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고시 제2019-67호

김해 안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9-537호(2009.10.29.)로 관리기본계획 승인된 함양군 원평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경상남도지사

1. 농공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농공단지 위치

○ 관리기관 : 김해시(김해시 김해대로 2401)

○ 농공단지 위치 :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일원

나. 조성목적

○ 개별공장의 산발적 입지를 계획적으로 집단화토록 유도

○ 인접 계획공단간의 연계개발로 도시산업경쟁력 강화

○ 공업규모의 균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입지기반 구축

다. 추진경위

○ 2004. 06. 07 : 안하농공단지 지정 승인

○ 2004. 12. 30 : 공사착공

○ 2005. 04. 30 : 실시계획 승인

○ 2005. 07. 14 : 안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경상남도 고시 제2005-200호]

○ 2007. 04. 26 : 안하농공단지 지정변경 승인[김해시 고시 제2007-40호]

○ 2007. 05. 10 : 준공인가 공고[김해시 공고 제2007-802호]

○ 2009. 10. 29 : 안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상남도 고시 제2009-537호]



라. 분양현황

마. 입주 및 고용계획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2. 관리기본방향 및 농공단지 발전계획

가. 목 표

○ 합리적인 공장배치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적극적인 입주기업체 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 관리인력 고용증대 효과 극대화

구 분
입주현황 고용현황(명)

비고
업체수 면적 계 남 여

기 정 27 98,978 320 295 25

변 경 27 98,978 511 421 90

(단위 : ㎡)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계
계 127,348.7 98,978.6 - - - 98,978.6

2004.12.30
~

2007.4.26
김해시

산업시설구역 98,978.6 98,978.6 - - - 98,978.6

지원시설구역 1,458.2 - - - - -

공공시설구역 16,417.4 - - - - -

녹지시설구역 10,494.5

시설명 2018. 5월 현재
확 충 계 획

규 모 일정 및 시행자

도 로
철 도
항 공

- 시도 16 ․ 19호선 연접
- 국도 14호선 북측 5㎞에 입지
- 철도 진례역에서 12㎞에 입지

- -

용 수
- 공업용수 : 350㎥/일
- 오수처리장 : 260㎥/일

- -

전 력 - - -

환 경 - - -

기 타 - - -



나. 추진계획

○ 입주기업체 공장건설 지원 및 조기 가동 행정지원

○ 고용인력 확보 지원

○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 등

3. 관리기본계획

가.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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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

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

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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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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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적(㎡) 127.348.7 98,978.6 1,458.2 16,417.4 10,494.5

비율(%) 100.0 77.7 1.2 12.9 8.2



라) 녹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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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 1차금속 제조업(C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 부품, 검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부동산 임대업(L6811)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017. 06 시행)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중 D35114에 한함.

※ 부동산임대업은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

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

하여 입주 허용하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산업집적법 시행령」제49조제3항에 따라 처분신청자(입

주기업체)가 추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단,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인 김해시와 사전협

의[매입금액 및 임대기간 등)를 거쳐야 함]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같은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중 본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업종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건축물(벽면, 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입주대상업종 중에서 환경성검토 결과 적합 판정업체

나)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라) 녹지구역

○ 국가, 지자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입주우선순위

○ 1순위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농공단지 통합지침”이라 함)

제4조에 따른 전문농단지의 실수요자 방식에 의한 입주기업체

○ 2순위 :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성장유망기업

○ 3순위 : 수출기여도, 신기술보유, 고부가 가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관리기관은 지역산업 및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4) 입주제한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해당 농공단지는 계획관리지

역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제한 업종 및 폐수·대기오염물질 발생업종은 입주를 제

한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기준

가)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향상

나) 단지의 토지이용 고려 및 획지규모, 분할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계열화

다) 공동시설 설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블록단위로 배치

라)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마)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배치

바)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등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배치

사) 태양력 발전업(D35114)은 산업시설구역 전체에서 운영할 수 있음(입주자격 참조)

※ 업종별 배치계획도 참고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1) 공공시설 설치

(가) 오수처리시설

○ 부지면적 : 838.8㎡

○ 규 모 : 260㎥/일

○ 처리방법 : 선회와류식 S.B.R 공법

2) 지원시설

○ 위 치 :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004-3번지

○ 부지면적 : 879.9㎡

○ 시설용도 : 입주기업체 사무실, 식당, 관리동 등

3) 시설․관리․보수 운영계획

○ 운영방법 : 입주기업체협의회 자체적 운영

○ 운영주체 : 입주기업체협의회

○ 운영계획 : 입주기업체에서 운영(자율적 참여 유도로 상호협력체제 유지)

※ 시설물의 파손․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등 포함

마. 사후관리 계획

1)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집적법」,「산업단지관리지침」및「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

가)「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에서 정하는 면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나) 다만, 입주기업체가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미만으

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

(1,650㎡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에 재분할을 할

수 없음.(위반 시 입주계약 해지)



3) 분양용지관리

가)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철저

나) 농공단지 내 분양용지는「산업집적법」, 「산업단지 관리지침」「농공단지 통합지침」및 본 농

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4) 환경관리

가)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

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그 사후관

리에 철저를 기함.

