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고시 제2015 - 94호

김해 하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2-299호(2012.07.05)로 고시한 김해 하계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하여「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제3

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경 상 남 도 지 사

하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 농공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2. 단지위치 :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462번지 일원

3. 조성목적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김해시 자립자족적인 미래상 정립



4. 추진경위

◦ ‘07. 09. 20 :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

◦ ‘07. 10. 18 : 농공단지 지정 고시(김해시 고시 제2007-108호)

◦ ‘08. 09. 06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09. 02. 18 : 실시설계 완료

◦ ‘09. 04. 09 : 문화재시굴조사 완료

◦ ‘09. 07. 23 : 하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9-379호)

◦ ‘09. 08. 27 :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 고시 제2009-93호)

◦ ‘10. 06. 17 : 하계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세목(추가) 고시

◦ ‘11. 03. 17 : 하계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지형도면 고시

◦ ‘11. 05. 19 : 하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역ㆍ지구의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1-186호)

◦ ‘11. 12. 15 : 하계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개발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시행기간연장) 승
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1-35호)

◦ ‘11. 12. 15 : 하계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개발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시행기간연장) 승
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1-35호)

◦ ‘12. 02. 23 : 하계농공단지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2-34호)

◦ ‘12. 03. 29 : 하계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2-54호)

◦ ‘12. 04. 26 : 하계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김해시 고시 제2012-78호)

◦ ‘12. 07. 05 : 하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역․지구의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2-299호)

5. 분양현황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비 고
분 양

미분양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136,733.2 98,686.5 - - - 98,686.5
2006 ~
2012.2.29

김해시

6. 입주 및 고용계획

구 분
입주현황

고용현황(명)

업체수 면적(㎡)

계 20 98,686.5 710

‘09. 06월 - - -

향후계획 20 98,686.5 710



7. 입지여건

구 분 단 위 소요시설 현시설 과부족 확충계획

공업용수 ㎥/일 247

생활용수 ㎥/일 75

전 력 KW 3,233

통신시설 회선 89
진영
전화국

오 수 ㎥/일 241
진영하수
종말처리장

8. 교통 및 도로

◦ 남해고속도로와 연접하고 있음

◦ 남해고속도로 진례IC에서 4㎞, 동창원IC에서 2㎞ 입지

◦ 경전선이 진영읍을 경유하여 물류 유통시간 단축 등 교통편리

■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방향

1) 목  표

◦ 합리적인 산업용지 배치를 통한 농공단지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균형 육성 발전

◦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 전개로 기업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도모 ⇒ 고용촉진, 소득증대

◦ 정보교환, 기술협조, 시장개척 등이 원활하도록 기술집약형 업종 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입주 및 농공단지 발전계획(변경)

1) 입주 대상업종

◦ 기정 :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

레일러(C3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C25, C30), 전기장비, 기

타 기계 및 장비(C28, C29), 전기장비, 기타 운송장비(C28, C31)

◦ 변경 :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

레일러(C3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C25, C30), 전기장비, 기

타 기계 및 장비(C28, C29), 전기장비, 기타 운송장비(C28,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2) 입주자격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 사업성, 환경성 검토결과 적합한 업체

3) 입주 우선대상

◦ 1순위 : 김해시 공공사업(도로 등) 시행으로 편입이전이 확정된 업체로서 해당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순위 : 부채비율이 낮은 업체(소수점 한자리)

◦ 입주업체가 중복될 시는 1순위를 무공해 업체, 2순위를 첨단제품 생산업체, 3순위를 완제
품 생산업체 순위로 한다.(응찰자 조건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4) 농공단지 발전계획 및 사후관리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철저

◦ 입주계약 업체의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을 준수

◦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농공단지 관리

◦ 폐수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

◦ 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

◦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공동이용시설 등 관리권의 일부를 이양



5) 토지(산업용지)분할 최소 한도

◦ 산업용지를 분할 할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규정에 의거 지식경

제부령이 정하는 산업용지 최소면적 1,650㎡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공장개시 후 분할

할 경우는 미리 관리기관(김해시)과 협의하여야 함

3.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

1) 생산 및 수출현황 및 전망

구 분
생산액
(억원)

수출액
(만불)

가동율
(%)

비 고

현 황 - - -

향후전망 1,737 4,170 100.0

2) 고용전망

◦ 저렴한 인력 확보용이 - 농촌 유휴인력 활용

(단위 : 명)

