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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추진
1982년 : 수도권정비계획법,1994년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2004년 :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구성 –지역균형발전 7대 전략과제 선정 추진
2008년 : 5+2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역격차문제 심화
수도권 과밀집중 및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 심화 –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 필요
민간 주도의 경제 및 규제완화 분위기 편승한 정책의지 퇴색
서로 다른 법 집행 주체간 부조화 및 정책의지 결여 – 부처간 경쟁/ 선언적 추진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추진
광역경제권별 핵심 선도산업 글로벌화 및 고부가가치화– R&D, 국제협력 S/W 집중
핵심 선도산업과 연계한 인력(Human Capital) 양성- 권역별 거점대학 지정 육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SOC확충(도로,철도,관광기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추진

Ⅱ. 5+2 광역경제권 발전의 정책기조
1. 기본방향과 전략

비전

기본방향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지역주도 발전
지역간 협력상생을 위한

동반발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단위 차별화된 발전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구축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향 등 분권강
화
수도권 지방
상생발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계획 개발권 강화 등

기존시책 발전 보완

혁신 도시,행정중심도시, 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 획기적 제고,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

Ⅱ. 5+2 광역경제권 발전의 정책기조
2. 외국 광역경제권 사례

영국

• 잉글랜드 주를 9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
• 템즈강 사례 : 2003년 경제가 낙후된 템즈강 관문지역
을 살리기 위해 3개 행정구역을 묶어 대규모 투자

일본

• 2002년 11월 국토심의회에서 광역계획의 필요성 제기
• 2005년 국토형성계획법 제정, 수도권과 중부권 등 8개 권역 확정

프랑스

• 지속가능한국토계획발전기본법(1999.6.25), 코뮌간협력간소화
및강화법(1999.7.12), 도시연대및재생법(2000.12.13) 제정
• 공공행위의 목표로 사회적 연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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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광역경제권 사례(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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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경제권 추진전략

2. 관련기반구축
- 개발 및 생산용지 공급확대
- 맞춤형 규제개선

1. 선도 프로젝트 추진
- 핵심선도산업 육성
- 지역인력양성
- 인프라 구축(도로,철도 등)

5+2 광역경제권별
특화발전 비전 달성
3. 추진체제확립
- 광역발전 협의회 설치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모의 경제화, 지역간 연계·상생, 지역별 특화,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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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지역차원

• 광역경제권발전추진회의
- 균형위 중심
- 시도지사
- 지역기업인 대표

중앙차원

• 광역발전협의회
- 시도 및 민간대표
• 광역발전지원단
- 관계공무원
- 민간전문가
- 사무국 역할

Ⅲ.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선도프로젝트
1. 광역경제권별 경제지표
(200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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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 선도산업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에너지 – 그린에너지산업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관광

저탄소-녹색성장 산업정책 기조에 부합
그린에너지 기업 중심의 생태계 구축,
동해안 초광역권 에너지클러스터와 연계

에너지
이동통신

이동통신 – IT융복합산업
모바일, 로봇, 의료기기 중심 IT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
光소재

수송기계
융합 부품소재

기존 대구경북전략산업 클러스터와 연계
선도산업
광역권 중심의 비교우위적 경쟁력 확보
산업생산-연구개발-인적자원-대학특성화
글로벌 산업트랜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물산업
관광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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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도프로젝트

Ⅲ.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선도프로젝트
4. 초광역권 프로젝트

남북교류 접경벨트
초광역
개발권
남해안선
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 발전 비전

• 중국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차세대 IT, 자동차, 철강, 물류
등 주력산업중심 융합산업 육성

동해안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및 환동해권
에너지관광벨트 관광레저거점으로 육성
남북교류
접경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 성장거점을 구축하여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기간산업 물류 관광중심지 육성

• 평화정착 교류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 단지개발 및
생태계환경자원 보존 등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해한산벨트

Ⅲ.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선도프로젝트
5. 환동해안 에너지벨트 구축

 사할린 및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환동해 PNG 라인 구축 및 전력망 구축

 바이오에너지 초광역연계사업

Ⅳ.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사업 추진방향
1. 비전 및 추진전략

Vision

발전전략

선도
프로젝트

환동해권 첨단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신성장지대

환동해권, 에너지벨트, 내륙IT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육성
역사, 전통문화유산에 기반한 환동해권 지식산업 신성장지대

