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version

투

Hub of Asia, Heart of Future

(30064)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
T. 044.415.1000 F. 044.415.1251
www.saemangeum.go.kr
2016년 1월

saemangeum

자

가

이

드

Hub of Asia,
Heart of Future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도시
바다 위의 만리장성,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선사합니다.
새만금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거점으로 산업, 관광레저, 환경생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45억 아시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새만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십시오.

33.9 ㎞

409 ㎢

22.2 조 원

1 5억 명

세계 최장의
방조제

서울면적의
약 2/3

총 사업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시장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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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가이드

Location

| 입지여건

Center of
Global Free Trade

김포공항

서울
인천공항
수원

15억 동북아 경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청주공항

서울, 인천공항, 부산항 등 한국의
주요 경제거점과 3시간 이내 거리

•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시장과 2시간 이내에 인접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Russia

• 특히‘세계의 공장’중국의 연안 경제특구와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등

천안

180㎞

대전

대구공항

군산공항

글로벌기업의 중국 관련 비즈니스 수행의 최적지입니다.

새만금

• 새만금은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를 지향하며, 국가 간 협력이나 다양한 국적의
기업 간 협력 사업을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구

250㎞

울산

블라디보스톡

광주
베이징

김해공항

텐진

CHINA

무안공항

KOREA

대련

무안공항과

서울

옌타이
지난

부산항

진주

JAPAN

새만금

칭다오

1시간 30분 이내

도쿄
오사카

난징

1시간내

상하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시간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시장 인접

타이페이
홍콩

TAIWAN

•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지역인 서울, 인천, 부산 등으로 이동하는데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 거미줄처럼 연결된 도로망은 물론 초고속 열차 KTX와 비행기로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으로
당신의 비즈니스 성공에 기여합니다.
• 서해안 산업벨트와 관광벨트의 중심에 있는 새만금은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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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가이드

Development Strategy

| 개발전략

새만금은 3단계로 개발합니다

차별화 전략으로 5대 목표를 달성합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크게 3단계로 진행합니다. 2017년까지 한중경협특구

새만금을 세계에 열린 개방형 도시로 개발하고, 세계적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지 조성을 비롯해 투자 여건을 마련합니다. 이후 4년간 민간투자를 적극

다른 경제구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새만금의

유치하고 2023년부터는 내부 개발을 완성하는 단계로 자생적이고 발전적인

특별한 비전을 만나십시오.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3단계
새만금사업 5대 목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도시

2023 ~

2단계

공동번영과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산업간 협력

내부개발 가속화
글로벌 기업들의 연쇄적인 투자가 증가
함에 따라 개발에 가속도를 내면서

2018 ~ 2022

1단계

민간투자 확산
공공부문의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

새만금 도시 기능의 가치를 높입니다.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조성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

한국·미국·유럽·중국
일본 등이 협력하는
국가 간 경제 공동체 형성

인간과 자연이 어울린
친환경도시 지속가능한
첨단농업·녹색도시

맞춤형 인센티브와
탈규제의 시범도시

(SPC) 설립, 부동산 투자신탁 등 다양한

세계적 정주여건을 갖춘
명품도시 다문화를
포용하는 문화융합도시

민간투자가 늘어납니다.

~ 2017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투자가와 기업의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도시

선도사업 가시화
경협특구용지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기업 등 민간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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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듭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조성합니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계획단계에서 개발,

사업시행자가 변화된 여건이나 수요에 맞게

편안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듭니다

기업유치까지 공동으로 경제협력특구를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지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글로벌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최고 수준의 규제완화와

조성계획에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조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Open Planning)

수변도시를 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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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가이드

Land use plan

Infrastructure

| 토지이용 계획

|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투자하십시오

땅, 바다, 하늘로
어디든 빠르게 연결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물류비용은 글로벌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아시아 비즈니스의 허브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만금은 사통팔달의

새만금은 개발자의 비즈니스 성공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에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복합용도로의 이용도 허용합니다.

육로와 함께 신항만과 군산항 등 최적의 물류시설을 갖췄으며, 100만 명 이상의 주요 도시를 반나절 사업권역으로 좁혀줍니다.

