사업추진체계의 불명확,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흡 등을 경제자유구역 미지정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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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미선정 원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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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 시기, 방식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안산 대부지구의 상생 발전 기반 마련이 최우선순위를 가짐
• 한국농어촌공사: 매립부지 활용방안 및 추진체계 관련해 지속적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영농법인: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영농법인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생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적 농업을 통한 지역 농민의 소득구조 다각화 방안 등을 검토
• 화성시: 화성호 담수화 시기의 조속한 결정을 위한 안산시-화성시-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의가 요구됨
• 이와 관련해 안산 대부지구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 추진을 검토할 필요
❚ 추후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를 위해 산업자원부(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립 중

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23년 수립 예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안산 대부지구의 차별화된 강점에 기반해 타 지역과의 경합 가능성이 낮고 향후 수요변화에 대

응가능한 개발 컨셉과 도입기능을 도출할 필요
￭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서는 해양레저 중심의 개발 컨셉을 제안했으나 해양관광의 트랜드, 타
지역과의 경합 여부 등을 고려해 면밀한 재검토 필요
• 경관적 가치는 안산 대부지구의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강점이지만 해양레저관광 중심의
컨셉은 주변 지자체와의 경합 가능성이 있음
• 한편 해양자원과 결합한 치유관광 및 헬스케어 부문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수도권에서의 공급 사례가 희소해 수요 확보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안산 대부지역의
주요 개발 컨셉으로 검토 가능
￭ 다양한 도입기능보다는 소수의 핵심 기능에 집중해 입주수요 조사, 투자 유치 및 전문인력확보
전략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
• 개발 방향 설정, 기반시설 구축 계획 등에 있어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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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특화 교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
• 해양치유관광･헬스케어: 국비사업 연계 추진, 경기도 협력 사업 개발, 민간투자 유치
• 에너지신산업･친환경차 관련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하베스팅,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부문에 집중해 관련 기업의 산업생태계 구축
• 특화 교육: 해외 대학교의 분교, 국제학교, 내국인 대상의 특화된 기숙학교 등 유치
❚ 그 외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
• 안산 대부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면적이 지정 사례지역의 네 배 이상이나
도입기능의 차별성, 조속한 추진 가능성 미흡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수요 확보, 사업성 등의 측면에서도 개발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교통 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교통망계획 등 상위 교통계획에 반영할 필요
• 국제 부동산 박람회 등을 통한 국제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 해외
투자수요 확보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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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asons for Failure in Obtaining Free
Economic Zone Designation of the Daebu District, Ansan
The reasons for the failure in obtaining Free Economic Zone in Daebu, Ansan can
be identified in terms of business occupancy demand, site and infrastructure, conformity
with the basic plan, developmental economics, and the financing plan.
In terms of business occupancy dema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difficulties to
prove the feasibility of large-scale development due to the uncertainty of occupancy
demand, insufficient settlement conditions for attracting companies and human
resources, weakness in transportation access and the scale of the hinterland, absence
of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ey sectors, and the lack of incentives.
With regards to site and infrastructure, failure to meet legal requirements for site
acquisition, the complexity of the transfer of a positive procedure for landfill rights,
conflicts with agricultural corporations in the process of securing the sit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systematic infrastructure due to inconsistency between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living areas, demand for demolition of high-voltage transmission towers and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s, and low possibility of early implementation may act as
obstacles in designation.
Concerning conformity with the basic plan, the inability to meet the innovation
growth requirements of key attraction functions, the absence of specific and
differentiated development strategies, the department store-style arrangement of the
introduction functions, the spatial arrangement of the main functions and the
insufficient water space, green area, and road network system, and inconsistency
between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re pointed out as the
undesignated reasons.
Finally, for development economics and financing pla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such as lack of realistic estimation of land creation cost, insufficient basis
for judging development effect due to omission of economic review, lack of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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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inancing plan, and insufficient basis for attracting private capital.
In addition, the lack of conformity with the basic direc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new industry development
direction, insufficient plans for industrial ecosystem creation linked to core introduction
functions, and the failure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innovation through
industry-university-research networks, the uncertainty of the project promotion system
and the lack of a detailed plan for securing professional manpower can be considered
as reasons for not designating a free economic zone.
The following supplements are requir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aebu,
Ansan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velopment concept and
introduction function. In other words, it is appropriate to set marine healing tourism
as a development concept to differentiate it from other regions and respond to niche
market deman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ttract marine healing tourism and health
care sectors as key introduction functions, in addition to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functions such as semiconductor clusters related to new energy industries and
eco-friendly vehicles, and specialized education. Second, establishing a win-win and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is also critical. That is,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in relation to the site utilization plan and the
promotion system is required, as well as preparing an alternative solution that can
coexist with local farmers by forming a consultative body between Ansan City,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local agricultural corporations. Furthermore,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Hwaseong City for an early
decision on the timing of the desalination of the Hwaseong Lake. Third, measures to
reduce the development scale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is required, while
actively seeking ways to improv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nditions and secure
investment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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