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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계획
1. 생활권계획
1) 기본 방향

l 생활권은 균등한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권
역으로써, 지형ㆍ지세, 도로 등에 따른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을 최대한 감
안하고 기 형성된 생활권을 고려하여 구분

l 생활권별로 독립된 기능을 부여하여 특성 있게 개발하고 장래 도시개발 방향에 
따른 토지이용, 교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인구를 배분

l 불필요한 교통발생을 최소화하고 각 시설 간 체계를 형성하여 생활권별 계층 
구조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산정

l 생활권 계층은 초등학교 및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소 생활권, 중ㆍ고등
학교와 지구의 상업 시설을 중심으로 한 중 생활권, 부도심 및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 생활권으로 구분

구분 안구규모 구분 기준 규모
소 생활권 2~3만인 초등학교, 근린생활시설 3~4개 근린생활권
중 생활권 ~10만인 중ㆍ고등학교 및 지구상업시설 3~4개 소 생활권
대 생활권 ~50만인 도로, 철도 등 인위적 환경 내지는 

부도심권 및 도심사업 정도 구 단위

<표 Ⅳ-1> 생활권 구분 기준 

l 각 생활권은 인구규모와 면적, 도시 공간적 위치, 향후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장래 개발전략을 수립

l 강서구의 경우 넓은 면적과 개발지역의 집적화로 인해 생활권 설정에 있어 기
존의 방식과는 상이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

l 지리적 특성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수성, 기능적 공간 등을 고려하여 강서구만
의 특화된 생활권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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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생활권 검토
l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계획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향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정합성을 확보
l 기존 강서구의 생활권은 행정동, 도로, 지형ㆍ지세, 경제생활권 등을 통해 2개의 

중 생활권으로 구분
- 북부 중생활권은 2개소의 소생활권으로 구성되며,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일부), 가락동 등의 행정동이 포함
- 남부 중생활권은 3개소의 소생활권으로 구성되며, 녹산동, 명지동, 강동동(일

부), 천가동(현재 가덕도동)의 행정동이 포함 

중생활권 소생활권 행정동 개발방향

북부 
중생활권 
(2개소)

대저 
생활권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일부)
- 행정중심 신도시
- 물류·유통 중심기능

가락 
생활권 가락동

- 첨단산업·물류기능
- 배후주거기능
- 교육기능, 생활편의기능

남부 
중생활권 
(3개소)

녹산
생활권 녹산동

- 첨단산업기능
- 체육·생태·휴양기능
- 자동차·기계관련 산업기능

명지 
생활권

명지동, 
강동동(일부)

- 경제자유구역배후주거기능
- 생태·환경기능

가덕
생활권

천가동
(현재 가덕도동) - 체류형 복합 관광기능

자료 : 2020 강서 장기발전계획, 2007.

<표 Ⅳ-2> 2020 강서 장기발전계획 상 생활권 구분 

l 강서구의 지리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있으나, 현
재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일부 권역의 재설정이 필요

l 타 지역의 경우 행정동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있으나, 강서구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행정동으로 구분한 생활권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

l 강서구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
과 향후 도입 기능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생활권 권역 설정 필요



3) 생활권 설정 및 개발방향
l 강서구 전체 지역의 개발 및 보전축과 생활권 권역별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공

간구조 설정
l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l 권역별 독자적인 도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강서구 전체가 조화를 이

루고 하나의 통합된 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l 각각의 차별화된 기능과 연계된 기능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상호간의 협력과 발

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l 강서구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리적 경계(서낙동강), 향후 발전모습 등을 고려하

여 2개 중생활권과 7개 소생활권으로 설정
- 북부 중생활권(대저권, 가락권, 공항권), 남부 중생활권(에코델타시티권, 명지

권, 녹산권, 가덕도권)

<그림 Ⅳ-1> 생활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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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광역교통 연계, 생활권 기반서비스(교육, 의료, 복지 등) 공급, 주변 지역의 문화
관광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체계 구축 등 효율적 추진 도모

l 강서구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리적 경계(서낙동강),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한 기능적 개발방향 설정

중생활권 소생활권 개발방향

북부 중생활권 (3개소)

대저권
- 행정중심 신도시
- 물류·유통 중심기능
- 컨벤션, R&D 기능

가락권
- 지역 특화 농업 기능
- 수변주거기능
- 공항복합도시 산업 지원 기능

공항권
- 공항기능
- 공항과 연계한 다양한 복합 기능
  (산업, 상업, 업무, 주거 등)

남부 중생활권 (4개소)

에코델타시티권
- 명품 주거 기능
- 교육·문화ㆍ의료기능
- 첨단산업기능
- 생태·환경기능

명지권 - 경제자유구역 배후주거기능
- 교육·문화기능

녹산권
- 첨단산업기능
- 산업단지 배후주거기능
- 외국인 지원 기능

가덕도권 - 체류형 복합 관광기능
- 항만기능

<표 Ⅳ-3> 강서구 생활권 설정 및 개발방향



2.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
1) 기본 방향

l 낙후되어있는 노후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의 특성과 주민ㆍ지자체의 
추진역량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도모

l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를 조성

l 지역의 낙후 가속화 및 주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이전 부지 등 방치되어 있거
나 방치 될 시설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활성화 도모

l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택지를 
공급하여 기존의 개발사업과 연계한 통합개발 방안 마련

l 강서구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징을 살린 창조적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주민
의 애향심 증대 및 자긍심 향상

l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기존의 개발 사업이나 향후 추진될 개발 사업
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2) 여건 및 전망
l 가락동의 경우 개발 사업 등의 진행이 미비하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

어 슬럼화 현상이 발생
l 강서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아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노후건축

물의 쇠퇴 심각
l 도농복합지역인 신장로 일원은 개발제한구역과 고속도로 등에 둘러싸여 성장이 

지체되어 침체
l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

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l 특히 강서구의 젊은 층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어린 자녀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

되어 어린 자녀를 위한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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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강서구에는 대저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서낙동강 등 양호한 자연환경이 위치하
여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

3)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l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신장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지역 주민ㆍ지자체의 추진역량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l 강서구 도시미관 향상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주민생활 향상 도모
-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건설 시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 강서구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l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지역 내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복지 차원의 프로그램 도입
- 낙동강 수변 및 평야지대에 형성된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별 주

택 공급 정책 추진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강구
- 젊은 층 유입 증가에 따른 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l 에코델타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 강서구 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

하여 주민생활 편의 도모
- 낙동강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주택유형을 제시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지

속적인 환경개선 필요



4) 사업구상
(1) 산업단지 배후 주택단지 조성

① 배경 및 필요성
l 산업단지 등 관내 기업체는 3,900개 업체로 근로자 수는 강서구 인구의 1/2이

상인 68천여 명이 근무 중
l 산업단지 인근 내 주거공간이 부족하고, 주거지역과 산업단지와의 이격으로 인

해서 강서구 내부 교통정체가 발생
l 강서구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

해서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
l 현재 가락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슬럼화 되고 있어 인구유입과 

강서발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조성이 필요

② 사업개요
l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일원
l 조성규모 : 산업단지 등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입주 수요를 파악하여 2~3개소의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l 입주자의 수요에 맞는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강서구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통해서 

단지 규모 확정
- 가락동내 입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적지 선정
- 단계적인 단지 조성(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공급)

- 저층(15층 이내)형의 주거단지로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l 입주민의 편의시설 확보

- 테라스를 활용한 정원ㆍ바베큐장ㆍ물놀이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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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안전한 도시
- 신도시 조성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인증
-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 시야를 확보

하고 CCTV와 가로등 등의 시설을 설치
- 지하주차장의 여성 전용 주차공간을 건물 출입문에 가깝게 배치

자료 : 동부건설 홈페이지(dbcon.dongbu.co.kr)(좌), 부산일보(2013.03.22)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례(우)
<그림 Ⅳ-2>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례

l 입주민을 위한 특화 공간 조성
- 스쿨버스 및 학원버스가 승ㆍ하차 할 수 있는 대기공간인 키즈스테이션 조성
- 주동의 필로티 하부공간에 아이들을 기다리는 공간인 맘스라운지 개설

자료 : 굿 디자인 홈페이지(gd.kidp.or.kr)(좌), 하늘채 홈페이지(www.ihanulche.co.kr)(우)

<그림 Ⅳ-3> 키즈스테이션 조감도



④ 기대효과
l 인구유입으로 인한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및 직주근접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
l 가락동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며 상권과 편의시설 증가

로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
l 강서구 젊은 층 유입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도입으로 쾌적한 주

거환경 조성

자료 : 아이팝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www.eyepopeng.com)(우)
<그림 Ⅳ-4> 가락동 일원 및 산업단지 배후 주택단지 조감도 

(2) 친환경 서낙동강 명품 수변 주택단지 조성
① 배경 및 필요성
l 저개발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및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명품 주거 

공간 확보 필요
l 우수한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는 서낙동강 수변지역을 활용하여 친환경 명품 주

거 공간 조성

② 사업개요
l 위치 : 강서구 가락동 서낙동강 수변 일원
l 사업기간 : 2018년 ~ 2030년(단계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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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주거기능

- 서낙동강의 수변을 따라 저층 단독 주택의 명품 수변 주거 도입
l 관광기능

-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주택단지조성으로 사람들의 호기심 유발
- 김해신공항, 도시철도 건설 등 강서구로의 접근성 향상
- 강서구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l 레저기능
- 서낙동강 수변을 활용하여 다양한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도입
- 카약, 카누, 딩기요트, 노보트 등 수상스포츠 도입