6대 거점별 용지
산업·연구 용지(41.7㎢)
국제협력 용지
(52.0㎢)

관광·레저 용지
(36.8㎢)

농생명 용지(94.3㎢)
배후도시 용지(10㎢)
환경·생태 용지(42.0㎢)

투자의 유연성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및 관련 연구시설의 집적지
•산업·물류, 지식·기술혁신 (첨단지식 기반산업 및
R&D), 국제협력 및 문화·관광기능, 도시서비스

주거, 상업, 산업, 관광 등 주요
용도별 면적은 최소 - 최대 범위로
제시합니다.

촘촘하고 편리한 땅길
3×3 간선도로망 체계를 토대로 남북 1축(방조제
상부도로, 30㎞), 동서 1축(국도21호 중 26.5㎞), 3축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경협특구로 우선 개발

합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
(설계·공사중)

•국내·외 글로벌 관광자본의 유치를 통해 대규모 복합
관광레저공간을 조성

대야역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레포츠, 헬스케어, 복합
리조트 등의 기능을 집적화

군산공항역

동서 1축

동서2축도로 새만금 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를

남군산역
익산역

동서 2축

•생태 비오톱, 습지 등 생태 환경을 보전

연결해 포항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우선 4차선 20.4㎞를 2015년 착공하여 2020년에 완공

•글로벌 경쟁력 갖춘 첨단농업을 육성
•풍요로운 수변공간을 활용한 명품도시 계획

(국도30호 중 21.5㎞)등 기존 도로망을 최대한 활용

장항선(구상중)

투자의 자율성

복합용도 허용

도시의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발자가 용도별
도입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린상업 등 복합개발을 위해
개발면적의 일정 범위 안에서
복합용도 이용을 허용합니다.

새만금역

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새만금-대야
복선전철

남북2축도로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관광레저용지 까지
6∼8차선 26.7㎞를 건설할 계획으로 2017년 착공

남북 3축

할 예정입니다.

남북 2축
새만금신항역

서해안
고속도로
남북 1축
동서 3축

호남고속
철도(KTX)

새만금 - 전주고속도로 새만금과 서해안고속도로
및 익산~장수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이와
더불어 호남고속철도가 운행 중이며, 새만금 신항만
∼대야간 복선전철 45㎞를 건설해 새만금 산업단지와
장항선을 연결합니다.

대규모 항만에서 시작하는 바닷길

■ 산업·연구 용지
■ 국제협력 용지
■ 관광·레저 용지
■ 농생명 용지
■ 배후도시 용지
■ 환경·생태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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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공항을 잇는 빠른 하늘길

새만금 신항만 부두 18선석(자동차
부두 1선석, 일반잡화부두 14선석,

국제선 취항에 대비해 새만금지역에

컨테이너부두 2선석, 크루즈부두

새만금에서 가장 가까운 군산공항은

1선석), 488만㎡ 규모로 2030년까지

군산~제주간 1일 2회 운항 중입니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파제 공사

세계를 연결하는 인천공항은 새만금

중이며, 2020년까지 4선석을 우선

에서 2시간 45분 소요되며, 서울은

개발합니다.

KTX로 1시간 14분밖에 걸리지 않습

공항용지(6㎢)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중국 텐진,

군산항 30선석으로, 연간 하역능력은
20만 TEU, 일반 벌크 기준 26만 TEU

심양, 상하이(푸동), 베이징)은 1시간 30분, 청주국제공항(중국 심양, 푸동,

입니다.

