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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기관의 배치 현황

구분 이전기관
기존

소재지
주무부처

이전
예정
인원

예산
(억원)

세
종
시

국토연구원 경기 국무총리실 393 636

한국법제연구원 서울 국무총리실 101 42

한국조세연구원 서울 국무총리실 155 318

기초기술연구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46 -

산업기술연구회 서울 지식경제부 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 국무총리실 70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울 국무총리실 15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국무총리실 216 874

산업연구원 서울 국무총리실 289 -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국무총리실 463 1,334

한국교통연구원 경기 국무총리실 280 -

한국노동연구원 서울 국무총리실 19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국무총리실 26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 국무총리실 331 96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 국무총리실 113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 국무총리실 234 -

부산
혁신
도시

국립해양조사원 인천 국토해양부 97 218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금융위원회 620 1,068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금융위원회 283 541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금융위원회 220 573

대한주택보증 서울 국토해양부 286 552

한국남부발전(주) 서울 지식경제부 288 611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 여성가족부 98 12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 교육과학기술부 532 1,742

영화진흥위원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110 1,136

영상물등급위원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33 83

게임물등급위원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8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 국무총리실 257 614

대구
혁신
도시

한국가스공사 경기 지식경제부 832 2,869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 행정안전부 371 -

한국장학재단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2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 지식경제부 173 601

중앙신체검사소 서울 병무청 47 176

한국감정원 서울 국토해양부 398 89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20 541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 - 58 182

신용보증기금 서울 금융위원회 740 1,1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 지식경제부 200 404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45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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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전기관
기존

소재지
주무부처

이전
예정
인원

예산
(억원)

광주
전남
혁신
도시

한국전력공사 서울 지식경제부 1,425 3,762

한전 KDN ㈜ 서울 지식경제부 944 1,,710

한전 KPS ㈜ 경기 지식경제부 482 1,14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158 6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국무총리실 325 66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농림수산식품부 732 2,030

국립전파연구원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142 321

농수산식품연수원 경기 농림수산식품부 26 491

전력거래소 서울 지식경제부 302 1,794

우정사업정보센터 서울 지식경제부 816 7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84 18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 농림수산식품부 322 79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188 297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171 643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609 583

울산
혁신
도시

한국동서발전 서울 지식경제부 270 875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울
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실
184 293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경기 고용노동부 126 134

한국석유공사 경기 지식경제부 785 2,110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고용노동부 415 950

국립방재연구원 서울 소방방재청 35 230

에너지관리공단 경기 지식경제부 331 98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 고용노동부 424 1,579

근로복지공단 서울 고용노동부 400 721

강원
혁신
도시

한국광물자원공사 서울 지식경제부 550 1,088

한국광해관리공단 서울 지식경제부 142 41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행정안전부 170 434

한국관광공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400 929

대한석탄공사 경기 지식경제부 105 18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보건복지부 1,088 1,664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보건복지부 1,192 1,66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 국가보훈처 116 18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 행정안전부 108 -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 환경부 156 -

도로교통공단 서울 경찰청 319 1,144

대한적십자사 서울 보건복지부 129 275

충북
혁신
도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 국무총리실 217 560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국무총리실 440 73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국무총리실 328 430

기술표준원 경기 지식경제부 290 47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90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 지식경제부 370 635

한국소비자원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5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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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전기관
기존

소재지
주무부처

이전
예정
인원

예산
(억원)

충북
혁신
도시

법무연수원 경기 법무부 144 2,19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 지식경제부 266 691

한국고용정보원 서울 고용노동부 233 267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 행정안전부 1,106 853

전북
혁신
도시

국민연금공단 서울 보건복지부 573 1,378

농촌진흥청 경기 농촌진흥청 432 7,186

국립농업과학원 경기 농촌진흥청 1,216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경기 농촌진흥청 495 -

국립식량과학원 경기 농촌진흥청 326 -

국립축산과학원 경기 농촌진흥청 326 -

한국농수산대학 경기 농림수산식품부 146 788

대한지적공사 서울 국토해양부 228 477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 지식경제부 296 736

한국식품연구원 경기 지식경제부 505 2,06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47 -

지방행정연수원 경기 행정안전부 106 1,639

경북
혁신
도시

한국도로공사 경기 국토해양부 1,046 3,363

기상통신소 서울 기상청 9 7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 농림수산식품부 160 45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경기 농림수산식품부 576 1,390

국립종자원 경기 농림수산식품부 93 782

조달청 품질관리단 경기 조달청 83 346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서울 지식경제부 110 23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법무부 87 12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법무부 24 20

교통안전공단 경기 국토해양부 318 304

한국건설관리공사 서울 국토해양부 125 -

한국전력기술 ㈜ 경기 지식경제부 2,494 3,790

경남
혁신
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국토해양부 1,423 4,667

한국남동발전 ㈜ 서울 국토해양부 290 780

한국세라믹기술원 서울 지식경제부 250 758

주택관리공단 경기 국토해양부 108 1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 지식경제부 260 183

