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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1. 강서발전 2030 비전과 목표
1) 기본방향

l 도시의 미래상은 장래 특정 도시의 발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통해 해당 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 

l 광역권의 중심성 확보, 글로벌 관문성 구축, 글로벌 트렌드 반영, 첨단산업 육성, 

환경ㆍ문화 친화적 계획, 정주환경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하여 미래상 정립
l 통합개발계획, 글로벌 교통체계 구축, 복합기능 글로벌시티, 해양첨단산업, 라이

프스타일허브, 균형발전 등의 기본방향 설정

2) 강서발전 2030 비전과 목표
(1) 비전
l 글로벌 부산을 선도하는 강서구

(2) 목표
l 관광ㆍ문화 글로벌 도시, 주민 중심형 글로벌 도시, 첨단 비즈니스 글로벌 도시

<그림 Ⅲ-1> 강서발전 2030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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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l 관광ㆍ문화 글로벌 도시

- 낙동강을 활용한 리버프런트 조성
-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신 관광중심지화
-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 기반 관광자원 개발

l 주민 중심형 글로벌 도시
- 균형발전을 통한 실질적 삶의 질 향상
- 창조계층을 위한 신개념 정주환경 조성
- 주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주민복지 실현

l 첨단 비즈니스 글로벌 도시
- 4차산업의 발굴과 클러스터화
- 세계적 기업 유치와 친 비즈니스 환경구축
-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산업 육성

(4) 2030년 강서의 미래상
l 관광ㆍ문화 글로벌 도시

- 탄소 제로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낙동강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과 부족시설 확충
- 세계적 관광 트렌드와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 도입
-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l 주민 중심형 글로벌 도시
- 지역문화 특성을 고려한 정주환경개선
- 강서구내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
- 인구 증가 추세에 부합하는 지원 시설 도입
- 주민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복지 실현



l 첨단 비즈니스 글로벌 도시
- 차별화된 4차산업 발굴 및 특화 전략
- 산업간 연계를 위한 클러스터 환경 조성
- 세계적 기업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 환경 조성
- R&D가 강화된 신산업 중심 클러스터 조성

2. 공간 구상
1) 기본방향

l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지형적 특성 및 강서구
의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l 강서구의 미래상을 실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설정

l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공간구상을 계획하여 비교 
권역별 발전방안 제시

2) 공간구상
l 도시공간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공간 배치를 하며, 생활권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구성
l 강서체육공원, 대저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및 근린공원 등을 연계한 녹지축을 

설정하고 주거 공간 확대를 최소화하여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배치

l 강서의 발전 권역을 기능별 연관성을 검토하여 가락ㆍ대저권, 녹산ㆍ명지권, 가
덕권, 공항권 등 4개의 기능공간으로 구분

l 가락ㆍ대저권의 수변도시조성과 낙동강유역의 리버프런트사업으로 환경ㆍ문화 
친화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며, 공항권역에 Air city를 조성하여 물류 비즈니스 
글로벌 도시를 조성

l 강서의 주거지역인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의 개발로 명품 생활여건을 
조성하며, 가덕권역에 관광, 첨단물류 등 첨단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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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지표 설정
1) 인구 지표

(1) 인구 지표 설정
l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는 도시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설정된 계획

목표와 기준에 비추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인구(ultimate population)로써 도시
의 물리적 개발과 행정, 재정, 사회, 경제,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방향을 종합
한 정책계수

l 도시의 인구지표는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제요소이고, 모든 도시계획 사
업과 도시행정체계의 방향과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척도로 합리
적으로 산정
- 인구지표는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이자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각종 토지이용의 결정 등 모든 계획의 근간으로 작용
l 목표년도인 2030년의 계획인구는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와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의한 인구, 사회적 변동요인에 의한 인구 등을 감안하여 설정
-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보정, 통계청장래인구추계(코호트요인분석), 현재인구 

기준의 등차ㆍ등비법의 평균치 등 크게 3가지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2030년 
강서구의 인구지표를 산출

l 인구의 설정은 도시의 기반시설과 도시활동, 환경조성의 기본이 되므로 강서의 
특성과 장래전망을 감안하여 설정

l 아울러 개발 사업과 대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결과를 예상하여 
인구를 조정하고 종합적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강서구의 최종 계획인구를 예측

(2) 강서구 인구 지표
l 상위계획인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부산생활권, 동부산생활권은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 추진지역으로서 인구밀도가 높은 중부산생활권 및 주변 도시에서 
인구가 이동할 것을 감안하여 배분



- 기장군, 해운대구 등의 동부산권, 북구, 강서구 등의 서부산권은 2030년 인구
수가 증가하는 반면, 영도구, 서구, 중구 등의 중부산권은 인구가 감소할 것으
로 예상

l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부산광역시 총인구는 4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강서구의 인구는 38만 명으로 추정
- 2015년 현재 부산광역시 인구대비 강서구 인구의 비중은 약 2.83%인 반면 