항저우, 하얼빈, 연길, 대련)은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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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가이드

Site overview |

Industrial complex

용지별 개발현황

| 산업단지 입주현황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래 산업·관광의 중심이 됩니다

경쟁력을 키우려는 기업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첨단산업과 R&D시설의 집적, 물류 등 미래 전략산업의 거점이 될 산업·연구용지와

미래 경쟁력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발 빠른 기업들은 이미 새만금에서

관광레저용지의 일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중국과 손잡은 새만금에 글로벌 기업들이

신시-야미용지는 관광레저분야 사업에 즉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략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2015년 10월 21일 현재

솔베이 (2공구)
투 자 액 1,200억 원

① 산업·연구용지 개발현황
1

•사
 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개
 발현황 : 산업단지지역(18.7㎢)은

② 신시~야미용지 개발현황

고용규모 80명
면

적 69,934㎡(2.1만 평)

사업내용 고분산실리카(친환경타이어 소재)

도레이 (2공구)

건설기간 2015년 4월 ~ 2016년 6월

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
투 자 액 3,000억 원

•사
 업시행자 지정절차 진행 중

고용규모 150명

(1.9㎢ 부지 즉시 활용가능)

면

적 215,000㎡(6.5만 평)

사업내용 PPS수지(전자전기 부품)
신시·야미지구

건설기간

2

3

고군산군도지구

•2013년 12월 ~ 2016년 2월

5

OCI (1공구)
투 자 액 2.2조 원
고용규모 2,000명

고군산 연결도로 건설현황

면

• 고군산 4개 도서를 연결하는 공사
•	총 사업비 : 3,955억 원
•	범위 : 총 연장 8.77㎞ / 폭 15.5m 건설 중
•	건설기간 : 2007년 착수 ~ 2017년 완공

⑤ 농생명용지 개발현황

4

관광레저1지구

③ 국제협력용지 개발현황
• 사업시행자 : 미지정

		

(2·6공구 - 20.6㎢) 매립공사 중

④ 관광레저지구 개발현황

•	국제업무기능, 산업물류, 지식기술혁신(첨단지
식기반산업 및 R&D), 문화관광기능 등의 복합적

• 사업시행자 : (1지구 - 9.9㎢ 중 1.1㎢) 전북개발공사
		
(2지구 - 21.7㎢) 미지정
•	개발현황 : 1지구 1.1㎢를 분리하여 우선 개발 중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상징하는
거점이자 중심지역으로 개발 예정

건설기간
•1차 2017년 말 ~ 2019년
•2차 2019년 ~

•사
 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개
 발현황 : (5공구 - 15.13㎢) 조성공사 중

관광레저2지구

적 571,352㎡(17만 평)

사업내용 폴리실리콘(태양광소재)

ECS (2공구)
투 자 액 28억 원
고용규모 11명
면

적 6,612㎡(2천 평)

사업내용 열교환기, 탱크류
건설기간 2015년 3월 ~ 2015년 8월

OCISE (2공구)
투 자 액 9,572억 원
고용규모 100명
면

적 165,000㎡(5만 평)

사업내용 열병합발전소(열, 스팀)
건설기간
•2013년 12월 ~ 2016년 3월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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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가이드

FAQs
새만금을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Q. 새만금의

A.

Q.

주요 교통요지로부터 새만금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교통여건은?

구분

구간

거리

소요시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 군산

202㎞

2시간 10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은?

A.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은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와 생활편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국
 세 혜택
		 ① 투자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는 7년 또는 5년간 감면됩니다.

철도

서울 ↔ 익산(KTX)

208㎞

1시간 14분

공항

새만금산단 ↔ 군산공항

인접

15분

		 ②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법인세·소득세는 5년간 감면됩니다.
		 ③ 기타 자본재에 대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5년간 100% 감면됩니다.

항만

새만금산단 ↔ 군산항

인접

15분

새만금산단 ↔ 새만금신항

인접

10분

•지방세 혜택 : 취득세, 재산세는 최장 15년간 면제됩니다.
•현금지원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에 대해, 국가경제 기여도가 큰 투자의 경우

Q.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협상을 거쳐 투자금액의 30%(R&D센터의 경우 4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A.	중국·일본·러시아 등 거대시장이 인접해 있으며, 비행시간 3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입
 지 혜택 : 전용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도 감면됩니다.

이상 도시가 60여 개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최단거리(390㎞, 군산-웨이하이)인 동시에

•보
 조금 혜택 : 투자보조금을 최대 50억까지 지원하며, 고용보조금은 상시인원 20명 초과 시

중국교류의 선도사업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6개월 내 매월 100만 원까지이며, 교육보조금은 상시인원 20명 초과 시 1인당 6개월
	서해안산업벨트, 서해안관광벨트의 중심에 있는 새만금은 국가 1, 2산업단지, 군산지방산업

내 매월 50만 원까지입니다.