④ 기대효과
l 서낙동강을 활용한 명품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 이국적인 공간 창출과 외국인 

및 창조적 계층 유입 증대
l 해양레저의 보급에 따른 주거와 연계한 해양레저 산업의 활성화 및 생활레저로 

전환
l 도심의 생활 인프라와 자연 속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자료 : 요팅매거진 홈페이지(www.yachtingmagazine.co.kr)
<그림 Ⅳ-5> 친환경 서낙동강 명품 수변 주택단지 조성



(3)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① 배경 및 필요성
l 대저동 일원은 구포교 개통 및 비닐하우스 농업의 시배지로서 김해평야의 부농

지역이었으나,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되어 유동인구 감소 및 노후건축
물로 인하여 쇠퇴 진행이 매우 심각

l 신장로 남측으로는 대단위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

l 2011년 대저신도시의 개발이 취소되고 에코델타시티 쪽으로 강서구의 개발이 
집중되면서 쇠락 가속화

l 도농복합지역인 신장로 일원의 지역여건 및 특성분석을 통해 주민ㆍ지자체 추
진역량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도시와 농촌의 접경지에 새로운 도시재
생모델 제시 필요

② 사업개요
l 위치(구간)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신장로 일원(4,5,6,7,8,11통) 0.78㎢
l 사업규모 : 전원공동체 외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
l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l 총사업비 : 총 1,024.8억 원(마중물사업 : 100억 원, 부처협업사업 574.3억 원, 

지자체사업 307억 원, 민간투자사업 43.5억 원)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협치에 기반한 공동체 활성화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기존 공동체 회복
-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자립적 지역경제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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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역 기반형 문화생태계 구축
- 음악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조
- 낙동강 생태문화자원의 활용 및 연계
- 지역 특산품 발굴을 통한 먹거리 활성화

l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 통합적 공간관리계획에 기반한 점진적 개선사업 마련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매력적인 가로경관 창출
- 거점 기반 주변 확장형 환경개선

④ 기대효과
l 대저1동의 낙후된 마을의 이미지를 벗고 강서구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제

고함과 동시에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물리적 환경개선 효과
l 주민 및 지역 역량 제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변지역으로의 도시재생 사

업 확산 및 지속가능성 제고
l 음악창고 및 소단위 행복주택 커뮤니티센터 등 핵심 앵커시설 조성을 통해 향

후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 복합 업무단지 개발 등이 수행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

l 문화ㆍ생태 관광산업 도입을 통해 강서구 대저1동의 산업구조 개편 및 고도화
하고, 청년 고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자료 : 중앙일보(2014.12.15.) 신장로와 금수현음악거리(좌), 경남일보(2013.12.04.) 신장로마을 사덕시장 재정비(우)
<그림 Ⅳ-6>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4) 낙동강 수변신도시 조성
① 배경 및 필요성
l 대규모 개발을 추진 중인 강서구 중남부지역(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등)

에 비해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
l 강서구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된 대저동 일원을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도

입 및 편의시설 확보
l 낙동강 일원 천혜의 수변경관 및 교통여건을 배경으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

하여 대저동 일원의 개발촉진여건 조성
l 주거공간 및 국제물류와 첨단산업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서 직주근접형의 복합형 

공간 조성
l 주거와 업무ㆍ상업 공간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② 사업개요
l 사업위치 : 강서구 대저1동 549번지 일원, 약 653천㎡
l 사업비 : 약 5,700억 원
l 수변지역을 활용한 친수형 주거 및 업무ㆍ상업공간 조성
l 1단계 65만㎡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향후 주택 수요 및 주변지역의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58만㎡ 개발

③ 수변도시 사례
☐ 스웨덴 함마르비1)

l 사업개요
- 위    치 : 스톡홀름 남동쪽 5km 

- 규    모 : 200만㎡(60만평), 2만5천명

1)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국토연구원, 세계적 수변녹색도시 : 스웨덴 함마르비 사례와 시사
점, 국토정책, 2009. LH공사 블로그(http://bloglh.tistory.com)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수정. 그림 자료 동일. 
부산발전연구원,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2017) 내용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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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1991년 ~ 2018년(예정)

- 개발목적 : 지속가능한 복합생태주거단지 구축
- 개발컨셉 : 물과 생태에 중점을 둔 새로운 신도시 

<그림 Ⅳ-7> 함마르비 전경
  

<그림 Ⅳ-8> 함마르비 마스터플랜

l 1992년 스웨덴의 경제 호황에 의한 스톡홀름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
마르비 호수 주변 지역을 친수ㆍ자원 순환형 생태친화적인 계획도시로 건설

l 수변 공간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우수를 활용한 중정의 친수 공간 확보와 인
공수로 설치, 경전철과 수상교통수단, 자전거도로 등의 확충과 승용차 주차 공
간 축소 정책을 통해 녹색교통수단 중심의 도시 형성

l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어메니티 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배치 및 녹
색교통수단 및 시설 확충

l 대부분의 주거단지는 ‘수공간 → 수변구조물 → 녹지공간 → 주거동’으로 배치
하여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로 구성

<그림 Ⅳ-9> 주거단지 내부 수변공간
  

<그림 Ⅳ-10> 수변 카페



☐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2)

l 사업개요
- 위    치 : 텍사스주 행정수도 오스틴에서 132km

- 규    모 : 925만㎡(280만평), 약 113만 명
- 사업기간 : 1960년대부터 장기구상
- 개발목적 : 범람지역 재정비 및 상업단지 구축
- 개발컨셉 : 미국의 베니스, 도시 내 수변 공간(리버워크) 조성

<그림 Ⅳ-11>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안내도
  

<그림 Ⅳ-12>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전경

l 강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강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배수구를 만들어 정비
하는 리버워크(River Walk) 조성 사업을 추진

l 수심 2.4m, 길이 5.8㎞의 수변 공간을 개발해 도시 가치를 극대화한 리버워크는 
'미국의 베니스'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l 도심 구간에서 고리처럼 한 바퀴 돌아 나가는 형태로 새로운 수로를 만들어 도
심 내 새로운 수변공간으로 조성

l 수변지역까지의 접근성과 이용가치의 극대화를 중점으로 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조명, 안전)시설을 설치

2) 인터넷 자료(http://m.blog.daum.net/jjeong1380/5), (http://www.kimchi39.com/entry/riverwalk),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의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재구성. 그림 자료 동일. 부산발전연구원,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2017) 내용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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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관광 유람선
  

<그림 Ⅳ-14> 수변 상업지역(수변 레스토랑)

☐ 사례분석
l 수변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자

연친화적인 수변 도시로 조성
l 인공적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생태공간을 핵심적 

요소로 활용
l 수변지역에 이용객의 편의 및 특화지역 조성을 위해서 공원 및 상업, 문화시설

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지역 특성화 도모

④ 계획의 주요내용
l 주거ㆍ업무ㆍ상업 중심 복합도시 조성

- 낙후된 대저 일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변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쾌
적한 공간 조성

- 기존 단순한 주거단지 형태와는 차별성이 있는 주거ㆍ업무ㆍ상업이 혼합된 
자족형의 도시공간 조성 

l 생태적 공간을 최대한 보존하고 수변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 수변생태공
간으로 조성

l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전절차로 지가변동 및 부동산 투기ㆍ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실시

l 우선적으로 대저1동 549번지 일원의 65만㎡를 수변신도시로 개발하고 향후 주
택의 수요와 주변지역의 개발 여건이 성숙될 경우 2단계로 58만㎡를 개발



A=65만㎡

<그림 Ⅳ-15> 수변신도시 사업대상지

⑤ 기대효과
l 산업단지와 이격화된 배후 주거지로 친환경 수변공간을 활용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업무환경 제공
l 낙동강을 활용한 명품 수변도시로 이국적인 공간 형태를 조성하여 외국인 유입

을 도모하고 향후 수변 관광기능의 확대 추진으로 이색적인 수변 관광지로의 
발전 도모

자료 : 네이버 블로그(https://m.blog.naver.com)(좌), 뉴스핌(2012.12.11. http://www.newspim.com/news)(우)
<그림 Ⅳ-16> 낙동강 수변 신도시 조성 예시도



Ⅰ
계획의 개요

Ⅱ
강서구의 특성과 

성격

Ⅲ
기본구상

Ⅳ
부문별 계획

Ⅴ
핵심프로젝트

Ⅵ
집행계획

(5) 에코델타시티
① 배경 및 필요성
l 일터와 주거가 하나 되는 친수ㆍ생태형 수변 자족도시를 건설하여 서부산 글로

벌 시티와 연계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l 국가하천 주변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하천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수변도시 조성
l 부산신항만, 김해국제공항 등 우수한 광역 교통체계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거점지역 육성으로 부산권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구축
l 수변 중심의 고품격 친수 주거환경과 주거ㆍ상업ㆍ업무ㆍ예술ㆍ문화가 어우러

지는 복합수변공간 조성으로 하천 중심의 다양한 미래 여가ㆍ문화 공간 제공
l 정부의「포트비즈니스밸리」계획과 부산「국제산업물류도시」계획을 반영한 복

