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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매출액이 15조원(2020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산업의 모든 것을 

ALL IN
세계적인 가능성을 

ZOOM IN

※ 위 기사는 이데일리(2014년 06월 30일), 매일경제(2013년 09월 15일), 문화일보(2014년 01월 27일), 중앙일보(2014년 08월 28일), 세계일보(2014년 07월 10일) 기사 중 일부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맞먹는 232만㎡의 규모에 총 70~100여개에 달하는 식품 업체와 식품 연구소 등을 유치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 산업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단지로 태어날 예정입니다.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식품 허브로 육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 식품 시장의

성장에 발맞추어 귀사의 내일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미, 그 가능성을 알아본 아시아 및 유럽의 안목있는 기업들은 국가식품클

러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세계적인 가능성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4년 01월 27일

‘글로벌 식품 허브’ 육성…

6조 달러 세계시장 공략

동북아시아 푸드밸리를 넘어 세계 최고 식품 강국을 꿈꾸며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가 조성된다.

...(중략)... 유엔통계로 보면 2013년 말 72억 명인 세계인구는 오는 2025년이면 

8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그만큼 식품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식품시장 규모도 2020년이면 6조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 규모는 자동차(1조6000억 달러)·정보기술(IT, 3조5000

억 달러)보다 2∼3배 큰 규모다. 선진국에서도 식품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며 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웰빙과 다이어트, 건강 관련식품 등 새로운 식 

품 시장도 창출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세계 식품시장 

중심이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 세계 식품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겹치면서 한국 식품 기업들에는 최대 호기인 셈이다. 

2014년 06월 30일

전북 익산에 조성하는

‘푸드폴리스’中·日기업 몰려온다
중국 식품기업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붙여 다시 중국으로 역수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한국이 미국, 유럽 등 

거대시장과 FTA를 체결한 것도 큰 이점이다...(중략)...엔저 앞세운 日식품기업 

“가자! 한국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유출로 홍역을 치른 

일본 식품기업도 돌파구 마련의 발판으로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자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점도 한국행의 한 

요인이다.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보다 선진화된 한국 금융·검역시스템도 

일본 식품기업에 매력을 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 매출액 1조 2600억원인 

일본의 대표 식품기업 자룩스도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해 기내식을 생산한 

뒤 세계 각지로 수출할 예정이다. 또 해조류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도록 

연구시설을 국내에 짓기로 했다. 1900년 설립된 신메이도 외식산업을 

뒷받침할 생산기지로 한국을 활용할 방침이다.

2013년 09월 15일

‘식품산업+문화’ 푸드폴리스 

2020년 매출액 15조원 창출
2015년 전북 익산에 우리나라 식품산업 메카인 푸드폴리스(국가식품클러스터)

가 들어선다. 면적만 서울 여의도에 맞먹는 232만㎡. 정부는 총 70~100여 

개에 달하는 식품업체와 식품연구소 등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략...

특히 이탈리아 북동부 에밀리아로마냐는 군소 식품업체를 집적해 매출 540

억달러, 고용 10만명을 창출하고 있다. 물론 우리 식품산업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다. 하지만 중국과 인접한 생산기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일본ㆍ중국 식품에 대한 불안감, 한류 열풍이라는 순풍을 맞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푸드폴리스가 제대로 안착되면 향후 매출이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임정빈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클러스터가 정착될 

경우 2020년 이곳 기업들의 매출액이 향후 1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며 “이에 따른 우리 농산물 구매액만 5조원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08월 28일

익산, 군침 도네요 ... 
99개 국내외 식품사 우르르

안전한 식품을 찾으려는 중국인의 욕구가 커지자 정부는 이를 농식품 수출 

확대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높게 평가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이 같은 분위기를 사업기회로 

활용하려는 외국 식품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달엔 CHC, 타이 후아(Tai Hua), 

췌춘(Chye Choon) 등 싱가포르 식품회사 7곳이 전북 익산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FOODPOLIS)에 입주하겠다는 양해 

각서(MOU)를 정부와 체결했다...(중략)... “한국산이라는 국가브랜드를 활용 

하면서 상품 운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FTA에 따른 관세 인하효과까지 볼 수 

있다면 해마다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중국에 굳이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외국 회사들이 이곳에서 생산을 시작해 일부 물량이 내수 시장에 

공급되면, 그만큼 국내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른 품질·가격 경쟁이 활성화 되는 것도 정부의 기대다.

