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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2021-580호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주민 등의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
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 에듀팜 특구
계획 변경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아래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
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6월 08일

증 평 군 수

1. 특구계획 변경(안) 개요
○ 특구의 명칭 : 증평 에듀팜(Edufarm)특구(변경없음)
○ 특구의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변경없음)
○ 특구의 면적 : (당초)3,035,203㎡⇒(변경)3,066,820㎡(증31,617㎡)
○ 특구의 변경 목적
다양한 관광체험기회 제공 및 전 연령이 참여가능한 종합관
광단지로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여 사계절 체험, 힐링,
레포츠가 가능한 특색있는 관광레포츠형 특구로 자리매김 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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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사업의 내용
구 분

관 광
휴 양

주 요 내 용
구 분

세부사업(당초)

교육
지구

복합연수시설,
헬스케어센터,
승마교육체험장,
체험농장

도농
교류
지구

시 설
용 지

힐링
지구

레포
츠지
구
숙박
지구

세부사업(변경)
복합연수시설, 광장,
승마교육체험장,
체험농장,
팜·문화아카데미,
공동농장, 스마트팜랜드

농촌테마파크,
스마트팜랜드,
공동농장,
산촌체험농장
귀농귀촌지원시설,
산촌체험농장
공룡어드벤처, 식물원,
뮤지엄파크, 루미포레아트센터,
국제정원, 야영장,
섬머랜드, 동물체험장,
관광단지지원센터,
공룡어드벤처, 일반야영장,
키즈카페, 유소년체험시설,
키즈카페, 유소년체험시설,
섬머랜드, 모노레일,
관광단지통합지원센터,
출렁다리, 동물체험장
마리나클럽, 미니골프장, 숲광장
골프장, 루지,
골프장, 루지,
익스트림슬라이드,
E-레포츠체험장
e레포츠체험장
휴양콘도미니엄,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관광펜션

○ 특화사업자(변경없음)
- 증평군수(총괄사업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블랙스톤에
듀팜리조트 대표이사
○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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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비 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2)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① 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5) 「국․공유재산」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제1호)
① 신규 시설 추가 및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 별 면적 변경
②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8)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제3호)
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9)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3항제1호)
10)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1항제2호)
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산지전용 면적 변경
11) 「농지법」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1항제4호)
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면적 변경
12) 「도로법」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1항제9호)
13) 「사도법」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1항제10호)
14)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제1항제11호)
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항)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2항)

기존
특례
내용
변경

○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 2009∼2022년 (변경없음)
○ 재원조달방법 : (당초)2,679억원⇒(변경)2,685억원(증6억원)
2. 열람기간 및 의견 제출 기간
○ 기 간 : 2021. 06. 15. ∼ 06. 29. (공고일로부터 6일후 14일 이상)
○ 장 소 : 증평군청 경제과 (☎043-835-4051∼2), 도안면사무소
3. 의견제출 및 방법
○ 제 출 처 : 증평군청 경제과, 도안면사무소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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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청회 개최 공고
○ 목적 :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반영
○ 일시 : 2021. 07. 01(목) 14:00 ∼
○ 장소 : 증평군청 대회의실(본관 2층)
○ 특구계획 변경안의 개요 : 기재생략
(증평군 경제과, 도안면사무소 별도 비치)
5. 기타사항
○ 증평 에듀팜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 (안) 공고
및 열람과 공청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
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
은 증평군청 경제과 에듀팜특구팀(☏043–835-4051∼2)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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