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의 산업단지 성공 신화, 

이번에는 서오창테크노밸리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주요 국내기업이 입주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중심 지역에 중부권 첨단 산업의 핵심이 될 산업단지를 개발합니다.

중부권 첨단산업의 중심을 바꾼다

청주사무소 [28377]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906호(강서동, BYC빌딩 9층)

서울본사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5층 ㈜한화도시개발

TEL [청주] 043.239.2131~2   [서울] 02.729.5927   FAX [청주] 043.239.2133   [서울] 02.729.5818
MAIL westoc@hanwha.com WEB www.hcd21.co.kr

문의

043.239.2131~2

한화도시개발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 본청약 접수중
향후 최우선 용지공급 혜택 부여! 

오창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최인접 산업단지



성공을 잇다 - ① 입지조건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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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일원

 (서오창TG 연접(약 1km))
면적 905,409m2(약 27.3만평)
사업기간 2019년-2023년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
(2024년 개통 예정)

세
종

방사광가속기
사업부지

서오창테크노밸리2km

중부권 산업·물류 최적지 서오창테크노밸리

서오창IC에 직접 연결되는 서오창테크노밸리는 경부·중부·제2경부(서울 -세종) 고속도로까지 빠르게 

연결됩니다.

•교통여건 KTX·SRT 오송역(경부선 및 호남선, 약 20분), 청주국제공항(약 12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북청주역(약 12분, 2022년 완공 예정), 청주 북부터미널(약 5분, 2020년 5월 준공 완료)

내일을 보다 - ② 입주여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도시, 청주

중부권 핵심도시 청주시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핵심소재 등 미래 주력산업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반도체 SK 하이닉스

•바이오·헬스 LG생활건강, 셀트리온, 유한양행, 녹십자, CJ헬스케어, SK케미칼 등

•이차전지·첨단소재 LG화학, 삼성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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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 교육도시

인구 85만명의 대도시 청주시는 8개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풍부한 인재들이 안정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며, 오창과학단지의 쾌적한 주거 

환경은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합니다.

•오창과학단지 주거·상업지구(2km)

•청주(85만명, 8개 대학) 도심과 인접하여 생활 편의 및 인력 수급 여건 우수

SK하이닉스 35조원 투자

SK하이닉스는 인근 청주테크노폴리스에 2018년 준공된 반도체 공장을 포함하여 향후 10년간 35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협력업체 

및 기타 기업의 이전 수요 등 빠른 속도로 산업시설의 확장이 예상됩니다.

산업단지 미분양율 0%

청주시는 여의도 6.2배 면적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미분양율은 0%(2020년 6월 기준)로 산업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오창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한화도시개발의 산업단지 성공 사례

산업단지 조성 민간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한화도시개발이 계획부터 준공까지 책임 시행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서오창테크노밸리는 입주 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가치를 제공합니다.

경쟁력 있는 분양가

오창의 도심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인근 산업용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분양 예상가격 : 산업용지 115만원대, 복합용지 125만원대

※  상기 예상가격은 산업단지계획 최종 수립 후 조성원가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예정입니다.

가치를 듣다 - ③ 투자조건

미래 투자가치를 위한 선택, 서오창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오창테크노밸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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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용지 예상 분양가

주변 

기존 산업용지 시세

115
만원대/3.3㎡

130~
150 
만원/3.3㎡ 이상

차량 2분거리

가격 변동(만원/평)

최초분양가

거래가

※ 위치·면적·시기·조건·기타 제반 여건 등에 따라 용지별 시세 차익 발생 여부 및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액 확인 기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및 부동산 거래자료 기준 

90%

25%

172

215 183

아산테크노밸리 경기용인테크노밸리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용지종류 산업용지

•분양일자 2010년 12월
•거래일자 2018년 10월

•용지종류 복합용지

•분양일자 2017년 6월
•거래일자 2019년 6월

•용지종류 산업용지

•분양일자 2013년 12월
•거래일자 2016년 7월

137

72

20%

153

미래를 짓다 - ④ 토지이용계획 05

구분
토지이용계획표(안)

면적(㎡) 구성비(%)

산업시설용지 472,062 52.1

복합용지 135,557 15.0

지원시설용지 23,536 2.6

공공시설용지 268,031 29.6

합계 905,409 100.0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특화된 단지설계

•다양한 면적구성 중소형(500평 이상)부터 대형면적까지 기업의 폭넓은 선택권 충족

•폭넓은 유치업종 네거티브 업종과 복합용지를 통한 사업 확장 기회 제공

•편리하고 쾌적한 기업환경 다양한 기업지원 기능을 갖춘  편의시설과 공원, 하천 등 친환경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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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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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지방도)

※ 상기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분양수요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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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미래를 짓다 - ⑤ 유치업종계획 혜택을 누리다 - ⑥ 사전모집

사전 입주의향기업 프리미엄 혜택

입주의향서 제출 및 본청약 기업에게는 어떠한 리스크 부담도 없이 원하는 입지의 산업용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한화도시개발이 만드는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의향서 접수 및 본청약 안내

접수대상  당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정해진 입주대상시설을 설치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자

접수서류  입주의향서 1부

 - 입주의향서 양식은 한화도시개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www.hcd21.co.kr)
 - 입주의향서 작성 날인 후 제출(설문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접수방법  [방문/우편] 청주사무소 [28377]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906호(강서동, BYC빌딩 9층) 

 [이메일] westoc@hanwha.com     [팩스] 043.239.2133   
 ※ 이메일/팩스 접수후 유선확인 요망

본청약 안내  유선문의(청약안내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기타 문의사항  ㈜한화도시개발 개발3팀  043.239.2131~2 (전화 문의) 