합물류ㆍ산업중심 글로벌 거점도시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② 사업개요
l 사업위치 :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l 사업규모 : 친수구역조성 11.77㎢(357만평)

l 사업용도(㎢) : 주거ㆍ상업 2.76, 산업 2.57, 공공 5.03, 생태복원 1.01, 기타 0.40

l 총사업비 : 약 54,386억 원(공사 23,246억 원, 보상 22,600억 원, 기타 8,540억 원)

l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3개의 강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ㆍ관광ㆍ레저 도시 구현

- River-Front형 열린 수변 공간 조성
- 마리나, 수변카페, 캠핑장 등 문화레저 공간 조성
- 강 중심의 Green-Network 구축



- 합류부의 문화ㆍ레저 특화구역 도입
l 강, 생태, 생활편의 시설이 조화되는 자연감성 생태도시 구축

-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LID3), 탄소저감형 에너지, 녹색교통 도입 등
- 수변생태도시 구현
- 생태습지공원, 자연ㆍ인간 Healing Zone 구현
- 수변ㆍ주거ㆍ생태 교감 도시 조성

l 국제 물류, 첨단산업 중심 동북아 거점 미래첨단도시 육성
- 국제 물류, 첨단산업 기반 계획
- R&D특구, 다기능형 복합물류체계 도입 등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구축

④ 기대효과
l 생산유발효과 5조2천억 원, 수입유발효과 4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2천억 

원 등 총 7조 8천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만3천명의 고용유발효과 발생
l 첨단산업, 국제물류, R&D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l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개발수요를 흡수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도로ㆍ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의한 지역기반시설 확충
l 김해신공항과 연계한 창조계층의 주거공간과 다양한 지원시설의 도입으로 서부

산지역의 대표적 공간 형성

3)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 : 주거지, 상업지역, 산업지역 등 개발지역에서 자연 상태의 
수문특성과 유사하도록 기존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보전, 이용하는 개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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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www.kwater.or.kr)
<그림 Ⅳ-17>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6)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① 배경 및 필요성
l 명지 예비지는 명지지구 1단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개발이 가속화됐으나 

해당 지구만 홀로 섬처럼 남아있는 지형적인 구조로 그동안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

l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기존 명지지구와 통합개발 가능하여 명지국제신도시 조성 
사업 추진 가속화

l 강서구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로 택지
공급 필요

② 사업개요
l 개발사업 면적은 총 1,922천㎡로 이 중 주택건설 26.4%, 업무시설 19.7%, 상업

시설 2.6%, R&D시설 2.8%, 공공시설 44.3%로 구성
l 인구 약 2만5천명, 계획호수 약 9,400호가 규모로 조성되어 2023년까지 완료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LID 기법을 도입해 공원ㆍ녹지 등에 식생수로, 빗

물정원, 투수블럭 설치 등을 통해 투수면을 증가시켜 환경 영향을 저감



l 지구 내 개방감과 이용성을 고려한 대규모 공원 배치, 우수한 건축 설계안을 반
영하기 위한 특별계획구역 등을 지정

자료 : 환경부 비점오염원 홈페이지(nonpoint.me.go.kr)
<그림 Ⅳ-18> LID기법 적용 사례 

④ 기대효과
l 명지 예비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기존에 개발 중인 명지지구와 통합

해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 
l 경제자유구역인 만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이 기대되는 등 서부산권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자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좌),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내부자료(2017)(우)
<그림 Ⅳ-19> 명지국제신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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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ㆍ산업계획
1) 기본 방향

l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산물의 재배부지 면적이 감소하고 농업인구가 김해, 

양산으로 유출되어 농업 경쟁력 확보 전략 필요
l 동ㆍ서부산권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 국제적인 이벤트 유치 필요
l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대저 특산물인 대저토마토의 생산지역이 사라질 위

기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
l 동남권 특화산업 직접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부산과 서부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 
l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의 강서구 이전에 따라 농산물 이외의 축산물 및 꽃시장 

등 업종 다양화를 통한 현대화 추진
l 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지역주민의 자생적 경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여건 및 전망
l 각종 개발 사업으로 강서구의 지역특화작물 및 특화농산물 재배 부지의 면적이 감소
l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으로 기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및 꽃시장 등 업

종의 다양화 예상
l 2030 부산등록엑스포를 유치하여 미래 세대에 새로운 산업 전략의 기회를 제공

하고, 신성장 동력과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상
l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성장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상
l 4차산업의 발달로 생활 속의 다양한 분야에 기술이 접목되고 있으며, 1인 가

구와 노령가구의 증가 현상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술 및 제품이 개발･생산되는 
추세



3)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l 농업 경쟁력과 차별화를 갖춘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보다 높은 경쟁력과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농업 육성 
필요

- 고부가가치 생산, 농업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농업연구 지도, 교육기관 벤처
농업보육센터 설치

- 농가에 작업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생산ㆍ출하ㆍ판매까
지 일관성 있는 체계 유도

l 국가적 이벤트 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로 강서구의 발전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 저성장시대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ㆍ서부산권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성장 잠재력 극대화
- 제조업 중심에서 관광, 컨벤션 등 서비스 산업의 고도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수출ㆍ투자 확대
l 대저 토마토 등 특화작물에 대한 특구 지정

- 축제개최 등 전국적인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품목의 전문화ㆍ차별화
를 통한 농산물 브랜드화 전략 수립

- 특구 지정 후 시행착오에 의한 문제와 개선방향을 검토 후 강서구 주력 품목
으로서 확대 시행 가능

- 생산지역에 선별ㆍ저장ㆍ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 규모화ㆍ현대화를 위한 
거점산지 유통시설 도입

l 산업기반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이전) 사업을 위한 유통시설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

치하여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
-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로 동ㆍ서부산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강서구의 경제 활

성화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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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구상
(1) 농업 경쟁력 확보 전략

① 배경 및 필요성
l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 및 김해공항 확장 등으로 인한 지역특

화 농산물의 재배 부지 면적 급감
- 기존 농업인에 대한 대체 부지 확보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 보존 필요

l 인근지역(김해, 양산 등)으로 특화농업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현상 발생
- 대저토마토 및 특화품목(엽채, 화훼류 등)은 타 지역 농산물에 비해 월등한 

상품성을 보유
- 그러나 농가의 고소득 작물 경작면적 감소로 인한 농가 의욕 급감

② 사업개요
l 지역특화작물의 대체 부지 마련을 통한 지역 농업 보존

- 사계절 지역특화작물 생산이 가능한 재배시설 및 양액재배 등 첨단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농산물(토마토, 엽채, 화훼류 등) 유지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에코델타시티 및 부산연구개발 첨단특구 내 일부 면적을 농업특화지역으로 지정

하여 고부가가치 농업 유지
- 농업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농경지에 5년 ~ 10년 단위로 농가별 임대 형식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기반 유지
- 대저토마토 브랜드 확대 방안 검토(가칭 강서토마토)

l 특화지역 내에 보조사업 지원 및 정비로 깨끗한 농업환경 구축
- 혼잡한 농업 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한 농산물 품질 유지
- 농업특화지역의 상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공동의 작업환경 조성으로 상품성 

강화 



④ 기대효과
l FTA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우위 유지 및 지역특화농산물을 통한 농가

의 고소득 창출과 재배의욕 고취, 쌀 재배농가의 작목 변화 유도
l 감소되는 재배 부지에 대한 대체 부지확보로 농업인의 지속적 소득 창출 및 자

생력 있는 농업환경 조성

자료 :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좌), 녹색기술센터 홈페이지(www.gtck.re.kr)(우)
<그림 Ⅳ-20> 농업특화지역 및 고부가가치 농업

(2)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① 배경 및 필요성
l 새로운 과학기술발전의 전기를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허브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엑스포 유치 필요
l 동ㆍ서부산권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동북아

시대 강서구의 위상 제고 및 발전 동력 확보

② 사업개요
l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맥도 일원(박람회장 조성 350만㎡)

l 사업기간 : 2030년 5월 1일 ~ 2030년 10월 31일(6개월간)

l 참가규모 : 160여 개국, 관람객 5,050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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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의 주요내용
l 등록엑스포

-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제로 160여 개의 참가국이 각 국가의 국가관을 
건설

- 예산을 최소로 투입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최대 6개월간 진행
l 등록엑스포 개최방향 및 의의

-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재생, 개최도시 마케팅 중심
- 부산광역시의 도시 미래비전과 일맥상통
- 부산시민의 힘으로 엑스포를 유치해 국력을 국제적으로 드높이는 계기 마련

l 부산광역시 엑스포 유치 가능성 및 이점
- 대륙 간 순회 개최 주기를 고려하여 2030년 아시아 대륙 개최 예상
-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등록엑스포를 개최 못한 나라로서 경제상위권의 

국가 위상으로 보면 충분한 여건이 성숙하였다고 판단 
- 김해국제공항ㆍKTXㆍ고속도로ㆍ국제 크루즈 항만 등 국내 어느 도시보다 우

수한 교통망(접근성) 보유
- 관광자원과 숙박시설이 많아 국제행사 유치에 용이

④ 기대효과
l 등록엑스포 주제와 연관된 과학ㆍ기술ㆍ문화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하며, 강서구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관광, 컨벤션 등 서비스산업의 고도성장
l 전반적인 산업경기 하락과 저성장시대에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남부권 국토균형발전 도모
l 세계적 수준의 해양ㆍ항공ㆍ철도연결 시스템을 가진 강서구에서 내부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적 연계 교통시스템 구축 가능
l 엑스포 관람 및 크루즈여행 등 엑스포 연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자료 : 부산일보(2017.10.13.) 부산등록엑스포(우)
<그림 Ⅳ-21>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3) 강서 토마토 특화단지
① 배경 및 필요성
l 강서구내 대저토마토 주요 생산지역이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김해신공항