2014년 07월 10일

익산 푸드폴리스內

‘싱가폴 미니클러스터’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싱가폴 ‘씨에이치씨 

푸드’, ‘타이 후아푸드’, ‘췌춘그룹’ 등 8개 업체와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 

입주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싱가폴 대표 

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신뢰와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폴 식품기업이 연구개발(R&D), 

물류, 인력 등의 조건을 갖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함으로써 식품기업들 

간 경쟁, 교류,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동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

싱가폴이나 캐나다 기업들은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해 식품가공 

시설이나 기능성 연구소 등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이번 투자MOU 체결이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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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익산시가 2016년까지 전북 익산 지역에 식품산업 진흥의 핵심 인프라로 

조성하는 R&D중심·수출 지향형 식품산업 단지를 말합니다. 국내·외 식품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하고 식품 산업 전 과정(제조, 마케팅, 유통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기업 지원 시설과 프로그램은 물론, 다양

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최상의 기업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식품과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식품도시로 조성됩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입니다.

■■■  물류와 수출의 도시

 -  입주 기업의 물류를 지원할 종합물류회사를 선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물류 체계를 구축

 -  수출 시 필요한 검역·검사·통관을 위한 통합 사무소를 통해 

수출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  R&D 네트워크의 도시 

 - 국내 식품 R&D의 핵심 역할

 - 익산 인근의 대덕 연구단지와 세종정부청사, 새만금 그리고 6개의

   국책연구기관(전북혁신도시)과 해외 유수의 식품 연구소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식품 인재가 풍부한 도시

 - 식품 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매칭 시스템

 - 산학연공동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식품 전문가 양성

 - 식품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  삶이 행복해지는 도시

 - 식품·문화의 특색을 갖춘 미래형 녹색 주거환경 조성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한옥마을, 아파트 등)

 - 식품·문화를 콘텐츠로 한 체험·문화 특구 조성

국가식품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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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위치, 면적, 형상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N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면      적 : 2,321,971㎡

사업기간 : 2012 . 6 ~ 2017. 12(예정)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및 연관 업종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개요 ■■■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  비율(%)

합계 2,321,971 100
산업시설 1,518,884  65.4

복합•지원시설 91,699  3.9
주거•상업시설 105,923 4.6

기반시설 605,465  26.1

식품사업에 최적화된
원스톱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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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R&D센터(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와 파일럿 플랜트, 

식품벤처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6대 기업지원 시설을 통해 식품 기술 개발부터 수출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만 있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십시오

■■■  식품품질안전센터

-  식품안전관련 9개 법률지정검사 및 5개 
특수분야 분석검사 수행

-  맛·향 등 기호적 품질의 선진국 수준 관리 
특성화 기관

■■■  식품기능성지원평가센터 

-  기업의 기능성 원료(제품) 인증을 위한 
기능성 평가 지원

-  기업의 식품기능성 평가 과정 One -Stop
지원

■■■  식품패키징센터 

- 식품 기업 맞춤형 R&D 수행

-  기업 의뢰 식품 패키징 분석•시험의 
신속한 처리

- 교육 및 컨설팅, 기술 교류•정보 제공

■■■  파일럿플랜트 

- 세계적 수준의 파일럿플랜트 육성

-  시제품 생산•소량 위탁생산까지 장비•
시설 지원

- 기능성 식품, 첨단식품, 특화시설 구축

■■■  식품벤처센터 

- 첨단 기반형 식품 벤처센터(임대형 공장)

-  기능성, 바이오, 발효 식품 등 식품첨단 

융합기술기업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입주 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R &D•수출 
One - Stop 종합 지원

-  산•학•연 커뮤니티 운영 및 식품산업 
농어업 동반 성장

-  입주 기업 중심의 신 기업형 산업 인프라 구축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입니다.

