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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및 투자 여건

서해안 고속도로 관통, 항만, 공항 인접 등 사통팔달 물류 최적지

서해안고속도로 : 목포 ~ 서울, 3시간대
고속철도(KTX, SRT) : 목포 ~ 서울, 2시간대
목포신항만 : 대양산단에서 8㎞, 3만톤급 6선석 운영
무안국제공항 : 대양산단 ~ 공항, 20㎞
FTA에 따른 대중국 수출입 카페리, 컨테이너 정기항로 운항 재개 추진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갖춘 도심형 산업단지

목포시내 10분거리 근로자 정주여건 우수
산단 인근에 아파트 4천세대, 행복주택 450세대, 교육기관 49개소, 의료31개소
대학과 연계한 양질의 산업인력 활용 용이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수산물 기반시설 집적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 ‘17년 ~ ’21년, 1천억원
서남권 해양수산종합지원기관 건립 : ‘17년 ~ ’18년
국립 김산업연구소 건립 추진 : ‘17년 ~ ’19년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 대양산단에서 2㎞ 위치

한전본사와 접근성 양호, 전기장비 생산 배후도시 여건 완비

에너지밸리 권역산단 : 한전본사와 37km
특고압 전기 공급 용이(154KV), 경암반 산단

대양산단 內 화물자동차 공영물류센터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92천㎡) : 주차장 600대, 휴게·정비·편의시설 등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금융 융자지원 우대 등

산업별 R&D 시설

고기능성 수산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중형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서남권중형조선산업 RIC 운영
세라믹산업 지원을 위한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신재생에너지 및 융복합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에너지 연구원 운영
IT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배후기지 최적지

목포대양산업단지 주변산업 안내

목포대양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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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양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정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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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목포시청 기업유치실 : 061-270-8132~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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