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고시 제2020-121호

김해 하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9-379호(2009.7.23.)로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된 김해 하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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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19일

경상남도지사

하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농공단지 개요

 가. 관리권자 및 농공단지 위치

  ○ 관리권자 : 김해시장(김해시 김해대로 2401)

  ○ 농공단지 위치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240번길 82 일원

 나. 조성목적

  ○ 농촌지역의 농업유휴인력을 흡수하여 농외소득원의 증대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 공급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김해시 자립자족적인 미래상 정립

 다. 추진경위

  ○ 2007. 09. 20 :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

  ○ 2007. 10. 18 : 농공단지 지정 고시(김해시 고시 제2007-108호)

  ○ 2008. 02. 06 : 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09. 02. 18 : 농공단지 실시설계 완료

  ○ 2009. 04. 09 : 문화재시굴조사 완료 

  ○ 2009. 07. 23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9-379호)

  ○ 2009. 08. 27 :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9-93호)

  ○ 2010. 06. 17 :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세목(추가) 고시

  ○ 2011. 03. 17 :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2011. 05. 19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역·지구의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1-186호)

  ○ 2011. 12. 15 :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개발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시행 기간연장)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1-35호)

  ○ 2012. 02. 23 :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2-34호)

  ○ 2012. 03. 29 :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2-54호)

  ○ 2012. 04. 26 : 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김해시 고시 제2012-78호)

  ○ 2012. 07. 05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역·지구의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2-299호)

  ○ 2015. 02. 26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제2015-94호)

 라. 분양현황

 마. 입주 및 고용계획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입주현황 고용현황(명)

비고
업체수 면적 계 남 여

기 정 20 98,686.5 342 282 60

변 경 33 98,686.5 453 355 98

(단위 : ㎡)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조성

기관분 양
미 분 양

계
조 성 미조성 소계

계 136,733.2 98,686.5 - - - 98,686.5

2007.09.20

~

2012.04.26

김해시

산업시설구역 98,686.5 98,686.5 - - - 98,686.5

지원시설구역 1,883.1 - - - - -

공공시

설구역

소계 20,556.1 - - - - -

도 로 18,595.4

구거·수로 1,960.7

녹지구

역
녹 지 15,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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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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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명 2018. 12월 현재
확 충 계 획

규 모 일정 및 시행자

도 로

철 도

항 공

 - 남해고속도로 동창원 IC에서 3㎞에 입지

 - 국도 14호선 5㎞에 입지

 - 진례역에서 5㎞에 입지

- -

용 수
 - 공업·생활용수 : 322㎥/일

- -

전 력  - 3,233kw - -

환 경  - - -

기 타  -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적(㎡) 136,733.2 98,686.5 1,883.1 20,556.1 15,607.5

비율(%) 100.0 72.2 1.4 15 11.4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구조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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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1

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2)「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단, 건축물(벽면, 지

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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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2)「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단, 건축물(벽면, 

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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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항에 따른 태양력발전시설.

   라) 녹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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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첨 

 나.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산업시설구역(변경)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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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중 태양력발전업(D35114)에 한함.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변경)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중 본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업종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건축

물(벽면, 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입주대상업종 중에서 환경성검토 결과 적합 판정업체

    ○ 부동산임대업은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하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9조제3항에 따라 처분신청자(입주기업체)가 추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

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인 김해시와 사전협의[매입금액 및 임대기간 등)를 거쳐야 함]

   나)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

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건축

물(벽면, 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태양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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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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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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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계획 변경사항 별첨 참고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1) 지원시설 

   ○ 위    치 : 진영읍 하계로240번길 82 일원

   ○ 부지면적 

    - 주차장(하계리 752-1) : 1,045.3

    - 관리사무소(하계리 752-2) : 837.8

   ○ 건축면적 : 312.7㎡

   ○ 시설용도 : 입주기업체 사무실, 식당, 관리동, 주차장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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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지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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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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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

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4)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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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여 처리 함.

    다)「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따른 제한업종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단, 

특정유해물질을 제외한 폐수에 대하여서는 전량 위탁처리는 허용)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공장설립 시 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는 가능함. (단,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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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하는 사업장은 입주 제한

    마)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환경부 고시(제2016-41호)｢낙동강하류유역 폐수배출시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에 따라 금속가공 수용성절삭유사용시설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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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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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함

  6) 기반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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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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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 업체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45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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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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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액 내  수 수  출 가동률(%) 비  고

현    황 368,000 358,096 9,904 100

향후전망 400,000 360,000 40,000 100

구 분 업체수 필요인력 고용인원 비고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8 238 153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추가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추가

 C28 전기장비 제조업 8 204 117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128 149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84 34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114 태양력발전업 1

 L6811 부동산임대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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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대상지는 진영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해시 2019년 4월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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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4월 김해시에 입지해 있는 산업(농공)단지(산업입지법에 따른)는 총 14개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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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

(가구)

인 구 수 (인)

계 남 여

계 211,840 555,334 284,819 270,515

진영읍 23,004 58,260 30,443 27,817

주촌면 4,692 13,054 7,465 5,589

진례면 3,605 8,806 5,393 3,413

한림면 4,321 10,485 6,569 3,916

생림면 2,231 4,914 2,997 1,917

상동면 1,713 4,270 2,707 1,563

대동면 3,276 6,727 3,497 3,230

동상동 4,890 11,226 5,705 5,521

회현동 4,618 10,617 5,394 5,223

부원동 4,617 10,614 5,431 5,183

내외동 30,704 78,612 39,166 39,446

북부동 29,364 81,772 40,998 40,774

칠산서부동 4,281 10,049 5,276 4,773

활천동 17,648 44,066 22,525 21,541

삼안동 15,609 37,845 19,455 18,390

불안동 3,183 8,270 4,226 4,044

장유1동 20,039 56,901 28,512 28,389

장유2동 14,096 37,925 18,981 18,944

장유3동 19,949 60,921 30,079 3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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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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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명동일반산업단지 한림면 명동리 일원 263,908 준공



별 첨

1. 용도별 구역계획도

2. 업종별 배치계획도

▨ 용도별 구역계획도(변경없음)



▨ 업종별 구역계획도(기정) ▨ 업종별 구역계획도(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