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동북아의 중심 …… 세계의 관문입니다.

글로벌 물류 공급기지로 최적지입니다.
한-EU, 한-미, 한-중 FTA 등 많은 국가와 FTA체결
대한민국 탄소복합재 산업의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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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합니다.

동북아의 중심 ‘전북’… 세계의 관문입니다.
15억 인구(세계인구의 22.5%) 동북아의 산업경제 허브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거대시장에 가장 인접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과 580㎞ 최단거리
거대 소비시장 형성
비행거리 2시간이내 인구 1백만명이상의 도시 60여개
(베이징 60분, 도쿄･상하이 90분)
반경 1,200㎞이내 인구 7억명 거주(미국+EU 인구보다 많음)
세계물동량의 34% 처리

육･해･공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으로도 2~3시간권내 이동 가능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남북 4개노선,동서 4개노선
철도 KTX 등 5개 노선
수도권 1시간대 철도망
전북 주요 항구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 군산항
- 5만톤급 30선석, 연간 2,500만톤
∙ 새만금 신항
- 총 18선석(’20년까지 4선석, ’21년 이후 14선석)
- 3.1㎞ 방파제 공사완료(’16년)
공항 도심권내 군산공항, 광주공항(1시간)
인천공항(3시간), 청주공항(1.5시간)

※ 새만금국제공항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
(’16년5월), 항공수요조사중(’16년12월～’17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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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은 전라북도의 최대 신성장동력 산업입니다.
2017. 10월 현재 전라북도내 123개 탄소관련기업 가동중
- 종사자수 2,050명(평균 종사자 17명), 연간 매출액 5천억원
- 효성(탄소섬유), 비나텍(슈퍼커패시터), 데크카본(브레이크 디스크), 데크
항공(항공기 부품), 일진복합소재(탄소섬유 CNG용기) 등
지원인프라 구축 : 12개 탄소산업 지원기관․단체 집적화
- 한국탄소융합기술원(KCTECH),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로스알라모스-전북대 공학연구소, 탄소융합산업연구
조합, 전북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AMRC KOREA 등
- 연구개발, 기술지원 장비 : 312종(KCTECH 171, KIST분원 141)
지원제도의 정비
- 탄소산업 지원 법률 제정(2016년), 전북 탄소산업 지원 조례 제정(2015년),
새정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2017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11개국 27개 기관과 상호협력 MOU 체결(MAI 카본 클러스터, CFK 밸리,
JEC 그룹 등), 공동연구개발 수행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
- 글로벌 탄소밸리 기반구축(네트워크, 인프라 등), 연 180억원
- 탄소소재 시장활성화 및 기업집적화(수요창출, 마케팅 등), 연 45억원
- 탄소산업 상용화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소재, 응용제품 등), 연 520억원

탄소소재산업을 특화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위치/면적 : 전북 전주시 일원(효성공장 인근), 638천㎡
사업기간 : 2015 ~ 2022 * 토지조성 공사 : 2019년 ~ 2022년
사 업 비 : 1,680억원
유치업종 : 탄소복합소재,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등 11개 업종

※ 2017.10월 현재 134개 기업 투자 MOU 체결
투자하십시오! GMA의 성공을 전라북도가 보장합니다 3

도 단위 최초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 되었습니다.
월 지정된 전북연구개발 특구
(전주-정읍-완주,
16,281
)를
중심
으로 탄소‧농생명 특화 발전
‘15.8

㎢

※대학 4, 국립(연) 4, 정부출연(연) 7
-

연구소기업 설립 39개, 첨단기술기업 4개 지정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추진
억원)

(‘17~’20, 390

※ ‘16년말, 출범 1년만에 전국 연구
개발특구 평가에서 3위 달성
기업 맞춤형 우수한 산업인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전문인력 연간 30,000여명 공급

36개 이공계대학･실업계 고교에서 기술･기능 인력 양성
- 이공계 관련대학 20개 25,000여명, 실업계 고교 16개 3,000여명

산･학･관 커플링사업 : 연간 38억원 1,100명(11개 대학 26개 과정)
-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고급 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알선 센터 운영

글로벌 기업들이 전라북도와 함께합니다.
자동차･기계분야 : 현대자동차, 한국GM, 타타대우, 두산인프라코어, 동양물산, LS엠트론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 OCI, 솔라파크코리아, 휴먼컴포지트, 라은테크 등
신소재분야
: 도레이, 효성, 삼양이노켐, KCC, OCI, 일진머티리얼즈 등
식품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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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다논, 상하, 하림, 도드람 등

GM-Korea

현대자동차

타타 대우상용차

삼양

군산국가산업단지
주요생산품: 자동차

전주산업단지
주요생산품: 화물차

군산군장국가단지
주요생산품: 대형자동차

군산자유무역지역
주요생산품: 이온교환수지

도레이

두산인프리코어

군산 OCI

다논

새만금산단
주요생산품: PPS수지

군산산업단지
주요생산품: 굴삭기,지게차

군산
주요생산품: 폴리실리콘

무주당산농공단지
주요생산품: 유제품

효성

일진머티리얼즈

현대중공업

로얄캐닌

전주과학산단
주요생산품: 탄소섬유

익산종합의료과학산단
주요생산품: LED칩 등

군산국가산업단지
주요생산품: 조산소

김제지평산업단지
주요생산품 : 펫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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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투자하기 좋은 10가지 이유

최적의 교통 인프라
잘 갖춰진 교통 인프라로 전국 어느 지역이나 3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

아시아 시장 접근 용이성
항공기로 2시간 이내 1백만 도시 60여개 접근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36개 대학·특성화 고교에서 기술·기능인력 양성
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양성 지원

