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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개요
개발면적 : 14.6㎢
기반시설계획

공공기관 이전 및 주택건립
학교시설계획(17개교)

추진현황
학교시설 : 11개교
공동주택건립 : 32개 단지 13,374세대(남악·오룡지구)
SOC확충

향후계획



개발개요

대상지역 : 무안군 삼향읍·일로읍 일원

계획인구 : 5만 7천명

계획기간 : 2000~2024(예정)

개발면적 : 14.6㎢

택지개발('03 ~ '24) : 6,438천㎡, 57천명

남악지구(''03~'11) : 3,633천㎡, 33천명 - 전남개발공사 시행

오룡지구('07~'24) : 2,805천㎡, 24천명 - 전남개발공사 시행

기반시설계획

상수시설(73천톤/일) : 장흥댐 계통 광역상수도 공급

하수처리시설(48천톤/일) : 목포시 옥암지구에 설치

폐기물처리시설(20톤/일) : 무안군 광역 폐기물처리장 이용

전기·통신·가스시설 : 배전선로, 광통신망, 도시가스 지하매설

공공기관 이전 및 주택건립

공공기관 이전계획 : 75개 기관

공동주택 공급계획 : 19,286세대

무안이야기 > 무안비전 > 남악신도시건설남악신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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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계획(17개교)

유치원 9

초등학교 8

중학교 7

고등학교 6

대학교 1

추진현황

전라남도청 이전 : '05.10.19.(신청사 개청식 - '05.11.11.)

삼향읍 남악출장소 설치 : '07. 8.24.

남악주민자치센터 설치 : '11.1

남악복합주민센터 개청 : 2017. 4. 13.

남악신도시지원단, 남악출장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

'21. 9월 기준 공공기관 이전(46개소)

오룡출장소 설치

학교시설 : 11개교

구분 위치

남악유치원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29

오룡유치원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3

제일로유치원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

무안행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무안군 일로읍 오룡중앙동로 38

남악초등학교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

오룡초등학교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38

행복초등학교 무안군 일로읍 오룡중앙동로 38

남악중학교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60번길 38

오룡중학교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35

행복중학교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38

남악고등학교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60번길 24

공동주택건립 : 32개 단지 13,374세대(남악·오룡지구)

아파트명 사용검사 세대수

남악리젠시빌 2006-09-26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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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애시앙 2007-09-28 610

회룡마을주공 2007-10-04 1,117

아이파크 2007-10-24 581

신동아 파밀리에 2008-02-01 750

경남아너스빌 2008-11-21 496

근화베아채 2008-12-24 862

무안남악상록아파트 2009-01-06 380

오룡마을휴먼시아 2009-08-05 660

무안남악3휴먼시아 2010-04-07 385

펠리시티1차 2012-12-12 80

펠리시티2차 2013-03-18 83

골드디움 2013-04-12 340

근화베아채스위트 2013-04-19 516

남악세영리첼 2013-06-28 395

골든스위트 2013-06-28 120

모아엘가2차 2013-09-27 498

더 트리폴리앙1차 2013-11-05 172

근화베아체비올레 2014-02-21 397

제일풍경채리버파크 2014-07-31 538

뉴캐슬주상복합 2015-11-10 102

펠리시티3차 2016-05-13 132

남악에드가 채움 2017-04-12 116

펠리시티 리버뷰 2018-09-28 140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1차 2020-07-30 787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2차 2020-07-30 744

호반써밋남악오룡1차 2020-08-19 364

호반써밋남악오룡 2차 2020-08-19 359

호반써밋남악오룡 3차 2020-08-19 665

아파트명 사용검사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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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룡지구 한국아델리움 2021-01-20 310

남악오투그란데더테라스 2021-04-20 144

중흥S클래스퍼스트뷰 2021-05-27 137

아파트명 사용검사 세대수

SOC확충

무안-광주간 고속도로(2008.5), 목포-광양간 고속도로('12.4)

삼향 ~ 청호(일로) ~ 삼호간(국도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도청 ~ 몽탄간(국지4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무안국제공항 ~ 도청간(지방도82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향후계획

남악신도시택지개발,오룡지구개발

남악신도시 행정 기능 점증적 확대

남악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보건.교통 등 도시행정에 맞는 행정서비스 확대

남악신도시 접근 SOC 확충

임성역~보성간 철도 건설

광주~목포간 호남고속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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