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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요특구개요

지정일 : 2010. 11. 16

사업기간 : 2010~2017년(8년)

사업비 : 722.5억원(국비 313.5, 도비 98, 군비 96, 민자 215)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신지면 대곡리 일원

면적 : 138,964㎡

완도 해조류 건강·바이오 특구 현황완도 해조류 건강·바이오 특구 현황

완도읍

해조류 웰빙축제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 : 2012 ~ 2017 (매2년개최)

위치 : 완도읍 해변공원 일원

사업비 : 4억원(군비)

내용 : 해양건강식품전시회, 학술회의, 문화행사 등

해조류 수중체험 (해조류 박람회 연계)

기간 : 2012 ~ 2017

위치 : 완도군 일원

사업비 : 2억원(군비)

내용 : 스킨스쿠버, 해양스포츠교실 운영

신지면

해조류 헬스팜단지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

기간 : 2012 ~ 2017

위치 : 신지면 대곡리

면적 : 45,321㎡

사업비 : 120억원(국20, 지20, 민80)

내용 : 관리동 1동, 펜션 7동(66실)

해양생물 신약연구단지 (민자유치)

기간 : 2012 ~ 2017

위치 : 신지면 대곡리

면적 : 6,000㎡ / 부지 16,665㎡

사업비 : 230억원(국161, 지46, 민23)

내용 : 당뇨, 소화기 질환치료, 신체면역강화 물질개발

해조류 건강바이오식품 연구단지 (민자유치)

기간 : 2012 ~ 2017

위치 : 신지면 대곡리

면적 : 3,000㎡ / 부지 17,119㎡

사업비 : 180억원(국72, 지72, 민36)

내용 : 해조류를 소재로 한 건강보조식품(성인병, 비만)개발

해조류 연구소 건립

기간 : 2010 ~ 2011

위치 : 신지면 대곡리

면적 : 2,000㎡ / 부지 19,039㎡

사업비 : 48억원(국19, 지29)

내용 : 해조류 종묘은행, 우수종묘 보존 및 연구개발

해양생물 연구교육센터 지원(조선대)

기간 : 2010 ~ 2013

위치 : 신지면 대곡리

해조류 스파랜드 건립

기간 : 2010 ~ 2011

위치 : 신지면 대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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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신지면 대곡리

센터현황

규모 : 5,207㎡ / 부지 26,129㎡

사업비 : 100억원(국50, 지25, 조선대25)

지원사업비 : 2억원(국1, 군1)

내용 : 해양생물 신소재연구, 산학공동 연구개발 지원

위치 : 신지면 대곡리

면적 : 4,328㎡ / 부지 5,874㎡

사업비 : 83.1억원(국20.5, 민62.6)

내용 : 해조류 기능성식품 전시판매장, 해조류 SAP, 숙박시설

농공단지

해양바이오 산업센터 운영

기간 : 2010 ~ 2017

위치 : 완도읍 죽청리

센터현황

규모 : 3,512㎡ / 부지 8,817㎡

사업비 : 100억원(국50, 지50)

지원사업비 : 40억원(국20, 지20)

내용 : 해양바이오 연료 파일럿 플랜트 구축, 해조류식품 고차가동 R&D, 벤처기업보육지원

지정사유지정사유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로 풍부한 해양생물 자원을 보유한 지역

특구 지정을 통해 기존 1차산업, 단순가공 위주의 해조류 산업을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역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특구 특화사업특구 특화사업

해조류 건강단지 조성 (2010 ~ 2017)

완도 해조류 스파랜드 건립

기간 : 2010 ~ 2011

사업 : 5,874㎡

내용

해조류 전시판매장, 해조류 SAP

세미나실, 객실 30개

11년 6월 2일 개장

해조류 헬스팜단지(해양펜션단지)조성

기간 : 2012 ~ 2017

사업 : 32,399㎡

추진실적

지방재정 투·융자 실사

사업시행 승인(국토해양부,도)

사업실사설계 용역 완료('11. 7. 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 : 2012 ~ 2017

내용 : 해조류 건강식품 전시회 학술회의, 문화행사 등

추진실적

기간 : 14. 4. 11 ~ 5. 11(31일간)

장소 : 완도항~해변공원~장보고 유적지 완도 엑스포벨트

전시관 운영(5개), 학술회의 개최, 해조류체험장 등 체험프로그램 운

영

해조류 수중체험

기간 : 2012 ~ 2017

장소 :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

내용 : 스킨스쿠버, 해양스포츠 교실 운영

추진실적 : 14년 지역맞춤형 교육으로 스킨스쿠버 전문인력 교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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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연구단지 조성 (2010 ~ 2017)

해양생물 연구교육센터 지원

기간 : 2010

추진실적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건립

중앙부처 R&D 사업추진 : 7건 등

한국수산벤처대학 위탁 운영

해양바이오 산업센터 지원

기간 : 2010

추진실적

본관동, 공장동 건립

시설장비 구입

센터 및 공장동 시설장비완료('11,12월)

해조류 연구소 건립

기간 : 2012

사업량 : 본관동1, 배양동1

내용

해조류 종묘은행

우수종묘 보전 및 연구개발

추진실적 : 연구센터 준공('10. 12월)

해조류 건강바이오 식품연구단지 및 해양생물신약연구단지조성

기간 : 2012 ~ 2017

추진실적 : 식품연구소 및 제약연구소유치 추진중

규제특례 활용현황규제특례 활용현황

규제특례규제특례 적용범위적용범위

특구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지주이용 간판 1개(지면높이 10m, 면적 50㎡, 합계 150㎡이내)

특구법 제36조의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특구내(해조류 헬스팜 단지) 신지면 대곡리 일원 3필지 967㎡

특구법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해조류 개발 생산품 및 해조류 가공식품, 해양생물신약연구소, 해조류 건강바이오 연구소 등을
통해 개발된 해조류 기능성 건강식품 및 기타 해조류상품

특구법 제36조의13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중 일부사업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절차 완화 (해조류 건강바이오 식품연구단지 조성,
해양생물신약연구단지 조성)

특구법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특구내 완도해조류 원료로 개발한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 의약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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