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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개요

위 치 : 목포시 대양로 26 일원
면 적 : 116,455㎡(35,227평)

산업시설용지(80,740㎡), 지원시설용지(14,529㎡), 기타(21,092㎡)

분양가격 : 268,317원/㎡(887,000원/3.3㎡)
입주업종 : 비금속 광물 제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23)

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일자리·경제 > 기업유치 > 목포세라믹일반산업단지목포세라믹일반산업단지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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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가격

순번 지번 면적(㎡) 예정공급가격(원) 비고

1 연산동 1999 3,645.4 978,119,140

2 〃 1993 4,891.5 1,312,467,710 분양완료

3 〃 1994 5,033.4 1,350,541,750

4 〃 1995 5,008.5 1,343,860,680

5 〃 1996 5,012.7 1,344,987,610

6 〃 1997 5,130.0 1,376,461,080 사업화 지원동

7 〃 2006 5,074.4 1,356,981,330

8 〃 2005 7,493.4 2,010,599,110

(http://www.mokpo.go.kr)



9 〃 2004 8,975.9 2,408,377,580

10 〃 2003 4,369.1 1,172,299,430

11 〃 2002 3,650.4 979,460,720

12 〃 2001 3,920.0 1,051,798,720

13 〃 2000 3,516.1 943,425,880 분양완료

14 〃 2008 4,677.2 1,254,967,590 분양완료

15 〃 2010 3,738.8 1,003,179,860

16 〃 2009 3,782.5 1,014,905,270

17 〃 2008-1 2,837.2 761,266,150

합계 80,739,5 21,663,699,610

순번 지번 면적(㎡) 예정공급가격(원) 비고

세라믹 산단내 공업용수 공급가능량 : 1일 1,063ton가능, 관 크기 150mm
건축물 건폐율 80%, 용적률 350%(4층까지 건축가능)
폐수종말처리 규모 : 1일 35,000ton 처리 가능
대기 및 수질환경 배출허용기준(오폐수정화후 수치임)

대기 : NH3(50ppm), NOx(200ppm), SOx(400ppm), Dust(50ppm)
수질 : BOD(120mg/L), COD(130mg/L), SS(120mg/L), T-N(60mg/L), T-P(8mg/L)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현황

위 치 : 목포시 대양로 26
개 소 일 : ‘09. 10. 13.
사업기간

연구동, 입주기업동, 시험제작동 건립 : ‘08. 2. ~ ‘09. 1.
생산지원동 건립 : ‘09 ~ ’12. 3.

사 업 비 : 356.4억원(국 205, 도 48.5, 시 77.5, 전남TP 25.4)
시설규모 : 20,007㎡, 연면적 9,422㎡

연 구 동 : 연구실, 공용실험실 등
입주기업동 : 18실에 16실 입주완료
시험제작동 : 대형공정장비 구축 공간(49종 49대, 213억원)
생산지원동 : 생산설비투자 가능한 임대형 공장(6실/6실)

장비사용료 할인

등급별(최우수/우수) 회원사 제도 운영
장비사용료 할인(최우수 55%/우수 40%)

금융지원

2백만원~100백만원(기업부담금 맞춤 : 50백만원 이상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전문인력양성 지원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가 귀사의 성공을 지원해 드립니다

장비활용지원

구축장비를 활용한 전담 운영요원 주도방식의 시험제작지원서비스 제공
시제품제작 공정기술 상담 및 전문가 연계 기술지원

장비이용료 : 별도 제조공정조건에 따라 실비정산(산단 입주업체 할인)
장비사용 문의 : 기술실용화팀 061-270-5010 / 5012

입주공간 제공
(http://www.mokpo.go.kr)



입주공간 제공

구분 용도 입주면적 월임대료 보증금

입주기업동 사무전용공간 60㎡ 4,500원/㎡ 200만원/실

사업화지원동 제품양산공간 300/450/600㎡ 3,600/㎡ 20,000원/㎡

기업 회원사 제도 운영

구분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

등급 N(Nomal) G(Gold) P(Platinum)

기준
세라믹 연관산업 영위기업 
사업자등록증 내 세라믹기업

입주기업 또는 지역소재기업 
센터발전기금 300만원/년 납부

센터 또는 산단 법인설립기업 
센터발전기금 500만원/년 납부

혜택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지원

장비이용료 최대 40% 할인 장비이용료 최대 50% 할인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종합지원서비스란? 기술기획에서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화 단계별 패키지형 기업지원서비스 / 기업지원 문의 : 061-270-5020 /
5022

주요장비 구축현황

75대 구축

원료처리 : 16대 성형 : 5대 소결/열처리 : 15대
가공 : 6대 코팅 : 4대 분석/검사 : 11대
부대장비 : 18대

(http://www.mokpo.go.kr)



분양문의

목포시청 기업유치실 : 061-270-8888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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