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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국가가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출 기업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완화, 조세감면, 관세유보, 토지·건물 임대 등 최상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불자유무역지역은 서남권을 국제무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에 지정되었으며 현재 녹색성장산업과

첨단 주력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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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bul Free Trade Zone Summary

세계 주요 도시와 전국을 이어주는 교통 인프라, 혁신적인 세제혜택과 효율적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풍부한 자연자원과 산업자원까지 더해진 대불자유무역지역.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환경과

서비스로 세계가 주목하는 최첨단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새 역사창조  

대불자유무역지역이 함께합니다.

대불자유무역지역 개요

◎ 위 치

◎ 면 적

◎ 조성 기간

◎ 조성 배경

◎ 현 황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번지

총 면적 1,156,741.5㎡

2002년 11월~2008년 5월

- 서남권의 국제 비즈니스 거점 육성을 통한 동북아 진출 기지화

-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 입주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 바르질라현대엔진(유) 등 32개사

- 주요업종 :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조선기자재 등

- 고용인원 : 약 2,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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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도시와 직항으로 연결되는 무안국제공항, 5대양 6대주의 주요 항구와 연결되는 광양항, 서울과

2시간에 연결되는 고속철도, 전국 곳곳으로 뻗어있는 고속도로. 도시, 지역, 국가간 접근성이 뛰어난

초고속 교통 인프라로 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도로·항만·항공·철도의 완벽한 조화

기업발전을 가속화하는 초고속 교통망을 제공합니다.

┃Geographical condition지리적 여건

◎ 항  공

◎ 고속도로 

◎ 철  도

◎ 항  만

- 무안공항 : 연간 14만회 운항 가능(국내선:제주, 국제선:상해, 북경 등 12개 지역)

- 여수공항 : 국내선(서울 28회/주, 제주 21회/주)

- 광주공항 : 국내선(서울 14회/주, 제주 119회/주)

- 호남, 남해, 88올림픽, 서해안, 무안~광주, 영암~순천고속도로 등

 - 서울~목포 약 140분, 352.7㎞

• 광양항(2~5만톤급 20선석 확충) 

    - 운영선석 : 현재 14선석 운영(5만톤급 10선석, 2만톤급 4선석)

• 목포신항(2~3만톤급 9선석 확충) 

    - 운영선석 : 현재 5선석 운영 (3만톤급 공영부두 1, 다목적부두 3, 시멘트부두 1) 

Daebul Free Trade Zone 대불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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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bul Free Trade Zone related industry

조선•기계산업부터 그린에너지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생산성과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는 산업환경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까지 펼쳐진

서해안 산업벨트는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위치

◎ 기회요소

◎ 전망

◎ 투자대상

◎ 위치

◎ 기회요소

◎ 전망

◎ 투자대상

◎ 위치

◎ 기회요소

◎ 전망

◎ 투자대상

업종 간의 연계로 시너지창출을 극대화 하는 산업 인프라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의 출발점입니다.

대불자유무역지역 연관산업 

조선·기계산업

- 대불산단, 신안·고흥 조선타운 등 전남 서남부권역

- 세계 5대 조선소인 현대삼호와 미포조선 위치

   전남조선타운 1,874만㎡ 조성

- 중형 조선산업육성을 위한 집적화단지 조성과 클러스터 구축

- 조선소, 조선기자재업, 레저선박 건조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 서남해안 일원

- 서남해 일원은 전국 최고의 일사량(4KWh/㎡.day이상), 전국 최대 풍력지,

   전국 최고 조류속도, 에너지밸리권역산단으로 나주 한전 본사와 접근이 용이

- 전국 최고의 석유화학 및 수소 산업단지

- 태양광·풍력·조력발전소, 수소연료 전지제조, 바이오연료 등

항공우주산업

- 전남 고흥 나로도 일원

-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우주천문과학관 조성

- 세계 13번째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기지

- 항공우주기자재, 우주항공첨단기술, 우주과학관, 레포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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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기회요소

◎ 전망

◎ 투자대상

◎ 위치

◎ 기회요소

◎ 전망

◎ 투자대상

◎ 위치

◎ 기회요소

◎ 전망

◎ 투자대상

◎ 위치

◎ 기회요소

◎ 전망

◎ 투자대상

자동차산업

신소재산업

생물산업

광산업

- 목포·광양만권, 영광 대마산단

- 광양항, 목포항 등 국제항만 활용한 자동차 및 부품수출 용이
- 삼호 나불랜드에 미래신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단지 조성 예정