건설 등으로 사라질 위기
l 부산 강서구에서는 스마트 팜 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토마토 재배농가들

은 지속적으로 농경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희망
l 강서구 지역만의 특성과 농민들의 우수한 재배기술이 접목된 특화작물인 토마토 

재배를 계승하고 스마트 농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 필요
l 축소된 대저토마토 생산 토지를 대체하고, 대표적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서 집

적화된 생산기지 조성

② 사업개요
l 사업위치 : 강서구 강동동 일원
l 총사업비 : 약 350억 원(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부지매입비 별도
l 강서 토마토 특화단지 조성 및 대표상품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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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의 주요내용
l 기존 대저동 일원의 토마토 재배 지역과 연계하여 강서 토마토 특화단지(0.33㎢)를 

강동동 일원에 조성함으로써, 대저토마토 생산을 지속
- 강동동 일원에 생산된 토마토를 대저토마토로 판매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의 

범위 확대 필요(인접지역으로 지리적 표시제 사용 당위성 확보)

l 기존의 생산방식을 개선하여 재배 및 생산에 대한 다양한 첨단기술 도입 및  
스마트 팜 지원

l 부산광역시와 강서구,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토마토 재배 작목반 등 농업인 
유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그림 Ⅳ-22> 강서 토마토 특화단지 예상 사업지
④ 기대효과
l 기존 재배경험을 바탕으로 도시농업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농촌 관광 상품으로 

특성화 추진
l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대저 짭짤이 토마토의 명성을 지속화하고 새로운 재배농

법으로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 농업인 삶의 터전 보존



l 신공항 건설 등 개발로 인해 부득이 이주하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양질의 일자
리 제공, 장기적으로는 축적한 우수 농업기술을 수출기반 마련

자료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좌), 다음 블로그(http://blog.daum.net/to-pia/16794165)(우)
<그림 Ⅳ-23> 강서 토마토 특화단지

(4)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이전)
① 배경 및 필요성
l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건물이 노후ㆍ협소하여 안전 및 수용능력 부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시설 현대화 필요
l 현재 부지에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비해서 강서구로 이전하는 것이 사업성이 

높고 부지의 확장성도 매우 우수 
l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 현대화(저온저

장고, 전처리 시설 등) 및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종합유통센터 건립 필요

자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좌),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내부자료(2017)(우)

<그림 Ⅳ-24>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전경 및 내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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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개요
l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135-1번지 일원
l 사업규모 : 부지 285천㎡(86천평), 건물 152천㎡(46천평)

l 총사업비 : 약 4,700억 원(국비 1,008억 원, 시비 3,692억 원)

l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기존 청과 도매시장 기능에 화훼도매시장 기능과 축ㆍ수산물 판매장 기능을 추

가한 복합형 도매시장으로 건립
l 생산, 집하, 유통기능을 연계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영남권의 대표적 

대형 종합유통센터 도약 도모
l 농산물도매시장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구축

<그림 Ⅳ-25>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조감도 



④ 기대효과
l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로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및 꽃시장 등 업종다양화 

기대
l 영남권 중추 농산물도매시장 및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종합유통센터로 시민에

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
l 유통물류체계 개선,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확충과 물류효율화 시스템 구축, 주

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유통비용 감소 및 이용자 증대

(5)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① 배경 및 필요성
l 동남권 특화산업 집적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 필요
l 유통ㆍ환경 변화에 대응한 집하ㆍ유통기능을 연계하여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 

필요

② 사업개요
l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135-1번지 일원
l 사업규모 : 2.35㎢(71만평)

l 총사업비 : 약 14,000억 원
l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6년간)

l 사업방식 : 민관합동개발(제3섹터) 사업방식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전)과 연계하여 특화형 복합산업유통단지를 

조성
l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 신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메카트로닉스(기계), 일렉

트로닉스(전기, 전자), 유통시설(농산물도매) 등의 업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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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명 주요업태 및 업종 지분율 비고
SK건설(주) 건설업 43.2% 주간사

부산강서산업단지(주) 서비스업 22.8% 조합
중소기업은행 금융업 14.9% 공공기관
한국감정원 부동산업 19.1% 공공기관

자료 :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내부자료(2017)

<표 Ⅳ-4> 참가업체 출자자 구성현황

④ 기대효과
l 복합 유통의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로 부산시 및 강서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l 신항만과 김해공항, 철도 등 다양한 물류수송 시설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빠른 

물류수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수송 거점으로 도약  

<그림 Ⅳ-26>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위치도



자료 :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내부자료(2017)
<그림 Ⅳ-27>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토지이용계획도

(6)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식물공장 도입(식물공장 밸리 조성)
① 배경 및 필요성
l 도시농업의 관심이 증대하고 농업과 ICT의 융ㆍ복합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농

업기술 도래
l 강서구 내 낙후된 지역의 친환경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및 새로운 체험형 교육 

공간에 대한 수요 증대
l 부산광역시의 증가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도시농

업의 지속적인 보급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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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개요
l 가락동 일원에 식물공장 설립
l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l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식물공장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

③ 식물공장 사례
☐ 대구 식물공장
l 규모 : 165㎡(수경시설 96㎡)

l 재원확보 : 식물공장 기부채납
l 준공일 : 2012. 10. 25(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내)

l 재배현황 : 상추, 케일, 비트 등
l LED 조명을 활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도심형 청정 재배 시스템 운영으로 도

시형 농업기술 접목 및 미래농업 육성
l 엽채류 중심의 시험 연구 재배로 연구 활동 및 생산물의 공익적 활용, 녹색성장

사업인 도시농업 기반기술 접목 및 활용시범

자료 : 그린플러스 홈페이지(www.greenplus.co.kr)(좌), 라펜트 조경뉴스(2014.07.20.) 식물공장(우)
<그림 Ⅳ-28> 대구 식물공장



④ 계획의 주요내용
l 도시농업형 식물공장을 도입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식물공장 관리 시스템을 개발

하여 적용
l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 전략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l 농작물 생산 공간과 체험적 교육공간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여 농작물의 생육

과정과 신 농업기술의 정보 제공 
l 식물공장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적 형태의 건축물로 건립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활용 

⑤ 기대효과
l 신 농업기술의 체험학습 공간 제공 및 새로운 부가산업 창출에 따른 지역 

경쟁력 확대
l 지역의 우수한 농업환경과 기술 환경을 조화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식물공

장 선도 지역으로 도약
l 식물공장의 독특한 외관과 다양한 체험요소를 바탕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

하여 새로운 이용객 수요층 확보

자료 : Pinterest, The Farm of the Future. (https://www.pinterest.cl/pin/489273946994039855/)
<그림 Ⅳ-29> 식물공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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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을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① 배경 및 필요성
l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지원 등의 경제적 역량 강

화 지원 필요
l 지역 공동체 해체로 인한 지역문제 해소와 지역의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종합

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l 지역 내의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취약계층 및 지역 자체의 경제적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필요
l 지역 주민들의 기대 및 요구에 맞춘 직접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마을공동사

업 기반 확보를 통한 자생력 증대 도모

② 사업개요
l 지역의 마을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 지역 공동체 및 소규모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립 지원
- 지역 취약계층 우선 취업 도모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설립 후 1년 동안 경영 컨설팅 및 운영비 지원

l 강서구 특산품 공동 판매 센터 조성
- 소규모 생산자의 판로 확보

③ 국내외 사례
☐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징
l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주관부서 및 사업목적에 따라서 크게 구분이 가능하

며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서로 관리
l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사회적 기업

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



구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주관 부서 -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 - 고용노동부 및 각 지자체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 상법상 회사 등 법인체
- 민법상 법인ㆍ조합
- 상법상 회사 등

사업목적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제공

-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2년간 최대 8천만원 사업비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판로지원

-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 기회 제공
- 경영컨설팅, 사회개발비 등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자료 : 임경수, 마을기업 이해와 사례, 부산시 사회적기업센터(2015)

<표 Ⅳ-5>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징

☐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현황
l 현재 마을기업은 1,446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은 81개의 마을

기업이 운영 중
l 사회적 기업은 전국 1,856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은 90개의 사

회적 기업이 지정되어 운영 중

구분 전국 서울 부산 광역시 기타
마을기업 1,446 103 81 294 968

사회적 기업 1,856 320 90 390 1,056
자료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http://www.cbhub.or.kr/), 전국마을기업 지정 현황(2016년말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2017년 11월 기준) 

<표 Ⅳ-6>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현황

☐ 영도 조내기 고구마(주)
l 조내기 고구마는 1764년 조엄 선생이 대마도에서 들여와 지금의 부산 영도 동

삼동, 청학동 일원에 심어 전국으로 전파
l 조내기 고구마(주)는 2013년에 마을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내기 고구마 

종자를 개발하고 재배하여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l 직접 농장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가공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

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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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요사업 : 재배 단지 조성 관리, 특산품 개발 및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다양
한 제품의 특허 취득, 현장체험학습장 및 홍보관 운영, 지역특산품 
관광 상품 브랜드화