중앙관세분석소 서울 관세청 26 12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울 행정안전부 70 -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 중소기업청 359 507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 국토해양부 255 -

국방기술품질원 경기 방위사업청 375 570

한국저작권위원회 경기 문화체육관광부 151 -

제주
혁신
도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경기 국토해양부 57 1,359

국세종사자교육원 경기 국세청 66 788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서울 국세청 118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서울 국세청 32 -

국립기상연구소 서울 기상청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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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전기관
기존

소재지
주무부처

이전
예정
인원

예산
(억원)

제주
혁신
도시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행정안전부 269 459

재외동포재단 서울 외교통상부 36 -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 외교통상부 61 2,739

개별
이전

국립특수교육원 (아산) 아산 교육과학기술부 61 166

질병관리본부 (오송) 오송 보건복지부 82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송) 오송 보건복지부 309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 청원 보건복지부 59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송)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청 230 -

경찰교육원 (아산) 아산 경찰청 150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천안) 천안 관세청 25 11

산림항공관리본부 (보령) 서울 산림청 67 489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서울 지식경제부 1,100 5,632

해양경찰학교 (여수) 천안 해양경찰청 89 1,492

한국중부발전 (보령) 서울 지식경제부 289 771

한국서부발전 (태안) 서울 지식경제부 319 1,032

경찰대학 (아산) 경기 경찰청 235 2,545

경찰수사연수원 (아산) 서울 경찰청 56 389

중앙119구조단 (대구) 경기 소방방재청 52 583

국방대학교 (논산) 서울 국방부 518 1,777

식품의약품안전청 (오송) 서울 보건복지부 645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경주) 경기 지식경제부 185 373

2. 혁신도시별 특징 정리

1) 부산 혁신도시

◦ 치 : 부산 역시 남구, 도구, 해운 구 일

◦ 면  : 948천㎡ 

◦ 수용인구 : 7,000인

◦ 이 행정  공공기 (12개)

구분 기관명

해양수산(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금융산업(4)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영화진흥(3)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기 타(2)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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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 혁신도시

◦ 치 : 북 주시 만성동ㆍ 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ㆍ반교리 일원

◦ 면  : 9,909천㎡ 

◦ 사업기간 : 2007. 4 ～ 2012.12

◦ 수용인구 : 30,288인

◦ 이 행정  공공기 (12개)

구분 기관명

국토개발(2)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농업생명(6)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기 타 (4)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3) 대구 혁신도시 

◦ 치 : 구 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면  : 4.216천㎡

◦수용인구 : 19,144인/6,601세

◦이 행정  공공기 (11개)

구분 기관명

산업지원(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교육학술(4)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과학기술교육원

기타(4)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중앙신체검사소, 한국정보화진흥원

4) 울산 혁신도시 

◦ 치 : 울산 역시 구 우정동 일원

◦ 면  : 2,984천㎡

◦수용인구 : 20,099인/7,230세

◦이 행정  공공기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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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에너지산업(4)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노동복지(4)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타(1) 국립방재연구원

5) 광주/전남 혁신도시 

◦ 치 : 라남도 나주시 천면, 산포면 일원

◦ 면  : 7,315천㎡

◦ 수용인구 : 50,000인/2,000세

◦ 이 행정  공공기 (15개)

구분 기관명

전력산업(4)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전력거래소

정보통신(4)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업기반(4)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식품연수원

기타(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경북 혁신도시

◦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ㆍ농소면 일원

◦ 면  : 3,829천㎡

◦ 수용인구 : 25,000인/10,000세

◦ 이 행정  공공기 (12개)

구분 기관명

도로교통(3)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농업지원(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기타(6)
한국전력기술(주),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상통신소, 조달청품질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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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원 혁신도시

◦ 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 면  : 3,603천 ㎡

◦ 수용인구 : 30,605인/11,771세

◦ 이 행정  공공기 (12개)

구분 기관명

관광기능군(2)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건강 생명기능군(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보훈복지의료공단

자원개발기능군(3)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공공서비스 기능군(3)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8) 충북 혁신도시 

◦ 치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 면  : 6,925천㎡

◦ 수용인구 : 42,000인/15,000세

◦ 이 행정  공공기 (11개)

구분 기관명

정보통신(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

인력개발(5)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고용정보원

기타(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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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남 혁신도시 

◦ 치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음 소문리, 산면 갈 리, 속사리 일원

◦ 면  : 4,119천㎡

◦ 수용인구 : 38,378인 / 13,234세

◦ 이 행정  공공기  (11개)

구분 기관명

주택건설(3)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산업지원(3)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기타(5)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
소,한국저작권위원회

10) 제주 혁신도시 

◦ 치 :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 면  : 1,151천㎡

◦ 수용인구 : 5,000인/1,800세

◦ 이 행정  공공기 (8개)

구분 기관명

국제교류(2)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연수(2)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기술연수(2)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연구소

공공업무(2)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고객만족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