내륙-동해안 연결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동남임해공업벨트와 동해안에너지벨트간 연계를 위한 동해고속도로 확충

(울진-포항-영덕)
내륙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동남권과 연계 개발)
다핵 거점형 광역권 성장을 위한 대구외곽순환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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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도산업 : IT융합 분야(1)
대구·경북지역은 IT산업을 기반으로 IT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별 산업간 연계가 활발함
- 특히 메카트로닉스, 모바일, 정보가전 분야와의 연계가 활발함
- 대경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장비, 모바일, 로봇산업의 후방산업간 연계가 활발함

대구경북 IT분야별 타 산업 응용기업 현황

구분

섬유

메카트로
닉스

나노

모바일

전통생물

정보가전

기타

16 (35.6%)

1 (2.2%)

11 (24.4%)

4 (8.9%)

3 (.7%)

54 (12.2%)

3 (.7%)

RFID/USN

45

1 (2.2%)

7 (15.6%)

모바일

441

5 (1.1%)

19 (4.3%)

6 (1.4%)

356 (80.7%)

임베디드

94

4 (4.3%)

23 (24.5%)

4 (4.3%)

41 (43.6%)

22 (23.4%)

디스플레이

429

1 (02%)

64 (14.9%)

4 (.9%)

126 (29.4%)

285 (66.4%)

전자부품

1,097

9 (0.8%)

189 (17.2%)

6 (.5%)

396 (36.1%)

559 (51.0%)

합계

2,106

20(0.9%)

303(14.4%) 20(0.9%) 935 (44.4%)

* 기업 수 : 5개 산업분야 간 기업 중복 있음.(사업분야 중복기업의 경우)

4 (0.2%)

3 (.7%)

931 (44.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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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도산업 : IT융합 분야-의료장비(2)
대구·경북 첨단의료장비 분야 인프라 현황
생산
프로소닉, 자원메디칼, 벡톤디킨
슨코리아, 메가젠, 맥섬석지엠, 신창메디칼
세양엠텍, 세신정밀공업사, 명문
치과기공소, 한국데지마, 세진물산, 세기스타,
조은소리보청기, 덴티스, 유연엔지니어링 등

연구개발

지원기관

, 포항지능로봇연구소)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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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도산업 : IT융합 분야-의료장비(3)
의료장비 전후방산업 및 연관산업 활용을 통한 의료비즈니스벨트 구축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비지니스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육성에 대한 요구 증대
- 대구․경북지역은 첨단 융합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의 후방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의료기기 산업의 수요기반이 충분하여 첨단의료 연구기반 및 입주예정인 대기업 등의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지원기반 구축이 절실함
대구·경북 첨단의료장비 분야 추진전략

포항의 MEMS특화연구센터, 지능로봇연구소, 나노기술집적센터, RIST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용 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대구의 우수한 재활관련 첨단의료기기 업체 및 노하우, 우수 공학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재활의료기기 R&D 및 생산기반 구축
대구의 임상 및 전문인력과 구미의 IT기술기반을 결합한 건강진단용 u-Health 기기 생산
기반 조성
대구의 재활의료기기, 포항의 u-Health기기(PET, US, CT 활용), 의료용로봇 등을 연결하
는 첨단의료장비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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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도산업 : IT융합 분야-모바일·로봇(3)
대구·경북 모바일·로봇 분야 추진전략

모바일융합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Hub) 조성
- 모바일산업의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유지 및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모바일 글로벌
허브(Hub)조성
- 모바일 융합기술 및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확보를 통한 세계 1위의 모바일 생산거점
및 기술주도형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실용로봇산업 선도를 위한 실용로봇 비즈니스벨트 구축
- 실용로봇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Hub) 구축
- 세계시장선도 및 차세대 로봇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선도 실용로봇 비즈니스벨트 구축
대구·경북 모바일·로봇 분야 기대효과

국가위상 : 세계 모바일 시장 점유율 1위 (1억대 → 4억대(‵12))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 7%
지역위상 : 세계 모바일․실용로봇 융합산업 허브 구축
수출 : 420억불1) (전국대비수출 비중 : 22.3%(‵07)→ 60%)
고용 : IT산업 포함 지역 내 상시종사자 15만명 달성 (현재 10만명)
/로봇산업 분야 27만명 고용 달성