자료 : 부산광역시 50+ 부산포털(http://www.busan50plus.or.kr)
<그림 Ⅳ-30> 조내기고구마(주) 

☐ JA오키나와와 A-Coop 
l JA오키나와는 JA(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 일본의 농업협동조합으로 

2002년 4월 1일 27개의 JA가 합쳐져 단일 JA로 시작
l JA오키나와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합원과 이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농협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생활 안정 지원을 목표로 
운영

l 금융(은행), 공제(보험), 정유, 농산품 및 식품 판매, 상제, 부동산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조합원과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

l 특히 오키나와 지역 내의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 지원, 판로 지
원, 복지서비스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

l 지역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이용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농업인에게는 판로 제공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l A-Coop는 농업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과 이용자의 주체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로서의 관점에서도 
지역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여 운영



l A-Coop는 오키나와 및 일본 국내의 원료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안심한 먹거리
와 친환경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

l 제품의 계획 및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 있어 제
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형성

자료 : 일본 A-Coop 홈페이지 (http://kyushu.acoop.jp/)
<그림 Ⅳ-31> A-Coop 외부 및 내부 전경

④ 계획의 주요내용
l 강서구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l 지역 내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을 마을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l 지역 내 소규모 생산자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 판매 지원 및 

판로 확보
l 지역의 대표적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생산과 개발, 판매까지 이

루어지는 체계 구축
l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판매하는 특산

품 공동 판매 센터 조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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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대효과
l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 도모
l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자긍심 고취로 지역주민의 애향심 증대와 특산품의 판로 

확보
l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조체계 강화 및 지원을 통한 판로의 확보가 가능하여 

공동체 사업의 기업화를 통한 소득 향상 제고

자료 : 울산저널(2012.11.14.) 마을기업(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우)
<그림 Ⅳ-32>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활동 

(8) 생활 로봇 전용 산업단지 
① 배경 및 필요성
l 1인 가구 및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단절가구의 증가 및 고독사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l 이러한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우울증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활로봇

을 활용하는 추세
l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로봇 및 말벗 로봇 등 생활적ㆍ감성적 지원 로봇에 

대한 수요 증가
l 강서구의 기존 산업단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활 로봇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

하여 증가하는 생활 로봇에 대한 수요 대응 필요



② 사업개요
l 생활 로봇 전용 산업단지 조성

- 기존 낙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l 로봇 부품 조립 및 생산, 운영 프로그램 개발 업체 등 생활 로봇 관련 업체의 

집적화 유도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로봇 청소기, 학습용 로봇, 의료 지원 로봇, 애견 로봇, 운

동 서비스 로봇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산업의 집적화
l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연계하여 추진 시 산업 환경 개선 및 운영 효율

화 도모
l 생활 로봇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시행하는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창업과 연계
l 부산광역시 주요 대학과 매칭을 통해서 공동연구 및 개발 추진과 향후 지속적

인 연계사업을 통해서 교육과 취업을 연결

④ 기대효과
l 생활속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생활 로봇의 선

도적 지역으로 도약
l 기존 노후 산업단지의 성장 정체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산업의 경쟁

력 향상
l 기술개발의 가속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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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혼다코리아 홈페이지(www.hondakorea.co.kr)(좌),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우)
<그림 Ⅳ-33> 생활 로봇 



4. 문화ㆍ관광계획
1) 기본 방향

l 현재 체육공원 내 활용도가 낮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활용방안을 강서구
의 기후환경과 수요를 고려하여 재 모색

l 지역주민에게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줄 복합 문
화 인프라 조성

l 높은 수준의 지식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지식 데이터 기반의 혁신 경제 트렌
드에 대비한 서비스 관련 기반 조성 및 인력 육성

l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한 인구 및 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증가하는 어린이
들에게 강서구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놀이 공간 제공 

l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요소인 낙동강을 적극 활용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2) 여건 및 전망
l 강서구는 낙동강 주변에 다양한 생활체육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여름철은 해풍

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른 지방보다 낮은 대신 겨울철은 바다와 북쪽 산악의 영
향으로 기온이 높아 야외 활동하기 좋은 기후조건을 보유

l 신공항 확장, 고속도로의 확충 등으로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서 국내ㆍ외 관광객
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l 강서구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요소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관광객이 체류형, 목적형 관광보다는 타 지역의 관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유하는 수준

l 최근 강서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
광자원의 개발과 다양한 관광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을 경주중

l 제2전시컨벤션센터 최적지로 대저동 일원에 조성되는 연구개발특구단지가 지정
되어 전시 및 행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문화관련 산업 
및 인프라 성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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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orbes4)에 따르면, 2024년에는 노동인력의 75%이상이 밀레니얼 세대5)일 것
으로 예상되며, 이 세대는 소유적 소비보다 질 높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문
화적 소비를 선호하여 체험과 경험 중심의 문화 콘텐츠 개발 필요

3)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l 강서체육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포츠 종목 발굴 및 육성

- 현재 강서체육공원 내 활용도가 낮은 체육시설(하키, 양궁, 테니스장)의 종목 
변경 필요

- 대규모 축구대회 및 행사의 진행을 위하여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 공간을 제
공하고, 그 외에 전지훈련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지원시설 구축

l 강서구민 여가 공간 확대, 예술창작 및 전시, 교육을 위한 문화 및 예술 친화 
도시 기반 조성
- 증가하는 문화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하고 새

로운 문화향유기회 제공
- 제2전시컨벤션센터와 연계하여 전시, 컨벤션 산업 시너지 효과 창출

l 기록관ㆍ도서관ㆍ박물관의 복합화 추세에 맞는 라키비움6) 건립을 통하여 
관광 거점 및 주민 휴식 공간 조성
- 기록관의 기록관리 및 보존 기능, 도서관의 도서 열람 및 검색 기능, 박물관

의 보존, 전시, 교육 기능 등을 조화롭게 융화하여 설계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7)를 도입하여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설계
l 주변의 녹지나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설계한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조성

- 숲의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놀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형을 활용하여 
미끄럼틀 설치 등 주변의 환경 변화를 최소화

4) 포보스(https://www.forbes.com/)
5)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자를 지칭하며, 컴퓨터와 인터넷의 빠른 발달에 노출되어온 세대로 경

험 중심의 소비, 참여를 중시하는 세대
6)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세 가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기관
7)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 자갈, 우드칩, 나무껍질 등 국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바닥재 소재를 도입하
고, 기존의 시설이나 소재를 재활용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자연적으로 
제고하는 효과 창출

l 강서구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놀이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전용 놀이공간 조성
- 놀이와 체험, 교육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l 낙동강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이 흐르고 있는 강서구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
하여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크루즈 도입

4) 사업구상
(1) 축구 메카 조성

① 배경 및 필요성
l 강서체육공원 내에 다양한 스포츠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사용이 저조하나 축구 시설은 사용이 집중되어 확충 필요성 증대
l 강서체육공원의 활용도가 낮은 스포츠 종목을 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공원 전체의 활성화 도모
l 축구전용구장과 연습구장, 선수촌 등의 시설을 갖춘 축구전용타운을 건설하여 

아마 및 프로 축구 활성화 도모

② 사업개요
l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l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강서체육공원 일대
l 사업내용 : 축구연습장 6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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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의 주요내용
l 강서체육공원 내 활용도가 없거나 낮은 체육시설 이전

- 하키(2면), 양궁(1면), 테니스장(4면) 

l 체육시설 변경(하키, 양궁, 테니스장 ▷ 축구 경기장 6면)

- 하키 주경기장, 하키보조구장, 테니스장, 양궁 경기장을 축구 경기장으로 변경
하여 운영

④ 기대효과
l 이용률이 높은 축구시설의 확충으로 이용객의 확대 및 이용 만족도 향상과 주

변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l 강서체육공원 내 축구시설 특화로 전지훈련 및 대회 개최 확대가 가능하며, 축

구 특화 스포츠 거점 지역으로 성장 가능
l 현재 강서체육공원에 프로축구단의 클럽하우스와 연습구장이 있으며, 이와 연계

한 운영으로 아마와 프로 축구의 메카로 발돋움

자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좌), 전북현대모터스 홈페이지(www.hyundai-motorsfc.com)(우)
<그림 Ⅳ-34> 축구 메카 조성   



(2) 명지문화복합시설
① 배경 및 필요성
l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의 조성 사업으로 인하여 강서구의 인구는 급

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문화 기반 구축 필요

l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함께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강서구 지역의 대표적 문
화복합시설로 조성

② 사업개요
l 사업위치 : 강서구 명지동 630-2(명지지구 근린공원 1호 내)

l 사업규모 : 부지 33,000㎡, 연면적 11,000㎡
l 총사업비 : 500억 원(LH, 공사비 400억 원, 설계비 등 100억 원)

l 추진방식 : LH에서 시설 건립 후 부산광역시로 기부채납
l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대규모 공연장, 수영장 등의 문화ㆍ체육시설과 다양한 부대편의시설을 유치하여 

복합문화 기능을 제공하면서 수익성도 함께 확보
l 자연 친화적 디자인으로 사업 대상지인 근린공원의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

역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발전 도모

④ 기대효과
l 문화기반 인프라가 취약한 강서 지역에 문화 시설 확충 및 지역 문화 활성화의 

중심지 역할
l 인근에 위치하게 될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과 함께 서부산 지역의 문화융성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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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내부자료(2017)
<그림 Ⅳ-35> 명지문화복합시설 위치도 및 조감도