단지 등 풍부한 산업기반과 인접하고 1,000여 기업 및 기관과 클러스터링을 통한 시너지

•행정절차 간소화 : 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로 처리합니다.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소유·무규제·무민원 상태의 광활하고 저렴한 토지로 투자

•생활편의 제공 : 외국교육기관(초중고 대학),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외국어

자의 창의적 개발에 유리합니다.

서비스 제공, 외국방송 재송신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새만금특별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중앙정부기관이 직접 추진하는 국책사
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2014년 7월) 합의 내용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경협단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조성하는
개방형 경제특구입니다.

Q.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은?

A.	국내기업도 각종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국세 혜택 : 5년간 과세가 유예되며 균분납부(대도시에서 공장이전 양도 차익)가 가능합
니다. 법인세, 소득세는 6년간 100%, 3년간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후 소득)

Q.

주요 투자대상
부지 가격은?

A.	새만금의 토지가격은 다른 경제구역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산업용지 3.3㎡당 인천 송도가
170만 원, 영종이 400만 원이며, 부산이 179만 원인데 비해 새만금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151,249원/㎡)

•지방세 혜택 : 취득세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재산세는 5년 100%, 3년
50%(대도시에서 공장 이전) 감면됩니다.

	새만금 관광레저 1지구의 토지가격(추정)은 96,000원/㎡(32만 원/3.3㎡)이며,‘게이트웨이’의
토지가격은 약 48,000원/㎡(약 16만 원/3.3㎡)입니다. 신시~야미 용지의 토지가격(추정)은
112,600원/㎡(37만 원/3.3㎡)이고, 고군산군도의 토지가격(추정)은 평균 147,610원/㎡(48

•	입지 혜택 : 입지금액의 10% 이내(중견기업), 30% 이내(중소기업)에서 절감 혜택이 있으며,
외투기업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임대용지 입주도 허용됩니다.
•보조금 혜택 : 수도권 이전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6~12%(최대 60억 원)를 지원하며,

만 원/3.3㎡)입니다.

대규모투자(1천억 원, 300인 이상)의 경우 지방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

•신시 1지구 : 78,350원/㎡(26만 원/3.3㎡), 신시 2지구 : 163,170원/㎡(54만 원/3.3㎡)

지원은 상시인원 20명 초과 시 1인당 6개월 내 매월 100만 원까지이며, 교육지원은 상시인

•무녀 지구 : 179,600원/㎡(59만 원/3.3㎡), 선유 지구 : 206,590원/㎡(68만 원/3.3㎡)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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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새만금 투자가이드

FAQs
새만금을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Q.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혜택은?

A.	외국교육기관과 연구기관(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의 투자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참여 형태
	부지 매립·조성부터 공통으로 참여 가능하나, 투자자의 성향 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다양

•공통 : 기관별 5년간 운영비 지원 (10억 원 한도/년)
•비영리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 국비 50%, 지방비 50%, 민자 100%

하게 참여 가능합니다.

•대학부설연구기관 : 국비 50%, 지방비 50%, 민자 10% 이상(연간보조금)

01
Q.

유망 투자가능
업종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부지의 매립·조성부터
분양까지 시행

관광레저 등의 전략적 유치업종을 예시적으로 선정하여 우선 유치하고 있습니다.

02

영업시설 설치

분양

공유수면 매립부터 부지조성, 분양까지 일괄 시행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관광레저용지) 글로벌 관광자본의 유치를 통해 복합리조트 등 조성
- 관광레저 1,2지구(복합리조트, 쇼핑, 테마파크, 골프장, 조정경기장, 승마장 등)
- 신시야미지구(해양테마관광, 해양스포츠, 메디케어리조트, 골프장 등)
- 고군산군도 용지(해양휴양형 리조트, 해양문화전시관, 카지노호텔 등)

A.