값싸고 드넓은 산업용지

비교우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투자금액의 10% 범위내, 최고 200억원 지원(도+해당 시군)

양질의 풍부한 공업용수
용담댐, 옥정호, 대야댐, 금강 제2취수원 등

안정된 노사문화
2012 노사협력 우수기관 선정(고용노동부)
노사분규 발생빈도 전국 최저수준(2013)

자연재해 안전지대
지난 10년간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이 전국에서 제일 적은 지역

숙련된 우수인력 및 상대적 저렴한 노동임금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단지 새만금
OCI(주)

도레이

솔베이실리카

OCISE

투자하십시오! GMA의 성공을 전라북도가 보장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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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기업과↔전북도간의 MOU체결 선행
외투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내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상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내역
 투자보조금 지원 : 대규모 투자시<1000억원이상, 고용 300명이상>
전북도 : 최대 100억원
시 군 : 최대 100억원
※ 1,000억 미만 투자시 : 전북도 50억원, 시군 50억원 지원

 고용보조금 : 20명 이상의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전북도 : 1명당 100만원/월, 6개월 범위 내 ⇒ 최대 10억원
시 군 : 1명당 50만원/월, 6개월 범위 내 ⇒ 최대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이상의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 시 1인당
전북도 : 1명당 50만원/월, 6개월 범위 내 ⇒ 최대 5억원
시 군 : 1명당 50만원/월, 6개월 범위 내 ⇒ 최대 2억원

 기반시설 설치비(오폐수) 지원 : 대규모 투자시 투자금액의 30% ⇒ 최대 30억원

조세감면(외투지역)
법인세, 소득세 : 7년간 감면(5년 100%, 2년 50%)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 15년간 100% 감면
관 세 : 5년간 면제

입주절차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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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체결

공장건축 및
공장등록

보조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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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 조 감 도

□ 사업개요
○ 면 적 : 409㎢ (매립 291㎢, 담수호 118㎢)

* 방조제 33.9km(‘10.4 준공)
* 1억 2,372만평(매립 8,803만평, 담수호 3,569만평)

○ 토지이용계획 : 핵심 6대 용지 체계

구분

① 산업연구용지
② 국제협력용지
③ 관광레저용지
④ 농생명용지
⑤ 배후도시용지
⑥ 환경생태용지

면적

41.7 ㎢
52.0
36.8
94.3
10.0
42.0

계 획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R&D시설 집적지 조성
경협단지 조성 및 국제업무기능 육성
대규모 복합관광레저공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농업 육성
새만금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주거지 조성
생태비오톱, 습지 등 생태환경 보전 기능

○ 총사업비 : 22.2조원 (국비 10.91, 지방비 0.95, 민자 10.33)
- 용지조성 10.9조, 기반시설 6.6조, 수질개선 2.9조, 기타 1.8조 등
- 국비(10.9조)는 용지조성 3.4조, 기반시설 5조, 수질개선 2.1조, 기타 0.4조
○ 사업기간 : 3단계 체계
- 1단계(2017년까지) : 선도사업 가시화

* 경협특구 용지 등을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민간참여 발판 마련

- 2단계(2018년∼2022년) : 민간투자 확산

*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합작, SPC 설립,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 촉발

- 3단계(2023년 이후) : 내부개발 가속화

* 글로벌 기업 및 개인들의 연쇄적 투자 참여
투자하십시오! GMA의 성공을 전라북도가 보장합니다 7

새만금산업단지 개요

참고

□ 위 치 도

비응항

1공 구

새만금
방조제

(1
(18844ha
ha))

5공
공구
구
(1
(18811ha
ha))

66공 구
(1 90 h a )

7공 구
(14 5 ha )

88공 구
(2
(209
09ha
ha))

□ 사업개요
○ (위 치) 새만금지역 북측 / (기간/사업비) ’08~’18년/25,498억원
○ (총면적) 18.5㎢(9개 공구) /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 추진상황(22%

: 매립 28%, 조성 18%)

구분(공구)
1

공구

2
2

1.84km
56

만평

가토제공사

공구

3
2

2.55km
77

만평

공구

2.46km
75

4
2

만평

공구

5
2

2.77km

만평

84

⇒

공구

1.81km
56

공구

6
2

만평

⇒

매립공사
7
2

1.90km
55

만평

조성공사

공구

8
2

1.45km

만평

45

공구

2.09km
63

9
2

만평

공구

1.63km
49

2

만평

○ 산업단지 18.5㎢를 9개 공구로 분할 매립‧조성공사 추진 중
-

1, 2공구 매립완료 후 조성공사 진행(1공구 완료, 2공구 57%)
5~8공구 가토제 축조완료(’14. 9) 및 5공구 매립공사 진행(82%)
6공구 매립공사 착공(’17.3.6) * 농공 직접개발(매립) 변경심의 : ’16.8.31
3공구 가토제 공사 시행(’16. 6 ~ ’17. 9)

□ 금후계획
○ 2공구 조성공사 완공(’18. 上) /5공구 매립완료(’17. 12월), 조성공사 착공(’18. 上)
○ 6공구 매립공사 완료(’19.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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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청와대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 공공주도 용지매립 추진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186만 도민과 함께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였습니다!
❍ 기간･장소 : 2023. 8월중(12일간), 새만금(관광레저용지) 일원
❍ 참가 규모 : 169개국 5만여명(국외 4만명, 국내 1만명)
❍ 총사업비 : 491억원(자부담/참가비 310, 국비 54, 지방비 127)
❍ 주요행사 : 개영식, 과정활동 (야영, 수상활동, 문화체험 등) 등
❍ 주최/주관/후원 : 세계스카우트연맹 / 전북･한국

스카우트연맹 / 여성가족부

투자하십시오! GMA의 성공을 전라북도가 보장합니다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