(3)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① 배경 및 필요성
l 국가문헌(인쇄본 및 디지털자료)의 보존 공간 추가적 확보와 효율적 자료 관리

를 위한 분산 소장의 필요성 대두
l 지식정보시대를 이끌어갈 지식콘텐츠를 갖춘 대규모의 국립도서관을 설립하여 

지역 간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필요

② 사업개요
l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l 사업위치 :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근린공원 1호
l 사업규모 : 부지 32,000㎡, 연면적 13,799㎡, 지상3층
l 총사업비 : 397억 원(국비)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

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l 복합문화의 제공 공간이자 국회홍보기능, 지방의회 관련 자료 통합관리 및 지원 

등의 기능을 동시 수행



l 자료 보존 : 역사, 문화 관련 장서와 지도, 문헌 정보 들을 이어질 수 있는 보존
체계 구축

l 정보 집적 : 다양한 자료들과 전문 자료 및 지식, 학술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
를 집적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l 정보공유 및 복합문화서비스 :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 마련

④ 기대효과
l 다양한 자료의 집적화 공간으로 부산시 도서관과 연계하여 도서관 인프라 개선 

및 지역 간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l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 증대, 부산과 경

남 등 인근 지역의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l 기존의 전통적 도서관기능을 넘어선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창조적 생산성

의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자료 :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내부자료(2017)
<그림 Ⅳ-36>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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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내부자료(2017)
<그림 Ⅳ-37>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위치도

(4) 자연 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① 배경 및 필요성
l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의 건설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강서구 어린이들

의 안전한 놀이장소 구축 필요
l 어린이들이 사계절 내내 날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연의 다양한 구조와 색깔, 

형태, 냄새 등을 온몸으로 느끼는 자연 친화적 놀이공간의 필요성 대두 
l 도시지역 내에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놀이ㆍ쉼

터 공간의 필요성 증가 
l 기존의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창의적 놀이공간이자 자연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어린이 놀이터로 변경하여 어린이의 창의성 향상 도모 필요



② 사업개요
l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자재를 사용한 자연 친화적 놀이터 조성
l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와 차별화되는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자연적 형태를 유지

하는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지형을 활용한 미끄럼틀 설치, 자연소재를 사용한 놀이기구, 바닥재 등 주변의 

환경 변화를 최소화
l 자연을 그대로 느끼면서 ‘아동 주도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 책임감, 협

동심 등을 강화
l 빈 공간을 놀이터로 만드는 ‘플레이그룹8)’을 벤치마킹

자료 : 호주플레이그룹 홈페이지(playgroupaustralia.org.au)
<그림 Ⅳ-38> 호주 플레이 그룹 활동

④ 기대효과
l 자연환경요소의 변화, 생태적 순환의 고리 등을 인위적인 교육이 아닌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공간
l 자연친화적 놀이터는 일반 놀이터에 비해 비용의 부담이 감소하며, 아이들 스스

로 놀이의 방향을 바꾸면서 창의력 성장

8) 비용이 적게 들면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 학교. 1967년, 놀이가 영유아기 아이들의 지능과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여 시작. 초창기에는 놀이와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점점 육아 
정보와 아이디어 등의 나눔으로 모이는 지역공동체의 역할까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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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오마이뉴스(2013.07.24.) 독일 프라이부르크 놀이터(우)
<그림 Ⅳ-39> 자연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5) 아이 전용 테마 공간 조성(Yes Kids Zone)
① 배경 및 필요성
l 노키즈존9)의 확대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부산지역 내에 테마파크와 같은 놀이 공간이 부족
l 강서구는 지속적으로 젊은 연령대가 유입되면서 유아 및 어린이의 증가율이 매

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 단위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l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종합적인 테마 공

간의 조성이 필요

9) 노키즈존 :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
을 제한



자료 : 나무위키(namu.wiki)(좌), 리얼미터(2016.06.09.) 노키즈존(우)
<그림 Ⅳ-40> 노키즈존 사례

② 사업개요
l 동남권내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 전용 테마 공간을 조성하여 아이

와 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테마 공간 조성
l 유아/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공연ㆍ영화관, 자연 놀이터, 동화 테마파크, 실내 

놀이터, 실내외 수영장 등 도입
l 다양한 체험 공간(직업 체험관, 안전 체험관 등), 생활 예절 교육관, 식물 및 동

물 농장 등의 체험 시설 도입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좌), 기아자동차 홈페이지(www.kia.com)(우)
<그림 Ⅳ-41> 직업체험관 및 안전체험관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시설과 놀이 시설을 조성하여 종합적인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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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간으로 조성
l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 및 어린이의 정서적 교양 함양과 함께 

유대감, 협동심 등 고양
l 한국 잡월드10)를 유치하여 직업체험관을 운영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어린

이 도서관을 유치 
l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활용

④ 기대효과
l 미래의 인적 자산인 어린 아이의 EQ 향상을 도모하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증

진에 기여
l 가족 단위의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테마 공간으로 지역의 인지도 향상 신규 관

광수요 창출
l 동남권의 가족단위 관광객 수요를 흡입하여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자료 : 에버랜드 홈페이지(www.everland.com)(좌), 웅진플레이도시 홈페이지(www.playdoci.com)(우)
<그림 Ⅳ-42> 아이전용 테마공간 조성 

(6) 낙동강 크루즈 운행

10) 한국 잡월드와 같은 직업 체험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와 협의하여 직업체험관 
유치 



① 배경 및 필요성
l 낙동강은 동남권의 주요 교통로로 활용되어 왔으며, 낙동강을 이용하여 사람과 

물류가 집적하는 나루터가 발달
l 현재는 도로 등의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낙동강을 이용한 물류수송이 사라지고 

나루터도 쇠퇴
l 그러나 낙동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낙동강 둔치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
l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나루터 복원 및 다양한 관광 상

품화 개발 추진
l 낙동강 둔치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새로운 욕구와 신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 필요
l 낙동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 관광자원, 문화자원, 자연자원 등의 연계를 

강화하고 강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유도

② 사업개요
l 낙동강을 활용한 크루즈를 도입하여 다양한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활용
l 현재 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루터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낙동강 내 선착장(부

두) 개발
- 육상교통 및 주요 관광거점과의 연계 가능한 지역에 조성
- 낙동강 및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코스 개발

l 차별화된 중심 테마 또는 주제별 크루즈선 도입으로 경쟁력 확보 및 크루즈 운
항 프로그램 개발

l 낙동강 주요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단기적 코스를 개발ㆍ운행하고, 향후 에코델
타시티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따라 단계적 확대 추진

l 향후, 낙동강 물길을 따라서 화명~삼랑진~함안보 까지 연결하는 크루즈 코스 
개발(낙동강 하굿둑 철거 시 바다까지 진행되는 코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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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크루즈 도입 사례
☐ 영국 템즈강 크루즈
l 영국의 템즈강은 런던, 옥스포드, 윈저 등 남부의 주요 도시를 관통하고 강변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분포
l Catamaran Cruises, City Cruises, Crown River Cruises, Thames Clippers 

등 다양한 유형의 크루즈 관광상품 및 코스 운영
- 크루즈선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가 목적에 따라 선별하여 

탑승하며, 향후 재방문을 유도
l 템즈강 내에 22개의 부두가 설치되어 이용객이 편리하게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운영
l 템즈강의 크루즈는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용객의 수요에 맞춰 운행 

루트를 조정하거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배차간격을 줄이면서 운행 횟수를 증대
l 템즈강 주변에 위치한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

으며, 관광시설과의 연계 할인 제도 등 시행

자료 : (좌)블로거(http://khhan.tistory.com/archive/201510?page=2)
      (우)다음블로거(http://blog.daum.net/jkb2828/420)  

<그림 Ⅳ-43> 다양한 템즈강 크루즈

☐ 일본 스미다강 크루즈
l 스미다강은 총길이 23.5㎞의 강으로 아라카와강의 서쪽으로 흘러나와 도쿄만으



로 유입되는 강 
l 스미다강에는 약 100년전 메이지 시대에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쿄크루즈회

사가 있으며, 현재 6개 노선이 운영중(도쿄만 및 임해부도심을 순회하는 크루즈 
제외)

- 초기에는 화물 및 인력 수송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화물 수송의 기능
은 쇠퇴되어 관광객 위주로 운행

l 도쿄크루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호타루나’와 ‘히미코’라는 수상버스로 개성적
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이용

- 일본 SF 만화작가인 마쓰모토 레이지11)가 디자인을 담당한 배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활용

자료: 구글 이미지(https://www.google.co.kr/)
<그림 Ⅳ-44> 스미다강 도쿄크루즈 종류

l 도쿄크루즈와 함께 스미다강을 운행하는 도쿄 미즈베 라인은 도쿄크루즈보다 많

11) ‘은하철도 999’, ‘우주해적 캡틴 하록’ 등의 유명 SF 만화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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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착장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긴 노선을 운영 중
l 스미다강에서 도쿄만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강과 해양을 동시에 