구분
인 구

비고
계 남 여

계 78,851 40,520 38,331

김해시

진영읍 36,578 18,563 18,015

진례면 8,188 4,352 3,836

한림면 10,021 5,358 4,663

창원시 동 읍 24,064 12,247 11,817

자료 : 김해시 통계연보 2010년, 구.창원시 통계연보 2010년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1) 임금소득 전망

구 분 월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제조업 1,849,102 1,348,443 46,751 140,761 313,147 430,662

음식료품 1,542,608 1,134,190 35,252 93,005 280,162 284,751

섬유제품 1,571,485 1,120,598 31,543 101,360 317,984 392,478

의복 및 모피제품 1,589,184 1,242,234 45,387 157,666 143,897 208,847

가죽,가방 및 신발 1,711,952 1,317,699 30,453 98,705 265,095 235,441

목재 및 나무제품 1,973,649 1,357,899 40,727 148,501 426,521 457,543

종이 및 종이제품 1,984,790 1,377,353 40,450 138,741 428,246 580,03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1,962,898 1,531,702 53,087 162,466 215,643 547,04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086,724 1,612,273 54,636 176,631 243,184 563,48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752,380 1,243,641 29,962 96,055 382,722 442,222

비금속광물제품 1,857,824 1,270,066 75,427 161,231 351,099 327,884

제1차금속산업 2,147,828 1,263,432 54,608 235,278 594,511 548,524

조립금속제품 1,815,788 1,239,426 54,684 147,027 374,651 311,210

기타기계 및 장비 1,891,701 1,351,110 78,663 157,310 304,619 609,191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1,860,614 1,507,686 39,611 90,678 222,640 448,740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923,538 1,442,510 38,860 93,590 348,578 469,696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
1,870,750 1,393,299 40,225 129,130 308,097 495,557

의료,정밀,광학기기,

시계
1,989,578 1,603,802 36,149 174,505 175,122 269,88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673,324 1,180,426 52,944 112,829 327,124 558,202

기타운송장비 2,090,434 1,474,032 52,712 167,811 395,878 360,516

가구및기타 1,643,224 1,258,224 29,205 130,047 225,747 382,935

자료 : 통계청 중소제조업 월급여 현황. 2008.

◦ 전국 제조업 평균 월급여 소득은 1,849,102원이나 지역간 소득격차를 반영하여 기본급인

월평균 1,348,443원의 소득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원자재 공급방안

◦ 부산, 창원, 마산, 진해 등 경남의 주요도시들이 50㎞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권역내 연락

개발축의 형성은 물론, 노동력확보 및 도시서비스시설, 교통시설(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에 대한 접근이 용이

◦ 따라서 양호한 교통여건으로 인하여 물류수송비용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농공단지내 입주

업체의 원자재 공급은 원활한 것으로 예상됨

3)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 농공단지 조성의 효과는 농업에 의한 단순한 생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크

며 소득창출이 활발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과 아울러 지역에 주된 사업이 없어 공장으로

인하여 소득증대 기여

5.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1) 직종별 인력수요

구 분 공장수 필요인력 고용인력 비고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 212 -

C28 전기장비 제조업 5 45 -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191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56 -

C25, C3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8 - 복수업종포함

C28, C29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182 - 복수업종포함

C28, C31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16 - 복수업종포함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지원시설 1 10 -

2) 인력수급 전망

◦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인구로 간주

◦ 해당 읍면의 연령별 인구구성에 관한 직접조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해당 지자체의 전체 인구 비

율을 이용하여 해당 읍면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 추정

◦ 농공단지와 인접한 읍면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추정한 결과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43,872명으로

서 본 농공단지의 전체 고용인원수 720명을 충족할 것으로 조사됨



경제활동 가능 인구 비율

(단위 : 명)

김해시 창원시

구분 계 남 여
백분율
(%)

계 남 여
백분율
(%)

계 492,413 247,971 244,442 100.0 502,727 256,704 246,023 100.0

15세미만 105,103 54,930 50,173 21.34 93,009 49,446 43,563 18.50

15세이상
~ 65세미만

352,750 180,094 172,656 71.64 381,750 196,993 184,757 75.94

65세 이상 34,560 12,947 21,613 7.02 27,968 10,265 17,703 5.56

자료 : 김해시 통계연보 2010년, 구.창원시 통계연보 2010년

경제활동 가능 인구 (단위 : 명)