Ⅳ.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사업 추진방향
2-1. 선도산업 : IT융합 분야-모바일·로봇(4)
대구·경북 대구경북 모바일․실용로봇 비즈니스 벨트

Ⅳ.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사업 추진방향
2-2. 선도산업 : 그린에너지(1)
구분

주요기술

신재생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화석연료 CTL(석탄액화), GTL(가스액화),
청정화
효율향상

CCS(CO2 포집, 저장)
LED,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초전도

9대 중점기술분야(성장동력산업화)
<제1그룹, 조기 성장동력화>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거나, 국내 연관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 ⇒ 산업화 집중 지원
<제2그룹, 차세대 성장동력화>
세계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
확보가 시급한 분야 ⇒ R&D 및 실증 집중투자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수소연료전지, GTL/CTL(가스/석탄액화),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CCS(CO2 포집․저장), 에너지저장

* GTL(Gas To Liquid),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Ⅳ.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사업 추진방향
2-2. 선도산업 : 그린에너지(2)

경북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05년

• 전국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5.7%

경북 신재생에너지 보급잠재량

• 전국대비 보급잠재량 10.4%

Ⅳ.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사업 추진방향
2. 선도산업 : 그린에너지(3)
LED산업
에피밸리(칩, 구미), 실트론( 칩, 구미),
희 성 전 자 (PKG, BLU, 대 구 ), LPD(BLU,
LCD, 구미), SLC(자동차 전장조명, 경산),
LG 마이크론 등 50억 이상 LED 업체가
다수 존재

구분

대구경북권 태양광 주요 기 업

비고

모노실란(가스) 소디프신소재(영주)
폴리실리콘

웅진그룹(1조원, 상주), (주)에너지소스(5천억, 포항)

잉곳/웨이퍼

LPD, 실트론(구미),신안SNP(대구), TPS(대구)

셀/모듈

STX솔라(2000억, 구미), 미리넷솔라(100MW,대구),
태양기전(대구)

모듈

에타솔라(100MW,경산), 경원( 50MW, 영천)

장비

세미머티리얼즈(영천),아바코(대구),CIS(대구)

발전

독일이퓨론(4억달러, 울진), 삼성에버랜드(1800억원,
김천),
일본오릭스(2억달러, 울진),

단결정
잉곳

풍력산업
서한ENP(3200억원, 부품산업, 경주),
동국SNC(풍력포항/영덕39.6MW),
스페인악시오나(1억$, 영양150MW계획,
포항120MW계획,
김천200MW 계획)

엑슨모빌(구미), 백셀(구미)
신일본석유-GS칼텍스(1000억, 구미)

Ⅳ.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사업 추진방향
2-2. 선도산업 : 그린에너지(4)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업체 대규모 유치현황]
• 상주 : 웅진그룹 폴리실리톤 공장(2012/5조원)
• 구미 : LG 계열사 , STX그룹이 태양전지 공장설립 예정
• 포항 : 에너지소스 폴리실리콘 5촌옥
• 김천 : STX , 삼성 등
- 최근 2년간 경북으로의 유치자금 8조 3천억원 -

울진
원전

봉화

영주
•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예천
문경

영양

영덕

• 태양광발전단지(300kW)조성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구미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의성

상주

전자부품 산업벨트

구미

청송

철강소재 산업벨트

군위

포항

김천

영천

칠곡

풍력발전산업단지 (355MW)조성

[각종 기관 및 에너지인프라 유치계획]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 유엔기후변화에너지구소
• 탄소배출권거래소
• 기후변화시범도시 지정
• 원자력발전소 8기

• 풍력발전 24기
(96,680MW)
• 태양광발전
(396,680kW)

안동

• 태양광발전단지(306만kW)

• 한국전력기술

에
너
지
산
업
벨
트

• 울진(운전 6기, 증설 4기)

성주
대구
고령

기계/자동차부품소재 산업벨트

경산

경주
원전

• DGIST

• 나노기술 집적센터
• 지능로봇연구소
• 광 가속기 연구소
• RIST
•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 포스코파워內 연료전지사
업
• 월성(운전 4기, 증설 4기)

청도
• 태양광발전소(800kW/일)

울산

• 유비쿼터스임베디드센터

[2010년 완공 및 이전]
• 양성자가속기
• 중저준위 방폐장
• 한국수력원자력
[기타]
• 동해환경에너지센터(2008년)
• 산업단지(7), 기업(323)