조망 가능

☐ 시사점
l 이동적 측면보다는 관광적 자원으로 크루즈선박을 도입하였고, 주변지역의 관광

자원과 다양한 연계를 도모(접근성 및 이용 할인 제도 운영 등)

l 도쿄크루즈의 ‘호타루나’와 ‘히미코’ 같은 특색 있는 선박을 이용하여 크루즈 관
광 활성화 도모

l 템즈강 크루즈나 스미다강 크루즈는 다양한 선박을 운행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색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방문을 유도

l 강서구도 낙동강과 서낙동강에 특색 있는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많은 관광객을 유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에코델타시티의 개발과 강서구내 주요 개발사업 등으로 수변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경관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예상
-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시 낙동강에서 남해안까지 연결하는 관광 코스 개발이 

가능하며, 다양한 연계 코스 개발 가능

④ 계획의 주요내용
l 낙동강 크루즈 도입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진행이 필요하며, 개발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l 지자체간 개별 시행되고 있는 나루터 복원 사업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

복투자 억제 및 관리 효율성 도모 필요 
l 유람선 사업시행자 선정

- 공공이 사업자가 되어 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 초기에는 공공이 운영하다가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l 강의 경관 감상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선상 프

로그램 및 문화 이벤트 개최
l 낙동강 주변의 다양한 관광요소와 연계한 특화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

요소간의 연계 활성화 유도 
l 낙동강 지류 및 샛강을 활용한 수상 프로그램 도입

- 맥도강과 같은 샛강에 소규모 유람선 또는 카약 등을 도입하여 수상 관광 및 
레포츠 실시

⑤ 기대효과
l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
l 낙동강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관광형태에서 낙동강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관광

형태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관광자원화 개발 도모
l 선상 내에서 다양하게 개최되는 이벤트 및 행사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신규 관광객 유치 확대
l 다양한 연계코스 개발을 통해서 주변지역과의 동반 성장 및 이를 통한 광역권 

협력 증대

자료 : DTEC 홈페이지(www.dtec.co.kr)(좌), 위키미디어(commons.wikimedia.org)(우)
<그림 Ⅳ-45> 크루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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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ㆍ녹지계획
1) 기본 방향

l 강서구민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부산 최고의 생태수변도시로서의 입
지를 위한 성장 기반 마련 
-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보전 할 수 있는 자연환경 구축

l 맥도강 등 하천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l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해 낙동강 흐름을 되찾고, 생태계 파괴 및 호소화 현상 
등 각종 문제 현상 해결 

l 대규모의 아파트단지와 공단ㆍ산단 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실시간으
로 원인 및 발생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2) 여건 및 전망
l 국내ㆍ외 지자체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경제ㆍ사회 부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구현
l 친환경 개발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습지공원, 수변공원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 서낙동강 일대에 수변공간이 개발될 예정으로 수질 개선이 시급한 문제
- 특히 낙동강의 자연적인 흐름을 막고 있는 하굿둑의 개방과 BOD 4등급의 서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필요 

l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에 발생하던 고질적인 문제를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
반적인 도시 문제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 필요

l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 저탄소 순환자원 등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환
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



3)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l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공용지 확보 및 수변 공간 개발

- 물이 고여 있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오염이 심각한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
하여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용지 확보

- 매립을 통하여 유속을 빠르게 해 하천오염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쾌적한 주
거환경 및 여가환경 창출 효과 발생 도모

- 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오염지역에 대해서 환경적 개선
이 선행될 경우 매립 추진

l 명품 수변생태지역을 위한 수질 환경 정비 및 기반 마련
- 녹조와 같은 오염현상이 발생하는 낙동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굿둑을 개방하여 생태계 복원
- 하굿둑 개방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단계별 방안 제시
- 향후 하굿둑 개방에 따른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담수

화시설 도입 도모
- 서낙동강의 수질 개선으로 일대에 개발될 주거, 산업, 상업 등의 친수활동 기

반 마련
- 배출오염물질의 배출 원인 및 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오염 물질 부하

량의 원단위 산정 및 대응방안 모색
l IoT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오염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 IoT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단지, 공단,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 공해
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발생장소와 원인 등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

- 발생 빈도가 높은 지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지정하여 실증분석 실시 
- 강서구만의 IoT를 활용한 환경오염 해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대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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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구상
(1) 맥도강 하류 공유수면 매립 및 활용방안

① 배경 및 필요성
l 국가하천인 맥도강의 하류부분은 하안이 깊고 호수형태로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부유물이 많고 하천오염이 심각
l 하천오염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매립을 통한 활용

방안 모색필요
l 오염지역에 대해서 매립으로 인한 수질 및 수변생태계 등의 환경적 개선이 이

행될 경우 매립 추진

② 사업개요
l 위치 : 맥도강과 낙동강 본류가 합쳐지는 일부 공유수면
l 매립면적 및 비용 : 93,727㎡, 310억 원
l 관련근거 :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사업시행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국비사업
l 활용방안 : 친수공간(명지시장 공원 및 주차장 등) 활용

- 해당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명지시장과 연계한 이용객 휴식공간 및 주차장 
설치

④ 기대효과
l 하안일부에 대한 매립을 통해 유속을 높여 하천오염 방지로 악취, 모기 등의 발

생 억제로 주민의 민원 감소
l 공원조성을 통해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아울러, 명지시장 상권 활성화와 축

제에 따른 주차난 해소



자료 :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12)
<그림 Ⅳ-46> 맥도강 하류 정체수역

(2) 낙동강 하굿둑 개방
① 배경 및 필요성
l 1987년 부산지역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확보와 하구지역의 매립을 통한 산업 

공간 확보를 위해서 총 길이 2,200m의 하굿둑 건설
l 그러나 하굿둑 건설이후 기수역 소실, 생물 다양성 감소, 강의 호소화로 녹조발

생 및 수질악화 발생
l 하구역의 심미적, 관광적, 생태적 기능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낙동강 하굿둑 일

원의 기수생태계 복원 필요
l 낙동강 하굿둑의 기수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하굿둑 

수문 개방 추진 

② 사업개요
l 2025년 낙동강 하굿둑 완전 개방을 목표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중

에 있으며, 이후 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 실시
l 낙동강 하굿둑 완전 개방에 따른 용수공급 및 염해 피해 방지를 위한 부분 해

수 유통(수문조작을 통한 부분 개방) 실시
l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사업 추진

- 농업용수의 염분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와 협의 



Ⅰ
계획의 개요

Ⅱ
강서구의 특성과 

성격

Ⅲ
기본구상

Ⅳ
부문별 계획

Ⅴ
핵심프로젝트

Ⅵ
집행계획

- 식수 취수원 이전과 정수시설 개선은 2025년까지 추진 
- 2017년 1월부터 낙동강의 부분개방을 단행하며 부분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하굿둑 부분개방 실험을 3차원 모형으로 구축하여 시나리오별로 하천과 바다에 

미칠 영향 분석 
l 하굿둑 개방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대응

방안 마련
l 또한 하굿둑 개방에 따른 농작물과 주변 환경의 염분피해 측정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종합적 평가 시행
l 향후 하굿둑 개방에 따른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 문제가 대두될 경우 이를 해

소하기 위한 담수화시설 도입 고려

④ 기대효과
l 낙동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같은 조류의 감소로 수질 개선비용 절

감 및 수변지역 환경 개선
l 수면성 오리 개체 수, 어류 산란 공간, 치어 서식 공간 등의 증가로 낙동강 하

구 생태계 복원과 이에 따른 다양한 관광, 생태 프로그램 발굴 가능 

자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좌), 시민사회신문(2015.11.11) 낙동강 하굿둑(우)
<그림 Ⅳ-47> 낙동강 하굿둑



(3) IoT 활용 환경오염 대응시스템
① 배경 및 필요성
l 강서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녹산공단, 화전산단 등 공단이 밀집해있어 악취

와 소음 등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민원 증가
l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환경오염이 발생

할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l 현재는 환경오염사고 후 사고의 장소 및 원인을 파악하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

이 경과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파악 및 처리하는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② 사업개요
l 환경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오염 진원지, 원인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l 오ㆍ폐수, 악취 등을 감지하는 IoT 센서를 스마트시티 센터와 연계하여 환경오

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오염원 제거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IoT 플랫폼 등을 연계 및 활용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한 환경오염 위험지역에 IoT 환경 센서를 설치
l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강서구 스마트시티 센터로 전송하여 

오염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오염에 대응

AS-IS TO-BE
환경부서에서 근무시간 내 모니터링,

민원 제기 후 사후 원인 규명으로 해결 지연
스마티시티센터로 연계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원인규명으로 신속한 오염원 제거
담당자 모니터링, 민원 상황인지(수동인지) 알람 등 실시간 상황 인지(자동인지)
단일기능, 비표준 네트워크, 분석기능 없음 복합기능, 표준 네트워크, 실시간 분석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표 Ⅳ-7>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실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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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대효과
l IoT 센서와 인근 CCTV를 활용하여 오염위치와 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여 관련 분쟁 감소 
l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신속한 처리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저지 및 처리비용 감소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좌), 퓨쳐에코(2017.10.12.) 사물인터넷(우)
<그림 Ⅳ-48> IoT활용 환경오염 대응시스템 

(4) 서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① 배경 및 필요성
l 부산 EDC 사업의 친수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14.7)시 서낙동강 2급수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대책 제시
l 그러나 강서구를 비롯한 인근 시의 오ㆍ폐수가 여러 지천을 통해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
l 서부산권 개발사업의 성공과 에코델타시티의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서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이 필요
l 서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이 선행될 경우 서낙동강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하며,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 가능