구분 지역인구 경제활동가능 인구비율 경제활동 가능 인구

계 43,872

김해시

진영읍 36,578

70.96%

25,786

진례면 8,188 5,856

한림면 10,021 7,233

창원시 동읍 24,064 79.50% 19,132

자료 : 김해시 통계연보 2010년, 구.창원시 통계연보 2010년

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하여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강화 방안

◦ 2011년 현재 김해시에 입지해 있는 산업단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사

업지구 포함)는 총 13개로서 6개 단지가 조성중에 있고 완공 후 서로 협력체계로 경쟁력있는 농

공단지육성에 기여

◦ 단지내 유사업종 정보교환 및 공동 판매용도 가능



김해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연번 지구명 면적(㎡) 비고

계 3,416,904

1 진영죽곡농공단지 405,147

2 나전농공단지 144,133

3 봉림농공단지 93,401

4 내삼농공단지 112,994

5 병동농공단지 148,518

6 안하농공단지 127,349

7 본산농공단지 146,690

8 하계농공단지 135,400

9 덕암지방산업단지 155,574

10 김해일반산업단지 1,502,209

11 주호일반산업단지 116,690

12 나전일반산업단지 65,799

13 명동일반산업단지 263,000

7.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 계획(변경)

1)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유치업종에 명시된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입주 기업

체 및 종업원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써 관리권자의 승

인을 얻어 실시하는 시설물

다)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관리기관(관리권자)이 산업단지 관리를 목적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



라) 녹지구역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조물

2) 용도별 구획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36,733.2 100.0

산업시설구역 98,686.5 72.2

지원시설구역 1,883.1 1.4

지원시설 837.8 0.6

주차장 1,045.3 0.8

공공시설구역 18,595.4 13.6

일반도로 15,329.5 11.2

보행자도로 3,265.9 2.4

녹지구역 17,568.2 12.8

공원 1,574.3 1.1

수로 1,960.7 1.4

완충녹지 14,033.2 10.3

※ 토지이용계획도 : (별첨 1)

3)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가) 배치기준
◦ 업종별, 단위별, 필지별 배치하되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지별 적정

배치

나) 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별 계열화 및 협업화에 대비한 합리적인 배치

◦ 규모의 변동이나 대체등이 예상되므로 상호보완성 및 융통성 부여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다)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변경)

구 분 업체수 계획면적 (㎡) 비고

산업시설구역 20 98,686.5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 26,630.8

C28 전기장비 제조업 5 19,276.8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15,400.6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 10,016.7

C25, C3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1 10,030.6 복수업종 가능

C28, C29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13,233.2 복수업종 가능

C28, C31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4,097.8 복수업종 가능

C31 기타 운송장비 - -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지역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인 태양광발전업을 도입하기 위해 업종배치계획에 반영함. 단 발전설비 설치장소는 공장 옥상에 한함

※ 업종배치계획도 : (별첨 2)

8.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가) 공동이용건축물
◦ 공동이용건축물은 추후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 후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설로써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건립코자 함

나) 입주업체 사후관리사업
◦ 공해업종 전환 및 폐수발생 업종 전환 규제 및 입주를 제한

◦ 관리기본계획서상 업종별 배치계획을 준수하여 입주함

2) 오수처리장 현황

◦ 설치계획 없음

◦ 단지내 발생되는 오수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여 처리토록 함



3) 용수공급 현황

◦ 공업용수 : 247㎥/일

◦ 생활용수 : 75㎥/일

■ 농공단지 관리 종합계획

1. 관리주체 : 김해시

2. 관리방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자체운영으로 입주기업 상호 협력체제 유지, 지도점검 실시

◦ 농공단지입주업체 선정 및 입주계약등의 전반적인 관리는 김해시에서 시행

3. 입주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사항

1)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사업(시설․운영자금)

구 분 융자한도 대출금리 융자조건 융자기관

시설
자금

30억원 이내
- 건축 : 소요자금이 100%까지
- 기계 : 소요자금의 100%까지

평가후 결정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중소기업
진흥공단운전

자금
5억원 이내
- 소요자금의 100%까지

평가후 결정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합 계 30억원 이내

2) 지원대상

◦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

을 받은 중소기업 및 신규로 입주하는 대기업

3) 조세지원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4.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농공단지 부대시설 관리 및 입주업체 건의사항 수렴

◦ 입주기업대책위원회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별첨 1. 토지이용계획도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