토지공급

매립

(산업연구용지) 즉시 입주가능한 강점을 활용, 첨단산업 유치 및 R&D 단지 등 조성
-	부품소재·화학기업, 국외유턴기업, R&D실험장비 공유 및 기업간 기술교류에 유리한
산업, 농수산식품가공단지 등

투자 자격요건과
형태는?

부지조성

사업시행자(SPC)

A.	투자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투자유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전략적 유치업종

Q.

매립

매립

부지조성 후 토지사용 및 일부 공급
원형지 개발자

부지조성

토지공급

토지매입

입주기업

영업시설
설치

입주·영업
행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매입 후 영업시설(공장 등)
설치 및 운영

조성완료된 토지에
입주하여 기업활동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새만금 투자의 자격요건과 참여형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자격요건
사업시행자

Q.

투자 절차는?

A.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전북도 - 기업)과 토지계약
(한국농어촌공사 - 기업)을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입주계약을 체결 후 2년 이내에 착공

•종합공사 시공업종 : 자본금 또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이상
•부동산 투자회사 : 자본금이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5/100 이상

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과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사업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운용실적이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

•부동산 개발업자 :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
•중소기업협동조합 :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조합원이나 사업자에게 분양,

시행 및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임대 등으로 공급하려는자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 투자가의 외국인 투자비율의 합이 50/100 이상
외국인 투자금액이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5/100 이상

입주기업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적합한 업종
- 제조업(기계, 부품, 신소재, 화학, 바이오 등)
- 통관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서비스업(대학 포함), 영화제작 등
- 복합리조트, 테마파크(게임, 헬스케어 등), 골프장, 숙박업 등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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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지·정주환경
계획은?

A.	각 용지별로 주거, 건강관리, 교육, 여가 및 각종 생활 등 차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상업·업무
밀집지, 맞춤형 주거, 근린 공공시설, 기숙사 등 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
인투자자 및 가족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외국인학교 등 교육기관과 일류 의료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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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가이드

FAQs
새만금을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Q.

부동산 이민제
지원 계획은?

A.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관광레저 분야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혜택으로서, 현재 관계

Q.

당국과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초기 단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 투자 프로젝트
가시화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적용지역, 투자기준액수 등 실제 적용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용수·가스·전기
공급이 즉시
가능한가?

A.	즉시 입주하는 기업들의 조업에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시설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용수 : 새만금산단 인근 오식도 배수지에서 공업용수 1일 96천 톤(390원/톤)과 생활용수
28천 톤(1,040원/톤)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므로 입주기업 신청 시 즉시 관로를 연결하여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스 : 새만금산업단지 전용 가스관로를 2017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새만금산업단지에

Q.

산업용지 매매대금
수납방식은?

A.	산업용지 매매대금은 일시수납과 분할수납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3,375㎥ 규모의 공급소를 설치하여 2018년 초부터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가스
		 (하기 19.8909원, 동기 20.3942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일
 시수납 시 : 계약금(10%)을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40%이상)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전기 : 군장변전소에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에 전기(59.2~89.6원/kWh)를 공급하고

이내, 잔금을 5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있으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 전력인프라(2,000MW)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의 수요

•분할수납 시 : 계약금(10%)을 계약 체결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원금의 분할수납기간은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토지 용도별, 금액별에 따라 결정합니다. 할부원금은 할부이자율을 납부하면 됩니다.
(할부이자율 기산 기준은(확정 측량전) 면적정산 기준일 또는 준공전 사용승낙일)

Q.
Q.

산업단지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은?

A.	용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전라북도의
인력공급 체계는?

A.	전북대학교 등 10개 대학에서 연간 3,000여 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현장인력은 연간 5000여
명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대학(군산대,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의 공동 멀티
캠퍼스인 산학융합지구 새만금캠퍼스로 7개 학과, 670여 명이 수업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산업시설용지 : 건축물 허용 용도는 공장·창고·공동주택 등 기숙사, 건폐율은 70%이하,

군산대·군장대 2개 대학의 400여 학생들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용적률은 300%이하, 최고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용지 : 건축물 허용 용도는 공장·창고·공동주택 등 기숙사, 벤처기업 집적
시설, 연구소 및 업무시설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 최고 층수는 10층
이하입니다.