2030년은 9.27%로 인구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2015년 현재 2030년 계획인구(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부산광역시 3,559,780명 100.0% 4,100,000명 100.0%
강서구 100,597명 2.83% 380,000명 9.27%

<표 Ⅲ-1> 현재 인구와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장기 추계 인구 비교 

l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30년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3,281,203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인구를 2030년 비중(9.27%)으로 적용하여 산출하면 
2030년 강서의 인구는 304,168명으로 분석
- 통계청 장래인구 추정을 위한 분석방법은 코호트요인법으로 특정연도의 기준

인구에 인구변동요인인 출생ㆍ사망ㆍ국제이동에 대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을 분석

2015년 현재 인구 2020년 추계인구 2025년 추계인구 2030년 추계인구
부산광역시 3,452,260명 3,396,020명 3,341,609명 3,281,203명

강서구 9.27% 100,597명 314,811명 309,767명 304,168명

<표 Ⅲ-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한 인구추정 

l 과거추세에 의한 인구 추정은 추계하고자 하는 지역의 장래 인구성장이 과거와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추계기
간 내에 대상지역이 새로운 커다란 인구유입을 불러일으킬 개발행위가 없이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유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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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과거추세에는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최소자승법, 로지스틱식 등이 있으며, 강
서구의 인구 장래인구 추정을 위해서 상기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

년도(년) 등차급수법 등비급수법 최소자승법 로지스틱식 비고
2015 100,597명 100,597명 100,597명 100,597명
2020 134,925명 152,707명 134,072명 144,432명
2025 169,253명 231,811명 172,669명 201,817명
2030 203,581명 351,892명 211,265명 258,904명

<표 Ⅲ-3> 과거추세에 의한 인구 추정 

l 과거추세에 의한 추정인구와 상위계획인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추정인구, 통
계청의 추계인구에 대한 보정으로 도출된 추정인구의 평균으로 2030년까지의 
강서구 인구를 산출한 다음 향후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가분을 추가하여 인구 추정

l 종합적 인구 추정 + 사회적인구 증가분 + 정책적 인구증가분
-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 최종 추정인구에서 천인미만 버림으로 산정

l 종합적 계획 인구 추정 결과, 2030년 인구는 사회적, 정치적 증가분을 감안할 
때 약 380,000명으로 설정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a) 100,597명 190,000명 350,000명 380,000명
장래인구추계 9.27% (b) 100,597명 314,811명 309,767명 304,168명

등차급수법 (c) 100,597명 134,925명 169,253명 203,581명
등비급수법 (d) 100,597명 152,707명 231,811명 351,892명
최소자승법 (e) 100,597명 134,072명 172,669명 211,265명
로지스틱식 (f) 100,597명 144,432명 201,817명 258,904명

평균 (A=(a+b+c+d+e+f)/6) 100,597명 178,491명 239,220명 284,968명
사회적 증가(B) - 60,000명 80,000명 100,000명
정책적 증가(C) - 200명 200명 200명

최종추정인구(A+B+C) 100,597명 238,691명 319,420명 380,000명

<표 Ⅲ-4> 강서구 인구지표 



2) 산업 지표
l 2015년 현재 관내 사업체수는 14,766개소이며, 종사자수는 113,911명
l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사업체의 41.2%, 종사자수는 63.3%로 높은 비율을 

형성
l 제조업, 도ㆍ소매업이 강서구 전체 사업체 수의 67%를 차지하며, 2차산업의 비

율이 1차, 3차 산업에 비해 높게 형성
l 강서구는 1차, 2차 산업에 비해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므로 

3차 산업 확보 필요
l 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가구당 인구는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수용

하여 설정

구분
강서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개소 % 개소 %

계 14,766 100.0 113,911 100.0 
농업ㆍ임업 및 어업 9 0.1 74 0.1 

광업 4 0.0 28 0.0 
제조업 6,085 41.2 72,160 63.3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6 0.0 171 0.2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0 0.5 544 0.5 

건설업 345 2.3 2,254 2.0 
도매 및 소매업 3,808 25.8 12,286 10.8 

운수업 865 5.9 7,758 6.8 
숙박 및 음식점업 1,448 9.8 4,166 3.7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 0.2 560 0.5 
금융 및 보험업 82 0.6 676 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8 3.3 1,196 1.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95 1.3 2,215 1.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7 0.7 739 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7 0.4 2,509 2.2 

교육서비스업 200 1.4 2,026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1 1.0 1,363 1.2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2 1.0 1,342 1.2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669 4.5 1,844 1.6 

자료 : 강서구 통계연보, 2016

<표 Ⅲ-5> 강서구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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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계획
l 2020 부산권 광역계획 및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며 중ㆍ저밀도 개발을 유도
l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간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시행 과정