사전 입주의향서 제출 및 본청약 체결기업 혜택

사전 입주의향기업 용지 공급 절차

입주의향서 

접수

단계 01

본청약

체결

단계 02
지자체

입주협약

체결

단계 03
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

단계 04

최종 용지매매 

수의계약 체결

단계 05

장래 필요부지 매입

우선협상권 제공

(Risk Free 조건)

일반분양 이전 

최우선 수의계약 

공급혜택 제공

신규개발 정보

우선 제공

BENEFIT 01 BENEFIT 02 BENEFIT 03
구분 면적(m2) 비율(%)

합계 607,619 100.0

산업
시설용지

MT1

(메카트로닉스

첨단)

C28 전기장비 제조업

76,220 12.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T2

(메카트로닉스

첨단)

C26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4,498 33.7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BT1

(바이오)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3,593 12.1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M70 연구개발업

BT2

(바이오)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58,864 9.7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제한업종

(산업 13, 14)

C10~19 (식음료, 의류, 인쇄,  
석유정제업),

C23~24 (광물 및 1차 금속 
제조업), 

C33~34 (기타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수리업), 

E37~39(하수 및 폐기물 처리), 
J58~63(정보통신업) 제외

42,573 7.0

제한업종

(산업 10~12)

제조업, E37~39(하수 및 
폐기물 처리) 제외

16.314 2.7

구분 면적(m2) 비율(%)

합계 607,619 100.0

복합
용지

MT3

(메카트로닉스

첨단)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5,656 14.1

C26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T4

(메카트로닉스

첨단)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896 3.6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제한업종

(산업 13, 14)

C10~19 (식음료, 의류, 인쇄, 
석유정제업), 

C23~24 (광물 및 1차 금속 
제조업), 

C33~34 (기타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수리업), 

E37~39(하수 및 폐기물 처리), 
J58~63(정보통신업) 제외

28,005 4.6

200 350 500 750

MT2(메카트로닉스첨단)

MT1(메카트로닉스첨단)

MT3(메카트로닉스첨단)

BT1(바이오)

BT2(바이오)

제한업종
(C10~19, C23~24, C33~34, E37~39, J58~63 제외)

MT4(메카트로닉스첨단)

제한업종
(제조업, E37, E38, E39 제외)

※ 상기 업종배치계획도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가능

MT1

MT2

MT2

MT2

MT3

BT1

산업14
산업13

산업12

산업11

산업10

BT2

복합4
MT4



도시개발 선도기업, 한화도시개발

한화도시개발은 지금까지 전국 6개 도시에 명품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개발 전문회사이며,

한화그룹의 ‘함께 더 멀리’ 철학으로 입주사와 함께 성공하는 터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단지 개발 실적

조성완료

개발위치 대전시 유성구 사업기간 2001~2009 개발면적 4,270,056m2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완료 (마지막 1필지 분양중)

개발위치 서산시 성연면 사업기간 2007~2016 개발면적 1,985,848m2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완료

개발위치 김해시 진례면 사업기간 2011~2017 개발면적 1,644,111m2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완료

개발위치 아산시 둔포면 사업기간 2004~2013 개발면적 2,983,902m2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완료

개발위치 화성시 마도면 사업기간 2010~2017 개발면적 1,739,821m2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조성완료

개발위치 용인시 이동면   사업기간 2014~2020  개발면적 840,801m2

 경기용인테크노밸리

08믿음을 만나다 - ⑦ 회사 소개

산업의 미래를 개척해온 도전의 여정

대덕테크노밸리 법인 설립

대덕테크노밸리 1단계 분양 개시

2001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 개시2003

아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준공

김해테크노밸리 분양 개시

2013

아산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준공2012

대덕테크노밸리 1단계 사업 준공2004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준공

경기화성바이오밸리 분양 개시

2014

대덕테크노밸리 3단계 분양 개시2005

용인테크노밸리 법인 설립2015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준공

아산테크노밸리 법인 설립

2006

용인테크노밸리 분양 개시

김해테크노밸리 1단계 사업 준공

2016

서산테크노밸리 법인 설립

아산테크노밸리 분양 개시

2007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사업 준공2017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준공

김해테크노밸리 법인 설립

2009

김해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준공2018

안성테크노밸리 법인 설립2019

제2용인테크노밸리 법인 설립

용인테크노밸리 사업 준공

2020

아산테크노밸리 1단계 사업 준공

경기화성바이오밸리 법인 설립

2010

모집개요 

안성테크노밸리 

입주희망기업 모집 

※  안성시 양성면 소재 

약 23만평 규모

문의 

한화도시개발 마케팅팀 

대표번호: 1811.4240  
직통번호: 02.729.5862/5866

모집개요 

제2김해테크노밸리(가칭) 

입주희망기업 모집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소재 

약 27만평 규모

문의 

한화도시개발 개발3팀 

직통번호: 055.326.3162/3163

모집개요 

제2용인테크노밸리(가칭) 

입주희망기업 모집 

※  용신시 덕성면 소재 

약 9만평 규모

문의 

한화도시개발 용인사무소 

대표번호: 1800.2701 

직통번호: 031.321.1152/1159

모집개요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입주희망기업 모집 

※  충남 서산시 대신읍 소재 

약 75만평 규모

문의 

한화도시개발 개발4팀 

직통번호: 02.2055.4294

신규 산업단지 입주희망기업 사전수요모집 안내

지난 2001년부터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해 온 도시개발 선도기업, 한화도시개발이 신규추친 산업단지 입주희망 실수요기업을 사전에 모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