- 자동차부품연구원, 미래첨단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견인

- 첨단 자동차 생산, 자동차 부품 생산, 경주용 자동차산업, 수제자동차 생산, 튜닝산업 등

- 순천(율촌1산단,해룡산단), 보성, 목포 고흥 등 전남 동서부권역 

- 중국 최대시장인 상해와 인접, 대중국 전진기지에 용이, 광양제철,
   여수석유화학산단, 마그네슘판재 공장 소재하여 원자재 확보 원활,
   광주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광주공장 부품공급 용이 

- 신소재산업지원센터, 전남 테크노파크 운영 

- 마그네슘 합금, 세라믹, 자동차부품, 조선 등

- 나주, 화순, 장성 등 광주 근교권, 전남 중북부 권역

- 청정해조류, 천일염, 친환경농산물 세계 5대 갯벌 등 전국 최고의 원자재 조건
   약초재배에 적합한 아열대성 기후

- 생물산업지원 연구센터, 해양생물연구센터, 한방연구센터, 백신연구센터 등 운영

- 친환경농산물 및 수산물 가공, 기능성 식품, 생물 및 한방의약 등 

- 광주광역시권 일원

- 세계 5대 光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집중육성 (광산업 집적화단지, LED 밸리조성) 

- 산학연 연계기능이 복합된 국내 유일의 광산업 클러스터 구축

- 광통신, 광원, 광정밀기기, 광소재 등

Daebul Free Trade Zone 대불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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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ed professional manpower

◎

◎

첨단 기술력을 지닌 최고급 산업인재의 메카 

기업의 무한 성장에너지를 풍부하게 지원합니다.

41개의 대학, 78개의 특성화고, 512개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매년 약 15만 명의 산업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맞춤형 전문인력 

연간 지역대학에서 5만여명 고급인력배출,

전문계 고교 및 직업훈련기관 10만여명 기능인력 양성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계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로 우수한 산업인력 확보

＊ 광주 – 전남 41개 대학, 특성화고 78개, 직업훈련기관 512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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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ak new town

환경친화적인 주거여건과 우수한 교육환경  

삶의 질까지도 차원이 다릅니다

전국 최초로 클린에너지 표준 모델도시를 지향하는 생태도시인 남악신도시가 10분거리에 인접해 있어

최상의 주거환경과 문화, 교육여건을 자랑합니다. 남도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유서 깊은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행정업무 중추도시, 국제교역 중심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를 목표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도청 소재지) 

◎ 대상지역

◎ 개발면적

◎ 개발단계

◎ 사업규모

◎ 상업

- 목포시 옥암동 석현동, 무안군 삼향읍, 일로읍 일원

- 14,539천㎡

- 남악신도시 총 개발계획은 총 3단계로 옥암, 남악, 오룡지구가 1단계이며, 임성지구 2단계,
   마지막 망월지구가 3단계 2013년 11월 옥암 및 남악지구는 완공되어 있으며 임성지구와 망월지구는 개발 중

- 계획인구 150,000명/45,000세대

- 대형 아울렛 및 마트 등 입점 

Daebul Free Trade Zone 대불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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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고효율을 극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기업의 창조적 진화를 촉진합니다.

대불자유무역지역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그리고 금융업, 세무·회계업, 음식업 등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한 업무지원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  

기    준 내    용

수출 주목적 제조업
과거 3년 기간 중 1년 연속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0%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투자가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지식서비스산업(수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
으로 하는 도매업

복합물류관련산업

입주기업체 지원업종

과거 3년 기간 중 1년 연속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5% 이상

과거 3년 기간 중 1년 연속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50%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이상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산업 복합물류(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및 국제물류 관련 업종

금융업, 통관업, 세무업, 해운중계업, 정보처리업, 음식점업 등

주요 입주시설  

◎ 공장용지

◎ 아파트형 공장

◎ 지원시설동

- 입주형태 : 기업의 특성에 맞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 임대

- 용지면적 : 949,310㎡

- 입주형태 :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 가동되는 아파트형 공장 임대

- 건물면적 : 57,292㎡ (경공업형 36,265㎡, 중공업형 21,027㎡)