Q.

규제완화
추진현황은?

A.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새만금 지역을 주목하면서 사업활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범 부처적 협력을 통한 규제 완화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에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을‘규제특례지역’
으로 지정하고, 투자활성
화에 기여하는 고용, 환경, 노동, 입지, 출입국, 통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특례 방안을

Q.

임대용지 및
기타 입지지원은?

A.

외
 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기업이 입주 가능하며, 장기임대 산업용지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외국인전문인력 고용확대,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 원활화, 공유

는「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약 200만㎡ 규모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

수면 매립 후 잔여부지 매입가격 관련 특례인정, 보세구역 지정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1공구(산-8 구역)에 약 20만㎡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2015년에 일부 부지를 최초로 매입

	더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해외의 주요 경제특구의

(면적 52,528㎡) 완료하였습니다.
	50년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으며, 추가 50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임대료는 재산가액

장점들을 수렴하여 개발, 세제, 출입국, 통관 등 차원에서 더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이상을 곱한 금액입니다. 업종, 투자금액, 고용 등에 따라 100%, 90%, 75%로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고, 자동차·항공 소재부품, 첨단·정밀화학 업종 등 타깃산업의 전략적
유치 활성화를 위해 10% 내에서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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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가이드

Investment procedures

| 투자절차

One-Stop 상담으로
쉽고 편하게 투자하세요
새만금개발청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 원스톱 투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련 정보제공와 법률, 세무 관련 질의응답을
비롯, 외국인투자인센티브 활용방안 자문, 투자입지를 평가하여 제공하고, 유망한 투자 파트너를 물색하고, 외국인 투자관련 각종
민원 안내, 관련 행정 당국이나 기관과의 업무 조율은 물론 투자자가 사업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상시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www.saemangeum.go.kr > 투자정보 > 원스톱서비스

01

투자상담

02

외국인투자 신고

03

투자자금 송금
(외국자본)

•투자상담 (부동산, M&A, 공장설립/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환경, 건설교통, 국세/관세, 지방세 등)
※신고서 작성 (직접, 대리인) 제출

•외국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KOTRA)

•은행에서 Open Account(별당계좌) → 코드번호를 줌
※ 현물(자본재), 현금

투자 상담자 현황
04

법인설립 등기

•관할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침
- 임대차 계약서 등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함

| 국 내 산 업 | 유경식 새만금청
양건식 새만금청

05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 미주·유럽 | 임병익 새만금청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침
※ 출자목적물 등 납입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 중
06

납입자본금 법인계좌이체

•은행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 일

08

공장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제품생산·판매)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입지조사 (입지예정지 선정)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작성)
※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허가

•최초 신고기관으로 가서 등록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Hub of Asia, Heart of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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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415.1074 bioim@korea.kr
☎ 044.415.1078 kje8183@korea.kr

국 | 김미희 새만금청

☎ 044.415.1233 china21@korea.kr

본 | 여경주 새만금청
김종호 새만금청

07

☎ 044.415.1066 yks651025@korea.kr

김정은 새만금청

최문수 새만금청

•외환매입증명서 생김

US → 원화, 엔화 → 원화 등으로 바뀜

☎ 044.415.1062 ksyoo@korea.kr

☎ 044.415.1232 choimoonsoo@korea.kr
☎ 044.415.1065 ykj08@korea.kr
☎ 044.415.1061 whdghrla@korea.kr

| 용 지 분 양 | 이일권 농어촌공사

☎ 063.450.9032 ilkwaon.lee@ekr.or.kr

| 입 주 계 약 | 박정남 전라북도

☎ 063.280.2778 goda339@korea.kr

| 건 축 허 가 | 손동월 새만금청

☎ 044.415.1107 dongwol@korea.kr

| 공 장 등 록 | 박정남 전라북도

☎ 063.280.2778 goda339@korea.kr

| 기 반 시 설 | 이준희 새만금청

☎ 044.415.1155 ikik@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