››  6대 기업지원 시설 | FOODPOLIS  |  국가식품클러스터 08 09

식품 연구개발에서 판매, 수출에 이르기까지 

식품 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밀착 지원해주는 

6대 기업지원 시설의 특별한 혜택이 늘 함께 합니다

SIX BENEFIT

6대 기업지원 
시설



고부가가치 기능성 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인력 풀 서비스부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각종 수출 지원까지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나보십시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귀사의 성공을 서포트합니다

››  10대 기업지원 시스템 | FOODPOLIS  |  국가식품클러스터 10 11

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귀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스템으로 귀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10대 기업지원 
시스템

- 식품 고부가 상품화 R&D 지원
    기능성·바이오 및 융합기술 등 핵심 식품기술 분야 

집중 육성

-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육성
   건강 기능성 식품의 기능성·안정성 평가 지원

-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입주기업협의회, 미니클러스터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  고부가 식품 R&D 및 네트워크 구축 

-  농어업 - 식품산업 연계 발전 체계 구축
   식품기업 - 산지 생산자 매칭 지원 / 
   고부가가치 원료 농산물 전략적 발굴

-  관광산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6차 산업화
     식품 제조시설 견학·체험, 지역 축제와 결합한 

관광 산업화

■■■  농어업·식품산업 동반성장 체계 구축 

- 글로벌 식품 가공무역 기지 구축
   검역·검사·관세 ‘통합사무소’ 설치, 운영

- 식품기업 수출시장 개척 지원
     수출 정보 제공 / 애로 상담 및 검역·검사 통관 업무 지원

- 입주기업 물류지원 체계 구축
    전담 메이저 물류회사 선정 / 군산항·공항을 식품 

관문 창구로 활용

■■■  식품 수출 거점 기지화 

- 입주 기업 인력 양성·매칭 지원
     식품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

- 식품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식품인력 중개 시스템 운영
     원료 조달·마케팅·컨설팅 지원

■■■  식품기업 인력 공급 및 역량 강화 

SUPPORT SYSTEM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입니다.



각종 세금감면

국   세 : 법인·소득세(5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 취득세(100% 면제) / 재산세(5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

투자보조에서 고용•교육 관련 다양한 재정지원

조건 : 기업과 지자체간의 MOU 체결 등 투자 유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입주 기업 비즈니스 지원

•세관 절차 간소화

•6개 H/W 시설 우선 이용

•10개 기업 지원 프로그램(S/W) 제공

• 투자자별 전담 매니저 배치(지원센터·지자체)로 

   투자 유치 및 각종 법률 지원, 입주에 관계되는 제반 

   행정 절차 One-Stop 서비스 제공

•개별공장 건립시 제반 행정 절차에 따르는 불편 해소

1 )  투자 금액이 1,000억 이상이거나(or) 상시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기업

2) 전라북도/익산시 내 투자시,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

최상의 정주환경 제공

•식품·문화의 특색을 갖춘 미래형 녹색 주거환경 조성

   -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한옥마을, 아파트 등

•국제학교 유치 등 글로벌 수준의 교육 환경 조성

•식품·문화를 콘텐츠로 한 체험·문화특구 조성

•광역 교통망 및 녹색 대중교통 체계 구축

•쾌적한 친환경·청정도시 조성

1

2

3 4

 구분                            주요내용

투자 보조금

 대규모 투자 1)    전북도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10%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

  익산시  투자금액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

 일반 투자 2) 
  전북도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1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익산시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고용 보조금
  전북도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10억원

  익산시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전북도   관내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 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5억원

  익산시   관내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 인원
  1인당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근로자 정착 보조금  전북도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대규모 투자시)

중소기업 지원   시설·운전자금(전북도) 시장개척, 마케팅 활동비 등(익산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입주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이를 통해 투자 이전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R&D 투자 비용과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성, 제품 가치 

향상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 FOODPOLIS  |  국가식품클러스터 12 13

CEO의 부담은 줄어들고 
              직원들의 사기는 올라갑니다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SPECIAL INCENTIVE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입니다.



