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 트

신대지구 조감도

중흥건설그룹
택지개발사업 최강자로 우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 산업시설 170만㎡ ▲

이 지역 중심 배후도시로 관심이 집중되면

주거시설 84만㎡ ▲ 공공시설 208만㎡ ▲ 지

서 명품도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현

원시설 11만㎡ ▲ 상업시설 18만㎡ 등으로 구

재까지 1만여 세대가 입주했고, 500여 세대

성된다. 이 가운데 1단계(약 145만㎡)는 평택

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시 산하 공기업인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산

이곳에서 택지개발뿐 아니라 공동주택용

업시설 용지로 개발한다. 이어 2단계(약 336

지 9개 필지에 1만6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만㎡)는 중흥건설그룹의 중흥토건과 평택

공급했다.

도시공사 등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

중흥건설그룹이 사업 전반을 진행한 광양

법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에서 공

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는 300

공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용지 등을 조성

만㎡에 달하는 거대 신도시로, 1만1천 세대

한다.

에 3만명 정주 인구의 국내 최고 친환경 도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순항

평택 브레인시티는 고속도로 5개, 국도 5개,

시로 개발됐다. 이곳은 인근 산업단지와 순

경기도 최대 규모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

철도 5개가 인접해 있고 인천공항(72.7㎞),

천, 여수, 광양 등 주변 도시에서 유입되는

는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오는 2023

김포공항(63.6㎞), 청주공항(50.7㎞), 평택항

인구로 현재 전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신도

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브레인시티

(24.8㎞), 인천항(64.2㎞) 등 주요 공항·항만

시로 거듭나고 있다.

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약 482만㎡

도 2시간 거리에 있다. 특히 직선거리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가장 성

규모에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주거·상업시

이내에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이 있어

공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손꼽힌다. 각종

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부터

서울 강남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문화 인프라와 다양한 주거·편의 시설을 갖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이뤄져 소유권

중흥건설그룹의 총사업비는 3조5천억원에

춘 명품도시로 탄생했다. 또 ‘투자유치-기업

이전과 보상금 지급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

육박한다. 주택공급 면에서도 대형사와 어

입주-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주

지 약 1조2천억원(93%)의 보상금이 지급됐

깨를 나란히 하며 성장해온 중흥건설그룹

변 도시와 산업단지로의 직주근접 환경을

다. 단지 조성공사도 작년 7월 착공 이후 약

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또 다른 건설신화를

제시했다.

12%의 공정률을 보인다.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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