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천IC 물류창고
본 자료는 한미금융그룹이 제작한 것이며,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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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천IC 물류창고

❖ 건축 개요
주소
용도지역

❖ 유치 가능 업종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92-1, 92-8

현 창고용지(물류센터) / 공장가능

건물구조

일반철골구조

대지면적

13,353㎡ (4,039.28평)

연면적

4296.87㎡ (1,299.80평)

바닥면적

3,763.16㎡ (1,138.36평)
A동(지상1층)

2,699.26㎡ (816.53평)

B동(지상1층)

905.40㎡ (273.88평)

C동(지상 4층)

692.21㎡ (209.39평)

건폐율

28.83% (법정 40%)

용적율

32.35% (법정 100%)

사용승인
냉난방
주차대수

보관 가능 품목

택배물품보관업

국내·국제 택배물품, 해외직구 및 국
제특송 택배, 온라인쇼핑물품, 항공택
배등

전자제품제조업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핸드폰,
영상 및 음향기기, 전자부품제조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생활용품제조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신발, 가방 및 기타 가
죽제품

계획관리지역

사용용도

규모 및 면적

업종

가구제조업

A동: 2009.02.23 / B동: 2009.05.04 / C동: 2009.02.23
개별난방
90대(자주식 동시 주차)
A동

B동

C동

의복, 의복엑세서리, 모피, 가죽제품,
신발, 가방, 화장품, 비누·세정제 등

식료품제조업

육가공품, 과실 및 채소 가공품, 낙동
제품 및 빙과류, 곡물 가공품, 기타 가
공 식품, 동물용 사료

농수산물창고업

곡물, 과실, 채소 등 농산물, 산업용농
산물

냉동냉장창고업
(창고 개조시)

식품냉동냉장, 냉동육, 수산물냉동품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골판지, 종이 상
자 및 종이 용기, 문구용품 및 인쇄관
련 제품

기타제품 제조업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고
무제품, 플라스틱 제품, 귀금속 및 장
신용품, 악기, 운도 및 경기용구, 인형,
장남감 치 오락용품, 그 외 기타제품,
음반 및 비디오물,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Information

남이천IC물류창고

남이천IC 물류창고

❖ 제2외곽 순환도로

❖ 주요 광역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파주-포천
포천-화도

김포-파주

곤지암 JCT
인천-김포

서울

화도-양평

중부고속도로

서용인 JCT

용인 JCT

안산-인천

영동고속도로

호법 J C

양평-이천
송산-안산

남이천IC에서 1분

동탄-봉담

- 국내 물류센터의 허브인 경기도 이천에 위치
- 대기업의 전략적 산업 단지와 인접
(신갈, 모가, 방초 산업단지, 시몬스침대 본사 등)
개요

- 국내와 해외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위치와
영동·중부 고속도로와 인접한 광역교통의 요충지
(서울, 수도권 30분 이내 거리)
- 덕평힐뷰CC, 비에이비스타CC, 웰링턴CC, 뉴스프링빌CC,
써닝포인트CC, 사우스스프링스CC
- 테르메덴 테마파크, 농업테마공원,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인접

제2경부고속도로

남이천 I C

고속
도로

- 중부고속도로와 수평으로 인접, 남이천IC 1분 거리로 물류 특성상 최고의 접근성
-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차점 호법 JC에서 5분 이내에 위치

지방
도로

- 70번 지방도로와 연접완료
- 11번 도로, 12번 도로(서인천IC와 남이천IC 연결), 84번 국지도(진행중) 인접

대중
교통

- 북측 500m, 서측 500m 거리에 버스정류장
- 물류창고 인근 송갈역 예정(평택~부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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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5일

골드만삭스의 똑똑한 물류투자
물류센터 개발 추진..1,000억원 규모
경기도 지역 3~4곳 검토..내달께 최종 투자지역 결정
작년에 인수한 '카버코리아'를 임차인으로.. 공실 리스크 해소

서울경제

KKR, 한국 물류센터 개발에 첫 투자
경기지역 개발사업에 1,500억 규모
GIC 10개 센터 통매각에도 관심
A급은 연 6.5~7% 수익률 기대.. 오피스보다 매력적
EPF, 워버그핑크스 등도 관심 커

골드만삭스가 한국 물류센터 투자에 나선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자신들이 인수한 화장
품 업체를 임차인으로 유치, 공실 리스크를 해소하는 전략을 구사해 눈길을 끈다.
전문보기

더벨일보

2017년 05월 08일

롯데글로벌, '메디치 투자금' 물류센터 투자

2017년 06월 15일

글로벌 투자가들이 한국 물류센터를 정조준하고 있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블랙스톤, 워버그
핑커스 등 전 세계 투자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최근 한국 물류센터 투자를 시작
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자처 발굴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문보기

2곳 신규 설립 예정… 유통 계열사 활용, 국내 영업 강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사모투자펀드(PEF)운용사 메디치인베스트먼트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
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택배사업과 물류 네트워크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롯데글로벌은
이번에 유입된 자금으로 물류 센터 2곳을 설립해 내수 시장 영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세
웠다.

조선일보

전문보기

2017년 05월 23일

글로벌 자본 “한국 투자 1순위는 물류센터”
도이치·라살자산운용 등 몰려··· 수익률 7%, 오피스 투자보다 높아

조선일보

2018년 07월 05일

온라인쇼핑 시장 4년 뒤엔 190兆

독일계 사산운용사인 도이치자산운용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이천 영동고속도로 적평 IC인근에 위치한
물류센터 ‘로지포트 이천’을 612억원에 샀다. 지상 4층, 연면적 4만5000𝑚2 규모인 이 물류센터에는 현
재 메르세데스벤츠와 나이키·컨버스 등을 취급하는 의류브랜드 유통관리 전문업체 리앤펑 등이 입주
해 있다.

年평균 19.4% 초고속 성장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오는 2022년 약 19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78조의 두배가 넘는 규보다.
전문보기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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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