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고시 제2022-124호

이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김해 이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변경)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변경)
○ 관리기관 : 김해시(김해시 김해대로 2401)

○ 산업단지 위치

    - 기정
구분 소재지 면적(㎡)
산업단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112 일원 304,030.0

    - 변경
구분 소재지 면적(㎡)
계 - 305,915.2

1공구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112번지 일원 261,830.6
2공구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116-2번지 일원 2,758.4
3공구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91-3번지 일원 41,326.2

 나. 조성목적(변경없음)
○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중소기업 협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주근

접형의 친환경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쾌적한 근로환경 확보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추진경위(변경)
○ ’14. 07. 24. :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 ’16. 02. 04. : 이지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김해시 고시 제2016-48호)

○ ’17. 06. 15. : 이지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김해시 고시 제2017-151호)

○ ’17. 12. 21. : 이지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김해시 고시 제2017-318호)

○ ’19. 05. 17. : 이지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김해시 고시 제2019-130호)



○ ’19. 12. 27. : 이지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김해시 고시 제2019-355호)

○ ’20. 12. 30. : 이지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김해시 고시 제2020-411호)

○ ’21. 01. 29. : 이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김해시 고시 제2021-34호)

○ ’21. 12. 10. : 이지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김해시 고시 제2021-431호)

○ ’21. 12. 31. : 이지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김해시 고시 제2021-462호)

○ ’21. 12. 31. : 이지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김해시 고시 제2021-469호)

○ ’22. 04. 08. : 이지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김해시 고시 제2022-96호)

 라. 분양현황 및 계획(변경)
    - 기정

구분 총면적
처분가능면적 김해시

무상귀속
사업시행자
관리

조성
기간

조성
기관실수요 분양

미처분
계

조성 조성중 소계
계 304,030 123,395 86,752 - 13,751 13,751 223,898 58,836 21,296

2016
～

2022.
06

㈜
이지
산업
개발

산업시설 160,919 123,395 23,773 - 13,751 13,751 160,919 - -
지원시설
(종합병원
포함)

58,797 - 58,797 - - - 58,797 - -
주거시설 4,182 - 4,182 - - - 4,182 - -
공공시설 58,836 - - - - - - 58,836 -
기타시설
용지

21,296 - - - - - - - 21,296
 ※ 산업시설용지 160,919㎡ 중실수요자방식은 137,146㎡(85.2%), 분양방식은 23,773㎡(14.8%)임

(단위 : ㎡)

    - 변경

구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분양

미분양
계

조성 조성중 소계
합계 305,915.2 288,627.3 - 17,287.9 17,287.9 305,915.2

2016～2022.06. ㈜
이지
산업
개발

1공구

소계 261,830.6 244,542.7 - 17,287.9 17,287.9 261,830.6
산업시설 160,819.7 147,069.9 - 13,749.8 13,749.8 160,819.7
지원시설 17,476.8 17,476.8 - - - 17,476.8
주거시설 4,186.7 648.6 - 3,538.1 3,538.1 4,186.7
공공시설 60,771.2 60,771.2 - - - 60,771.2
기타시설 18,576.2 18,576.2 - - - 18,576.2

2공구 기타시설 2,758.4 2,758.4 - - - 2,758.4
2016～2022.07.

3공구 지원시설
(종합병원) 41,326.2 41,326.2 - - - 41,326.2

2016～2024.12.
 ※ 산업시설용지 160,819.7㎡ 중실수요자방식은 137,064.4㎡(85.2%), 분양방식은 23,755.3㎡(14.8%)임

(단위 : ㎡)



 마. 입주계획(변경)
    - 기정
입주업체수 면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40  35  5 304,030 160,919 58,797

(단위 : 개사, ㎡)

 
   - 변경
입주업체수 면적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40  35  5 305,915.2 160,819.7 58,803.0

(단위 : 개사, ㎡)

 바. 입지여건(변경)
    - 기정

시설명 ’21. 12월 확충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전력  - 주촌 변전소 90,580mwh 공급 예정 - - 한국전력
통신  - 3,399회선 사용 예정 - - 통신업체

용수  - 공업 용수:  812㎥/일 - 생활 용수: 3,267㎥/일 - - 김해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항공  - 김해공항(15km 내외) - - -
도로

 - 남해고속도로(동김해,서김해 IC) -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58호선 - 시도 1042호선 - - -

철도
 - 구포역(25km 내외) 이용   ․ 1일 약25회(KTX 서울 기준) - 장유역(부산신항 배후철도) 인접 - - -

항만
 - 부산신항(완공 기준)   ․ 접안능력 30선(최대 5만 톤급 기준)   ․ 하역능력 80,400TEU/년 - - -

환경  - 장유하수종말처리장   ․ 총 시설용량 : 145,000㎥/일 - 2,738㎥/일
사용 계획 -

    - 변경
시설명 ’22. 4월 현재

확충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전력  - 주촌 변전소 94,423mwh 공급 예정 - - 한국전력
통신  - 3,398회선 사용 예정 - - 통신업체

용수  - 공업 용수:  720㎥/일 - 생활 용수: 2,473㎥/일 - - 김해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항공  - 김해공항(15km 내외) - - -
도로

 - 남해고속도로(동김해,서김해 IC) -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58호선 - 시도 1042호선 - - -

철도
 - 구포역(25km 내외) 이용   ․ 1일 약25회(KTX 서울 기준) - 장유역(부산신항 배후철도) 인접 - - -

항만
 - 부산신항(완공 기준)   ․ 접안능력 30선(최대 5만 톤급 기준)   ․ 하역능력 80,400TEU/년 - - -

환경  - 장유하수종말처리장   ․ 총 시설용량 : 145,000㎥/일 - 2,406㎥/일
사용 계획 -



2. 관리기본방향(변경없음)
○ 동남권 기존 산업(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 금속가공, 의료클러스터, 종합병원 등)과 협력적 벨