Ⅳ.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사업 추진방향
2-2. 선도산업 : 그린에너지(5)
구분

항목

250억(국비/년)

신규센터 설립

○ 친환경에너지지원센터
○ 전지시험인증센터
○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단 설립

관련기반조성

○
○
○
○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
원자력산업클러스터 구축
신재생 및 원자력에너지관련 산학연기관 유치사업
에너지산업육성특별법 제정 추진

20억

R&D

○
○
○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2차전지 및 열전발전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고효율기술개발사업
원자력 및 양성자가속기이용기술개발사업

60억

인력양성

○ 에너지전문대학 및 특성화 대학원 인력양성사업
○ 국제공인인증 에너지전문가양성사업
○ 온실가스계수 및 집계 등 인벤토리시스템 구축 인력양성사업

40억

기업지원서비스

○ 에너지부품소재은행 : 국내외 전문인력pool, 기술컨설팅, 동향분석제공, 시제품생산지원 등
○ 에너지기업지원사업(마케팅, 홍보, 디자인, 기술경진대회 등)
○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활용 기업지원(도 및 시군 조례)

40억

산학연 연계

○ 에너지관련 산학연협력단 운영사업
○ 대/중소기업, 이종/동종기업간 연계협력지원사업

20억

국제협력

○
○
○
○

Infra

S/W

중점사업

N/W

국내외 홍보 및 시장개척사업
국내외 선진기관연계사업
국제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사업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회의 개최 등

50억
70억

140억

40억
20억

Ⅳ.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사업 추진방향
2-2. 선도산업 : 그린에너지(6)
□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2년 이후 :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 가시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생산규모 : 2012년 170억달러,
2030년 3,000억달러
고용규모 : 2012년 10만 5천명, 2030년 154만명
< 그린에너지산업의 시장점유율 및 보급률 예측 >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규모 예측>

경북(잠재량 10%산정)

1.3%
15
0.5%

1

경북(잠재량 10%산정)

Ⅴ.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및 정책과제
1. 추진체계(조직, 기능, 재원)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권역별 (가칭: 광역발전협의회)구성 및 상설지원단 설치
광역발전협의회 : 시도 및 민간대표로 구성
광역발전지원단 :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사무국 역할

광역경제권추진협의체 기능

산업단지 조성권, 기업유치권, 차등인센티브 부여권, 산업입지 임대제 부여 권한
지역산업정책 조정권, 예산배분기능 수행, : 산업입지-연구개발-인력양성 통합조정권
지역간 과당경쟁 조정 및 협력촉진, 조정-평가-배분기능 수행

광역경제권 재원-공동세제 도입

공동세 도입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공동세원화 방안
광역경제권 중심 선도산업관련 기업유치기금 조성, 투자자문회사 설치 운영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의 일정분을 광역경제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Ⅴ.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및 정책과제
2. 정책과제(1)

산업입지 중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산업생산-연구개발-인적자원(대학 특성화)을 연계한 산업입지 정책
전통 및 전략산업의 지식기반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특성화 다핵거점
광역경제권별 거점산업단지 지정 육성

소규모 단지의 클러스터화

소규모 산업단지의 클러스터화와 클러스터간 연계전략의 마련
소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서비스 기능 및 R&D지원 네트워크 강화
HUB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략산업 클러스터와의 벨트화

신규 산업단지 조성확대

신규 산업단지 조성 확대와 기존 산업단지의 재구조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
복합적 토지이용, 산업용지 임대제, 민간참여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모색

Ⅴ.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및 정책과제
2.정책과제(2)

광역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광역클러스터 추진 및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를 을 위한 플렛폼 설치 운영

기술융합 공동지원센터 설립

R&D선도형 산업생태계 구축- 기술융합형 공동기술지원센터 설립
광역경제권 기술-경영컨설팅, 국제협력 및 마케팅사업 공동추진
산학연관 광역거버넌스체계 구축

선도산업 관련 공동인력양성체계 구축

선도산업관련 과학기술대학원 대학 설립- 대기업 유인형 인력양성 및 R&D체계 구축
선도산업 관련 공동인력양성체계 구축 – 고기술선도인력 및 중견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선도산업 관련 글로벌 인력양성체계 구축 –외자계 기업 R&D센터 유치 지원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