- 입주형태 : 금융업, 세무·회계업, 음식업 등 편의시설 임대

- 건물면적 : 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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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허가에서 인센티브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주기업의 역동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입주허가부터 조세감면, 관세유보, 파격적인 세제혜택등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까지

대불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인센티브  
◎ 임대료(2년마다 변경)

재산별 용  도  별
적용
기간

㎡당 월
임대가격(원)

토지

건물

토지

및 

건물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청사동

업무지원동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 A동 및 D동
- B동 및 C동
- E동 및 F동
- G동 

청사동, 업무지원동, 표준공장 옥상층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기준(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공통조건]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

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

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75%감면

100%무상

100%무상



13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관세유보
◎ 감면대상 : 입주기업전체

◎ 감면내용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영역 밖의 지역으로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

-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

부가세 영세율 
◎ 감면대상 : 입주기업전체

◎ 감면내용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

감면대상 지원내용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외국인투자금액 1,000만불 이상인 제조업종

외국인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인 물류업종

법인세(소득세)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감면)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는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율 및 기간을 

15년 범위 내 각각 조정 가능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용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 3년이상, 고용인원 30인이상
•입지투자보조금 : 30%

•설비투자보조금 : 14%

기업 3년이상, 고용인원 10인 이상

신규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신규고용이 상시고용 인원의 10% 이상

신증설기업지원

국내복귀기업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도내투자기업

기업당

60억원 한도

기업당

50억원 한도

해외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2년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최근 2년간 조선기자재업 매출이

총매출액의 30%이상, 고용 5인 이상 

새로운 업종 또는 다른업종 매출액 30%

이상 늘리는 경우

우리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 이전하는 기업

•설비투자보조금 :14%

•입지투자보조금 : 30%

•설비투자보조금 : 14%

•설비투자비의 중견기업 11%

중소기업 14%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

Daebul Free Trade Zone 대불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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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TYPEA TYPE B TYPEA TYPE

8,670 9,244 7,326 6,375

90x16 64x36 89.6x56

2 2 12

4 3 24

4.5 9.0 10.84.5

1F 2,249㎡

4.5m 600Kgf/㎡ 750kW3F 2,295㎡

180㎡

4F 2,225㎡

2F 2,295㎡

1F 2,929㎡

9m 1,200Kgf/㎡ 750kW
3F 3,468㎡

167㎡

2F 726㎡

아파트형 공장 입주안내 

아파트형 공장 유형

아파트형 공장 위치 및 면적

◎ 위치

◎ 규모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번지 대불산업단지내 자유무역지역

- 경공업형 4개 동 35,829㎡

- 중공업형 3개 동 21,027㎡

구  분

시설수(개동)

연면적(㎡)

층수

높이(m)

공장면적(㎡)

경공업형 중공업형

세부면적

경공업형

중공업형

층 면적 높이 하중 배치 전기용량

층 면적 높이 하중 배치 전기용량

옥탑

공장, 사무실

공장, 사무실

전기실,기계실

전기실Roof

공장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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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입주형태 및 임대비용

임대료 : 643~683원/㎡

임대차 기간 : 50년

임대보증금 : 6개월 분의 임대료 등

공동부담금 : 13.41원/㎡/분기

입주자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수출)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 단, 환경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제조업 등은 제외되며 선박관련 업종 중 전기, 전자, 통신 등 핵심 

   부품관련 업종은 가능

부대시설

편리한 주차시설 완비

승강기 : 승용 2대(17인승), 화물용 2대(4ton)

대불자유무역지역 입주 문의

주 소 : 우) 58453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번지

          (대불자유무역지역 수출산업과)

◎ 전화 : 061-464-0746~7 팩스 : 061-464-0751

Daebul Free Trade Zone 대불자유무역지역

◎ 홈페이지 : www.motie.go.kr/ftz/daebul



Daebul Free Trade Zone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주 소 : 우) 58453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번지
          (대불자유무역지역 수출산업과)
전화 : 061-464-0746~7 팩스 : 061-464-0751
홈페이지 : www.motie.go.kr/ftz/daeb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