트 및 산학연관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적극적인 경영활동 지원 전개

○ 환경 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3. 관리기본계획(변경)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변경)
  1) 용도별 구획면적(변경)  
    - 기정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주거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적(㎡) 304,030 160,919 58,797 4,182 58,836 21,296
비율(%) 100.0 52.9 19.3 1.4 19.4 7.0

    - 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305,915.2 261,830.6 2,758.4 41,326.2 100.0

산업시설구역 160,819.7 160,819.7 - - 52.6
지원시설구역 58,803.0 17,476.8 - 41,326.2 19.2
주거시설구역 4,186.7 4,186.7 - - 1.4
공공시설구역 60,771.2 60,771.2 - - 19.9
녹지구역 21,334.6 18,576.2 2,758.4 - 7.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 기정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제18호에 따

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설비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

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김해시 고시 제2020-411

호, 2020.12.30.)에서 불허용하는 업종 및 건축물은 제외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한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 내지 [별표14]에 따라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7]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조의5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2)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 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제18호에 따

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설비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

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2)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중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축물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김해시 고시 제

2022-96호, 2022.4.8.)에서 허용하는 업종 및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조의5에 따른 공공시설

(2)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및 부대시설



   라) 녹지구역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용도별구역 평면도(변경)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변경)
  1) 입주대상업종(변경)
    - 기정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만 가능

(C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

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절 공급업(D3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M72)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설비

※ 다만, 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해업종은 제한 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산업단지 전체 유독물 인·허가 대상업체, 도금시설 입주제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종합병원)을 고려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 악취물질 입주 또한

산업단지 전체 제한

- 발생폐수 전량 위탁처리, 난방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저녹스 보일러 설치

   나) 지원시설구역
  (1)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한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 내지 [별표14]에 따라 공업지역 안에

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7]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만 가능

(C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

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



절 공급업(D3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M72)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설비

※ 다만, 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해업종은 제한 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산업단지 전체 유독물 인·허가 대상업체, 도금시설 입주제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종합병원)을 고려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 악취물질 입주 또한

산업단지 전체 제한

- 발생폐수 전량 위탁처리, 난방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저녹스 보일러 설치

   나) 지원시설구역
  (1)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한다.

  2) 입주자격(변경)
    - 기정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

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서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

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일반 실수요자

(2)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구단위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함

(3) 단, 구역 내 허용 건축물은 입주할 수 있음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

(2)「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서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지구단위계획 용도의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1군 업종을 우선 입주유치
* 입주유치 애로(미분양 등), 처분, 실시계획 변경관련 추가 공급, 외국인투자 등의 사
유발생시 2군 업종 입주유치 가능

○ 관리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항목을 고려한 입주 선정 기준을 마련
   하여 우수기업 유치
  - 성장유망, 기술력보유, 수출, 저공해, 지역경제기여도(외국인투자, 관리기관과MOU 체결) 등
  * 단,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입주절차(변경없음)
-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5) 입주제한(변경없음)
(1) 산업단지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시

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업체 및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제4조 관련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2) 산업단지 전체 유독물 인허가 대상업체, 도금시설 입주제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종합병원)

을 고려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 악취물질 입주 또한 산업단지 전체 제한

- 발생폐수 전량 위탁처리, 난방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저녹스 보일러 설치

 다.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1)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업체수
기정 변경

합계 160,919(100.0) 160,819.7(100.0) 35

공장시설 및
의료클러스터 용도

소계 160,919(100.0) 160,819.7(100.0) 35
C25,C26 6,612(4.2) 6,608.7(4.1) 2

C28,C29,C30 106,985(66.0) 106,373.1(66.1) 19
C25-30,M72,D35 23,780(14.8) 23,755.3(14.8) 8

의료클러스터(C21,C27) 24,089(15.0) 24,082.6(15.0) 6
D35 - - -

(단위 : ㎡)

※ 산업시설구역 내 세부용도는 인근 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기

관이 입주 계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는 사업구역 전 지역에서 가능

  2) 배치기준(변경없음)
(1) 입주대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

(2)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고려하여 배치



구분 1군 업종 2군 업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1,C27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5,C26 C27,C28,C29,C30,D35

전기장비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8,C29,C30 C25,C26,D35,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2 C25,C26,C27,C28,C29,C30,D35

  3)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변경)
   1) 설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획지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8,976(100.0) 68,978.1(100.0) 21 15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용지 62,979(91.3) 62,989.7(91.3) 18 12
주차장 5,997(8.7) 5,988.4(8.7) 3 3

(단위 : ㎡)

   2) 지원시설 관리운영(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일

반용도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
    - 기정
○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 변경
○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1)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변경없음)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 “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면적”과 관련하여「산업집적법」제15조 각 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

상으로 함.

   
  2) 환경관리(변경없음)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



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 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 관리기관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3) 안전관리(변경없음)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

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 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

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

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기반시설관리(변경없음)
(1)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

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별 첨

1. 용도별구역 평면도(변경)
2.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별첨 1] 용도별구역 평면도(기정) 



[별첨 1] 용도별구역 평면도(변경)



[별첨 2] 업종별 배치계획도(기정)

주1) 21업종은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21300)에 한함

주2)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는 사업구역 전 지역에서 가능



[별첨 2]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주1) 21업종은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21300)에 한함

주2)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는 사업구역 전 지역에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