과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l 각종 계획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의 2030년 

강서구 도시발전 방향에 적합하도록 계획
l 가용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

l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여 부산의 관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장래 여건 변화가 예
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능을 유입하도록 계획 

l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가용 토지 확보 가능으로 기존 토지 활용 및 개발
제한구역 해제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 수립

4) 생활 환경지표 설정
(1) 교통
l 강서구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부산광역시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써 김해국제공항

과 부산신항 뿐만 아니라 남해고속도로, 남해제2고속지선 등 주요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교통의 관문역할 수행

l 김해신공항과 부산신항으로 인해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 모색 필요

l 예정중인 도시철도 강서선과 하단~녹산선 등이 건설되면 현재 버스에만 의존하
던 대중교통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l 기존 법률(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용도지역별 
도로율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20-30%, 상업지역 25-30%, 공업지역 10-20%로 규정



l 또한 상위계획인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의 도로율 지표는 25%로 계획되어 있
어 이를 수용하여 계획에 반영

(2) 사회 복지
l 의료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생활환경지표는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지표 증가율을 준용하거나 개선되도록 추진
l 사회적 약자의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노령인구의 증가와 

높아진 주민의식 수준을 고려하여 이들의 사회복지 혜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
여 최고의 성장 지표를 제시

(3) 환경
l 강서구의 상수도 급수는 2009년부터 100%의 급수율을 보이고 있어,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
l 최근 강서구의 상수도 급수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목욕탕과 같은 대규

모 급수시설 증가와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이 주요 
이유인 것을 판단

l 강서구의 환경지표는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지표 증가율을 이미 상회하거나 
대등하여 일부 미비한 항목에 대하여 지표 증가율을 준용하도록 설정

(4) 주택
l 강서구 주택보급률은 2015년 현재 97%로 부산광역시 평균 주택보급률 105.9%

를 미치지 못하는 수준
l 강서구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부산광역시 평균 및 타지자체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에코델타시티 등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완공되면 주택보급
률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l 강서구내 위치한 대규모 주거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과 산업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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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구 수 증가, 멸실 주택, 교체 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 주택 보급이 115~125%

임을 고려하여 주택 보급

(5) 관광
l 서부산권 내 속해 있는 강서구는 낙동강, 가덕도, 대저 생태공원 중심의 자연자

원과, 명월사지흥국사와 같은 역사자원이 분포
l 향후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낙동강을 활용한 수상관광, 신규 관광자원 개

발 등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하는 목표로 지표를 설정
l 관광지 방문을 넘어 체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정비ㆍ확충과 더불어 다

양한 프로그램의 구성 
l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구상한 강서구의 역할이 수행되어 질 수 있는 계

획 지표 설정

(6) 도시안전
l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하천, 급경사지 등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l 범죄와 화재 등 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재

계획 수립
l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대한의 계획지표

를 설정



5) 계획 지표 종합

구분 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인구 
및 

주택

인구
인구수 명 100,597 238,691 319,420 380,000

고령인구비율 % 12.08 10.55 10.48 10.43
1인가구비율 % 24 26 28 30

주택 주택수 호 31,868 96,400 139,000 175,000
주택보급률 % 97.2 105 113 120

경제
산업

사업체수 개 14,765 29,725 44,684 59,644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개 156.07 124.53 139.89 156.96

종사자수 명 113,911 171,050 228,190 285,329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명 1,211 716.62 714.39 750.87

재정 재정자주도 % 48 50 54 58
재정자립도 % 38.4 40 44 50

생활
환경

복지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개 3.17 4.19 4.38 4.74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 시설수 개 10.57 11.31 12.52 13.16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개 13.38 13.46 13.67 13.81 

의료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개 3.35 4.39 5.25 5.98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자수 명 3.16 3.26 3.93 5.07
인구 천명당 의사수 명 0.05 0.79 1.07 1.34

교육

교원1인당 학생수 명 11.68 13.8 15.9 18.1
천명당 사설학원수 개 0.78 1.26 2.09 2.93

유치원수 개 14 19 30 38
초등학교수 개 17 21 23 25

기반
시설

교통

도로율 % 6.63 6.71 6.83 7.01
인구 1만명당 자동차등록대수 대 5,502 8,400 11,265 14,131

주차장수 개 8,426 17,022 25,617 34,213
주차장 면수 면 99,723 232,407 365,090 497,774

도시안전 119안전센터 수 개 4 8 12 15
119안전센터1개소당 담당주민수 명 25,149 29,836 26,618 25,333

환경 환경오염배출시설 개 800 750 700 650
1일 쓰레기배출량 톤 100.7 104.3 106.8 108.4

공원녹지 공원수 개 246 361 476 591
1인당 공원면적 ㎡ 146.54 74.45 65.12 62.71 

<표 Ⅲ-6> 강서구 계획 지표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