토지분양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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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위치, 면적, 형상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빗금으로 표시된 지역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위치, 면적, 형상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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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배치도 | FOODPOLIS  |  국가식품클러스터 14 15

ONLY 1 & NO.1
국가식품클러스터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1 5001-1 32,849 9,937 

2 5001-3  11,688 3,536 

3 5001-4 7,970 2,411 

4 5004-2 4,979 1,506 

5 5004-6 3,405 1,030 

6 5004-10 30,043 9,088 

7 5004-11 30,334 9,176 

8 5004-12 31,282 9,463 

1차 분양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위치, 면적, 형상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배치도 | FOODPOLIS  |  국가식품클러스터 16 17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9 5006-1 3,479 1,052 
10 5006-3 3,985 1,205 
11 5015-1 7,330 2,217 
12 5015-2 8,008 2,422 
13 5015-3 14,193 4,293 
14 5015-4 9,415 2,848 
15 5015-5 10,574 3,199 
16 5015-7 2,889 874 
17 5015-8 2,938 889 
18 5015-9 2,936 888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19 5015-10 2,975 900 
20 5015-11 3,064 927 
21 5016-2 1,725 522 
22 5016-3 1,725 522 
23 5016-4 1,725 522 
24 5016-5 1,723 521 
25 5016-6 1,670 505 
26 5016-7 1,666 504 
27 5016-8 1,665 504 
28 5016-9 1,662 503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29 5016-11 6,327 1,914 
30 5016-12 4,518 1,367 
31 5016-13 11,527 3,487 
32 5016-14 11,545 3,492 
33 5016-15 8,220 2,487 
34 5016-16 7,723 2,336 
35 5017-1 3,951 1,195 
36 5017-2 4,668 1,412 
37 5017-3 4,612 1,395 
38 5017-4 4,553 1,377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39 5017-5 4,553 1,377 
40 5017-6 4,788 1,448 
41 5017-7 5,014 1,517 
42 5017-8 4,668 1,412 
43 5017-9 4,774 1,444 
44 5017-10 4,887 1,478 
45 5017-11 4,887 1,478 
46 5017-12 4,154 1,257 
47 5018-1 5,260 1,591 
48 5018-2 6,302 1,906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49 5012-1 5,911 1,788 

50 5012-2 6,835 2,068 

51 5012-3 13,539 4,096 

52 5012-4 13,188 3,989 

53 5012-5 12,878 3,896 

54 5012-6 7,221 2,184 

55 5012-7 7,017 2,123 

56 5012-8 3,024 915 
57 5012-9 3,079 931 
58 5012-10 3,079 931 

59 5012-11 3,079 931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60 5012-12 3,079 931 

61 5012-13 3,022 914 

62 5012-14 3,096 937 

63 5012-15 2,916 882 

64 5012-16 3,067 928 

65 5012-17 2,945 891 

66 5013-1 3,234 978 

67 5013-2 3,280 992 

68 5013-3 3,280 992 

69 5013-4 3,280 992 

70 5013-5 3,280 992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71 5013-6 3,280 992 

72 5013-7 3,379 1,022 

73 5013-8 3,340 1,010 

74 5013-9 3,217 973 

75 5013-10 3,141 950 

76 5013-11 5,712 1,728 

77 5013-12 6,107 1,847 

78 5013-13 13,199 3,993 

79 5013-14 11,171 3,379 

80 5013-15 11,200 3,388 

81 5013-16 11,183 3,383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82 5013-17 12,755 3,858 

