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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30 장기발전계획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l 현재 강서구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 해소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지역계획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

l 부산신항ㆍ경제자유구역ㆍ명지국제신도시 건설 등 국토 동남권의 신성장 동
력지역으로 도약하고 있는 서부산권의 관문지역인 강서구의 위상을 재정립

2) 계획의 목적
l 강서구 미래상 구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 및 실효성

을 감안한 계획 수립
l 부산광역시의 서부산권 발전 패러다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발전계획 수립
l 계획지표 및 개발목표⋅전략을 설정하고,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관련체계 유지와 전반적인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구상 및 부문별 정비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추진

l 특화된 생활권 개념의 도입으로 시설계획과 개발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
고, 자연 및 인문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주공간으로서의 쾌적한 도시환
경 창출

l 기존 지역성(Community)을 발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지역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적 성격과 농촌적 성격이 상호 병존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l 강서구 토지이용 차원에서의 특징인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제도의 질적 
변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모색

l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등 각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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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위계획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 강서구 장기발전 기본방향 정립

2.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l 계획기준년도 : 2016년
l 목표년도 : 2030년
l 계획기간 : 2017년 ~ 2030년 (14년간)

2) 공간적 범위
l 계획대상구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역
l 면적 : 181.51㎢
l 계획대상구역인 강서구를 중심으로 주변 생활권과 주변지역의 파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범위(인접 구)

3) 내용적 범위  
l 국토종합계획, 부산도시기본계획, 부산시재정비계획, 도시 및 주거 환경기본

계획,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등 각종 관련 및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 강서구 발전 기본방향 정립

l 강서구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감안하되 현재보다는 향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발전구상에 초점을 둔 계획 수립

l 국가적 정책변화에 따른 지역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구상사업 발굴

l 기존의 강서구 내 계획들의 재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3. 계획의 수립절차

조사 및 분석
⋅역사적 변천
⋅자연현황, 인문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법규 검토 
⋅주민설문조사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Feed Back 기본방향 및 구상

대안비교 및 평가 ⋅각종의견 청취 

기 본 계 획
⋅생활권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
⋅경제ㆍ산업계획
⋅문화ㆍ관광계획
⋅환경ㆍ녹지계획
⋅교통계획
⋅사회복지ㆍ교육계획
⋅도시안전계획

중점 계획 과제 부 문 별 계 획

집행계획 및 추진전략

<그림 Ⅰ-1> 계획수립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