다)「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따른 제한업종 및 폐수 발생업체는 입주를 제한(단, 위탁처리는

허용)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9호 자목(1)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행물질

을 기준 이상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입지를 제한하며 그 외 사업장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라)「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 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입주 제한

마)「유해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환경부 고시(제2016-41호)「낙동강하류

유역 폐수배출시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에 따라 금속가공 수용성절

삭유사용시설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입주 제한

5)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

수하여야 함

6) 기반시설관리

가)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긴밀한협조체제구축



4. 농공단지 관리 종합계획

가. 생산 ․ 수출 및 고용전망

1) 생산 ․ 수출 전망

2) 고용전망

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

나) 27개 업체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511명의 종업원 고용되어 있음.

다) 기술과 정보 및 자본 축적으로 지역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능력요건 확보

나. 임금소득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가) 부산, 창원 등 광역권의 주요도시들이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권역 내 산업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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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에 대한 접근이 용이

나) 농공단지 조성의 효과는 농업에 의한 단순한 생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크며

소득창출이 활발하여 지역경제의 성장과 아울러 주민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

다. 인력수요 및 지역기능인력육성 등 지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1) 입주기업체의 직종별 인력수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내 수 수 출 가동률(%) 비 고

현 황 124,800 115,140 9,660 100

향후전망 130,000 120,000 10,000 100

구 분 업체수 필요인력 고용인원 비고

C24 1차금속 제조업 1 12 26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 107 100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 39 6

C28 전기장비 제조업 1 29 10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222 249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26 59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 62 61



※ 1) 필요인력 : 산업입지지원단위산정에 관한 연구(2015.3)에 제시된 업종별 부지면적당

종사자 인구를 적용하여 산정함

2) 고용인력 : 현재 농공단지 종사자수 현황 임.

2) 지역별 인력수요

○ 본 계획대상지(한림면)는 진영읍, 주촌면, 진례면, 생림면, 북부동에 인접해있으며, 2018년 4월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인근 산업단지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 2018년 4월 김해시에 입지해 있는 산업(농공)단지(산업입지법에 따른)는 총 13개단지가

준공되어 약60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어 이들 단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공공ㆍ행정기관과의 수의계약체결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구매

○ 입주업체간 정보교환 및 공동 판매를 통한 입주업체의 경쟁력 및 협력 강화

지역별 인력수급은 김해시에서 인력 수급

구 분
가구 수
(가구)

인 구 수 (인)
가구당
인구

계 남 여

계 63,173 169,999 90,276 79,723 2.7

진영읍 21,387 55,592 29,060 26,532 2.6

주촌면 1,728 4,972 3,519 1,453 2.9

진례면 3,674 9,147 5,541 3,606 2.5

한림면 4,437 1,0929 6,881 4,048 2.5

생림면 2,223 4,961 3,001 1,960 2.2

북부동 29,724 89,398 42,274 42,124 2.8



마.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 ․ 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 관리주체

○ 김해시

2) 관리방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자체운영으로 입주기업체 상호 협력체제 유지

○ 김해시에서 지도 점검실시

바.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농공단지 부대시설 관리 및 건의사항 수렴

2)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김해시 산업(농공)단지 현황

번호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4,887,836

1 진영(죽곡)농공단지 진영읍 죽곡리 8-4 번지 일원 405,147 준공

2 나전농공단지 생림면 나전리 681 번지 일원 109,363 준공

3 봉림농공단지 생림면 봉림리 1073-1 번지 일원 111,213 준공

4 내삼농공단지 주촌면 내삼리 1077-3 번지 일원 112,994 준공

5 병동농공단지 한림면 병동리 564 번지 일원 148,518 준공

6 안하농공단지 한림면 안하리 2001-1 번지 일원 127,349 준공

7 본산농공단지 진영읍 본산리 산35-1 번지 일원 146,690 준공

8 하계농공단지 진영읍 하계리 462 번지 일원 136,733 준공

9 덕암일반산업단지 주촌면 덕암리 462 번지 일원 155,574 준공

10 오척일반산업단지 진영읍 하계리 산114-1 번지 일원 149,400 준공

11 주호일반산업단지 진영읍 본산리 1174 번지 일원 116,690 준공

12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주촌면 농소리, 망덕리 일원 1,524,154 준공

13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진례면 고모리, 담암리 일원 1,644,011 준공



[붙임 1] 용도별 구역계획도

□ 기 정



[붙임 2] 업종별 배치계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