83 5013-18 5,831 1,764 

84 5013-19 5,801 1,755 

85 5019-12 2,596 785 

86 5019-13 2,595 785 

87 5019-14 2,595 785 

88 5019-15 27,986 8,466 

89 5019-16 41,887 12,671 

토지분양위치도

5012-1

5013-1

5012-2

5012-8

5012-9
5012-10

5012-11
5012-12

5012-13 5012-14 5012-15 5012-16 5012-17

5012-3
5012-4

5012-5

5012-6

5012-7

5013-2
5013-3

5013-4
5013-5

5013-6 5013-7 5013-8 5013-9 5013-10

5013-11

5013-12

5019-12

5019-13

5019-15

5019-16

5019-14

5013-13

5013-16
5013-17

5013-18

5013-19

5013-14
5013-15

식료품제조 ❸토지분양위치도

5018-1

5018-2

5006-1

5006-3

5015-1

5015-2

5015-3
5015-7

5015-8

5015-9

5015-10

5015-11

5015-5

5015-4

5016-8
5016-9

5016-2
5016-3
5016-4
5016-5
5016-6
5016-7

5016-11

5016-12
5016-13

5016-14

5016-15

5016-16

5017-1

5017-7

5017-8

5017-2

5017-3

5017-4

5017-5

5017-6

5017-9

5017-10

5017-11

5017-12

식료품제조 ❷

분양대상토지

식료품 제조업

3차 분양 4차 분양 예정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위치, 면적, 형상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대상토지

연관 업종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위치, 면적, 형상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위치, 면적, 형상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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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1 5003-2

5003-3

5003-4

5003-5

5003-6

5003-7

5003-8 5003-9 5003-10 5003-11

5019-1
5019-2

5019-3
5019-4

5019-5 5019-6
5019-7

5019-8

5019-9
5019-10

5019-11

연관업종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90 5008-1 17,672  5,346 

91 5008-2 15,755 4,766 

92 5008-3 13,439 4,065 

93 5008-4 17,245 5,217 

94 5008-5 19,773 5,981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95 5014-1 4,986 1,508 

96 5014-2 21,394 6,472 

97 5014-3 4,311 1,304 

98 5014-4 4,449 1,346 

99 5014-5 4,523  1,368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100 5003-1 5,325 1,611 

101 5003-2  5,742 1,737 

102 5003-3 6,394 1,934 

103 5003-4 4,803 1,453 

104 5003-5 4,516 1,366 

105 5003-6 4,558 1,379 

106 5003-7 4,618 1,397 

107 5003-8 4,548 1,376 

108 5003-9 4,845 1,466 

109 5003-10 4,726 1,430 

110 5003-11 3,960 1,198 

연번 가지번  면적(㎡)  면적(3.3㎡) 

111 5019-1 3,805 1,151 

112 5019-2 4,240 1,283 

113 5019-3 4,240 1,283 

114 5019-4 4,237 1,282 

115 5019-5 4,878 1,476 

116 5019-6 2,891 875 

117 5019-7 5,174 1,565 

118 5019-8 4,557 1,378 

119 5019-9  4,553 1,377 

120 5019-10 4,366 1,321 

121 5019-11 7,227 2,186 

토지분양위치도 토지분양위치도

5014-1

5014-2

5014-3

5008-5

5008-4

5008-1

5008-2

5008-3

5014-4

5014-5

음료제조

분양대상토지

음료 제조업

3차 분양

1차 분양

4차 분양 예정

4차 분양 예정



토지분양위치도

6003-1

6001

6002

6003-2

6003-3

6003-4

6003-5 6003-6

물류·연구 시설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위치, 면적, 형상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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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가지번  면적 (㎡)  면적 (3.3㎡) 

122 6001 33,414 10,108 

123 6002       18,129 5,484 

124 6003-1 14,968 4,528 

125 6003-2 15,310 4,631 

126 6003-3 14,542 4,399 

127 6003-4 9,591 2,901 

128 6003-5 9,755 2,951 

129 6003-6 6,505  1,968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식품허브로 

 육성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귀사를 성공의 세계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세계식품시장의 놀라운 

비전에 접속하십시오

www.foodpolis.kr

분양대상토지

물류·연구 시설

3차 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