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장림산업단지에 IT, 벤처기업 등 첨단업종

입주시설인지식산업센터가잇따라들어서고있다.

이로써노후산업단지의이미지를벗고스마트산단

으로의변화에속도를내게됐다.

현재 우리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신청한지식산업센터는신평동 7개, 장림동 1개

로 총 8개이다. 부지면적만 69.7만㎡(21만평)에 달

하고최저 13층부터최고 28층 높이의건물이지어

질 예정이다. 이곳에는 첨단업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등이입주한다.

지식산업센터 신청이 늘면서 신평장림산업단지

의 람스마트산단 전진 플랫폼랍 조성 사업에도 가속

도가붙게됐다. 스마트산단전진플랫폼이란산업

단지의역량강화를위해기업지원기관, 연구개발

공간, 근로자 교육 및 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춘곳을이른다.

지식산업센터는 공해유발업체가 아니라 친환경

첨단업종이입주하면서노후산단의환경을바꾸는

것은물론청년들에게취똴창업의기회를제공할수

있다는점에서의미를지닌다. 또한각종기업지원

시설이 갖춰질 경우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에도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지식산업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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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장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개념도 기업에 기술 및 경영지원을 하는 람신평장림

공단혁신지원센터랍가 장림동(1080번지)에 9월

준공된다. 이곳은 지상 6층, 연면적 2,932㎡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본부, 동아대 URP사

업단, 한국산업단지공단사하사무소,스마트환

경모니터링 시스템, 창업, 스타트업 기업 공간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이 입주해 지식산업센터와

함께시너지효과를낼것으로기대된다.

혁신지원센터 조감도

<첨단업종똴기업지원시설복합공간>



돚

신평동 493번지(펜타플렉스 1차)

앍2024. 2.준공예정(공사중)

앍연면적 86,308㎡지하1층지상15층

앍용도：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앍2022. 2. 25.건축허가

앍연면적 112,292㎡지하3층지상20층

앍용도：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신평동 520번지외 1필지

신평동 532번지외 3필지(스마트T타워)

신평동 546번지외 2필지(펜타플렉스 2차)

앍2022. 8. 25.건축허가

앍연면적 96,396㎡지하1층지상15층

앍용도：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신평동 648뚤2번지

앍2022. 6. 30.건축허가

앍연면적 24,207㎡지하3층지상13층

앍용도：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신평동 489번지외 3필지

앍2022. 9. 14.건축허가접수

앍연면적 68,946㎡지하1층지상20층

앍용도：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앍2022. 10.건축허가접수예정

앍연면적 37,846㎡,지하1층지상20층

앍용도：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신평동 648뚤1번지

장림동 1034번지

앍2022. 10.건축허가접수예정

앍연면적 44,332㎡,지하2층지상20층

앍용도：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앍2022. 7. 22.건축허가

앍연면적 165,615㎡지하2층지상18층

앍용도：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앍위치：장림동 1080번지

앍규모：1,650㎡(연면적 2,932㎡),지상6층

앍주요시설：동아대URP사업단

한국산업단지공단사하사무소

부산한국로봇융합연구원등

앍사업기간：2018년∼2022년

앍사업비：104억원

(국비 39억원,시비 65억원)

신평동 370뚤6번지(리드원)

앍2022. 7. 22.건축허가

앍연면적 119,309㎡지하1층지상28층

앍용도：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앍2022. 8. 12.건축허가접수

앍연면적 23,951㎡지하2층지상20층

앍용도：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장림동 343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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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장소：다대포해변공원 3잔디광장

앎문의：문화관광과 220뚤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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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교통

도시철도(신평똴동매똴장림역)인접

사상∼하단선 2024년개통예정

하단∼녹산선 2026년착공예정

장림지하차도연말개통

부산해안순환도로인접

사상IC,명지IC로고속도로진입용이

가덕도신공항배후도시

신평장림산단스마트산단

전진플랫폼조성사업

신평장림산단혁신산단조성사업

산학협력스마트제조기반및첨단산업육성

동주대스마트제조혁신센터

동아대드론글로벌허브센터

똴

제조업,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벤처기업운영시설,

입주업체생산활동지원시설

노후산단의첨단화

깨끗한산단환경조성

양질의일자리창출

동일건축물에제조업,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

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수있는다층형집합건축물

신평동 7개소

장림동 1개소

※신평장림산단 6개소

그외 2개소

신평동 펜타플렉스 1차 지식산업센터

공인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정상등록정보확인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등의기재사항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자,

인감도장등일치여부확인

전똴월세신고의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전입신고를

해야선순위채권자의지위를갖추게됨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보증가입

보증금반환문제발생시

보증사로부터임대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음

고양이여행리포트 태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