② 사업개요
l 사업목표 : 2025년 수질 2등급 달성으로 친수활동 기반마련
l 중점사업 : 물 순환 운영 개선방안, 유역 내 하수도정비사업, 에코델타시티 하수

처리장 건설, 준설(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서낙동강에 낙동강본류가 유입될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어 자연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정비
l 배출오염물질의 배출 원인 및 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오염 물질 부하량

의 원단위 산정 및 대응방안 마련
l 강서구, 부산광역시, 김해시와 서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오

염배출시설 공동 조사 실시

④ 기대효과
l 생태계 복원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명품 수변도시 이미지 창출
l 서낙동강의 악취 및 수질 개선으로 다양한 레저활동이 가능하며, 쾌적한 수변환

경이 마련되면서 지역 주민 및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

물순환
자료 :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내부자료(2017)

<그림 Ⅳ-49> 서낙동강 유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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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 등급 과업구간 하천연장
(km) 비고시점 종점

서낙동강 국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저수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수문 18.55

평강천 국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평강수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서낙동강 합류점 12.54

맥도강 국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맥도배수펌프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평강천 합류점 7.84

조만강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조만교(서낙동강 합류점) 16.30

예안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서낙동강 합류점 4.50

주중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중리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서낙동강 합류점 4.00

신어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서낙동강 합류점 6.50

원지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조만강 
합류점 2.20

유하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조만강 
합류점 3.90

내삼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유하천 
합류점 5.10

대청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조만강 
합류점 7.20

무계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천 
합류점 1.50 소하천

변경
율하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조만강 

합류점 5.50

해반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조만강 
합류점 12.20

호계천 지방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동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서낙동강 합류점 3.60

구산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경상남도 김해시 강동 합류점 1.40

봉곡천 지방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동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해반천 
합류점 2.80

지사천 지방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서낙동강 합류점 8.30

계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5개소, 총 18개소 123.93
자료 : 국토교통부,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2013.05.

<표 Ⅳ-8> 서낙동강 유역 하천 현황



6. 교통계획
1) 기본 방향

l 강서구의 계획적인 교통체계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l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더 많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량, 철도 등의 건설 필요

l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만성 교통정
체 구간인 낙동강 횡단 교량의 교통체증을 해소

l 창원, 김해 등 인접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ㆍ서축 간선도로망 확
충 필요

l 에코델타시티 등 배후도로망의 적기 구축을 통하여 국도2호선 등 동ㆍ서축 간
선도로망의 교통 혼잡 해소

l 산업단지,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등의 개발로 향후 교통수요 급증이 예
상되므로 도시철도 건설 추진

l 강서구에 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산업ㆍ주거단지가 급증하여 교
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철도 건설 추진

2) 여건 및 전망
l 강서구는 인접한 주변지역의 교통이 부산시내로 연결하도록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강서구 진입지역인 대교 연결부분의 교통 혼잡 발생
l 2030년까지 강서구 교통체계에 큰 영향을 줄만한 여건변화로는 신공항건설, 에

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등으로 분석
l 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향후 수요를 감안한 신공항, 관광지, 주거지역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
l 향후 강서구는 엄궁대교, 사상대교, 대저대교 등으로 사상구, 사하구와 연결되

며, 이를 통해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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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l 강서구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수요 대비 및 친환경 대중교통망 구축

- 강서구내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접
근성 향상 도모

- 하단 ~ 녹산선(AGT) : 하단역(1호선) ~ 명지국제신도시 ~ 녹산, 14.4km

- 강서선(Tram) : 대저역(3호선) ~ 에코델타시티 ~ 명지지구, 21.3km

l 강서구의 발전에 따른 광역 및 동서교통망 확충
- 김해신공항을 편리하게 접근하고 도심지와 강서구와의 지리적 소통으로 균형 

있는 부산 발전을 위해 교량, 철도를 적극 건설
- 강서구에 발생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체증 해소
- 김해신공항 및 창원ㆍ김해 등 인접도시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동ㆍ서축 간선

도로망 확충
- 대저대교 : 강서구 식만동(식만JCT) ~ 사상구 삼락동(사상공단), 8.24km

- 사상대교 : 강서구 봉림동 ~ 사상구 감전동, 8.5km, 4~6차로
- 엄궁대교 : 강서구 대저동 ~ 사상구 엄궁동, 3.0km, 6차로
- 장락대교 : 강서구 생곡동 ~ 명지동 에코델타시티, 1.56km, 6차로

l 강서구 내부의 교통정체 해소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내부 교통망 확충 및 
고속국도 건설
- 강서구의 각종 개발 산업으로 대규모 산업ㆍ주거 단지가 급증하여 향후 교통

수요 급증
- 물류수송과 인적수송을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 도모

l 신항만, 신공항 등의 광역시설에 부합하는 광역 연결 철도망 구축
- 강서구에 부산ㆍ경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세계 최고의 물류ㆍ비즈니스 중

심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 광역 교통 수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규모 수송을 위한 광

역연결 철도망 구축 



4) 사업구상
(1) 도시철도망 계획 : 선(Lines) 계획

① 배경 및 필요성
l 녹산ㆍ신호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신항 지역 근로자의 교통문제와 명지국제신

도시 등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동서교통난 해결 방안 필요
l 만성적인 출ㆍ퇴근 교통체증과 대중교통수단의 부족 등으로 강서지역 내 산업

체 직원들의 불만 가중
l 대량 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높은 사업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며, 건립 기간도 장기간 소요 
l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향후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교통 연결망 구축으로 

교통문제 해결

② 사업개요
□ 하단 ~ 녹산선(AGT)
l 위치 : 하단역(1호선) ~ 명지국제신도시 ~ 녹산
l 사업규모 : L=14.4km(정거장 13개소)

l 가덕도 개발시 완급행 결합운행 확대
l 진해연장 : 도시광역철도 역할

□ 강서선(Tram)
l 위치 : 대저역(3호선) ~ 에코델타시티 ~ 명지지구
l 사업규모 : L=21.3km(정거장 24개소)

l 트램망을 명지지구, 에코델타시티, 국제물류 1-1, 대저로 확대(강서구 마을버스 
노선 대안)

l 네트워크 대비 노선길이 극대화
l 김해신공항 계획 확정 이후 노선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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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내부자료(2017)
<그림 Ⅳ-50> 강서구 도시철도망 계획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하단 ~ 녹산간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신항과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접근성을 향

상시키고, 주변지역의 관광시설 이용 촉진 도모
l 강서선은 대규모 산업ㆍ주거단지가 급증한 강서구의 교통수요를 대응하고, 강서

구의 남북을 연결

자료 : 나무위키(namu.wiki)(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우)
<그림 Ⅳ-51> 국내 K-AGT 사례 



<그림 Ⅳ-52> 해외 Tram 사례

④ 기대효과
l 강서구의 자연 환경과 친환경 교통수단과의 결합으로 자연 친화적 지역으로 이

미지 강화
l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및 녹산공단과 강동권과의 접근성 증대와 동서 교통난 

해소
l 도시철도를 도입함으로써 차량위주의 교통수단에서 벗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해소
l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광역 물류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와 인적 수송의 분리를 통한 쾌적한 운행환경 조성

(2) 광역 및 동서교통망 확충
① 배경 및 필요성
l 부산광역시는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대심도 고속화도로 확충을 통해 육상도로의 

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시도
l 동서 대심도 고속화도로와 연계하여 부산시 동서 교통망 구축을 위해 강서 지

역 내 연계 교통시설 확충 필요 
l 강서구의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광역적 접근성 향상 및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 추가 건설 필요(7개소→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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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개요
□ 동서 대심도 고속화도로(횡단교량과 연결)
l 동부산지역과 서부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성하는 도로
l 동서1축 : 북구 만덕동~해운대구 재송동, 8.92㎞
l 동서2축 : 강서구 식만~해운대구 장산교차로, 28.9㎞(18.0㎞)

l 동서3축 : 강서구 봉림교차로~남구 황령교차로, 19.4㎞(10.7㎞)

l 동서4축 : 강서구 생곡~동구 북항, 14.0㎞(7.3㎞)

* (  ) 지하구간

□ 횡단교량 및 주변 도로 건설
l 동서3축 : 생곡~엄궁~북항, 14.26㎞(B=4~8차로), 1조 173억 원

- 장낙대교 : L=1.5㎞(B=6차로), 1,330억 원 ⇒ 경자구역 진입도로 추진
- 에코델타시티 단지 내 도로 : L=2.06㎞(B=8차로), 1,843억 원(LH, 도시공사), 

2015~2023

- 엄궁대교 : L=3㎞(B=6차로), 2,642억 원(국비 1,228, 시비 1,414), 2018~2024

l 동서4축 : 가락~사상~대연, 18.9㎞(B=4~6차로), 1조 1,463억 원
- 사상대교 : L=8.5㎞(B=4~6차로), 4,000억 원(전액 국비), 2018~2026

l 동서5축 : 식만~사상~해운대, 26.44㎞(B=4차로), 1조 6,732억 원
- 대저대교 : L=8.24㎞(B=4차로), 3,956억 원(국비 1,609, 시비 2,347), 

2014~2024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동서 대심도 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낙동강 횡단교량을 건설하여 동서간의 접근

성 향상 도모
l 엄궁대교, 사상대교, 대저대교 등 횡단교량을 우선 시행하여 기존 낙동강 횡단

교량의 교통정체 완화 추진



④ 기대효과
l 동서간의 교통 접근성 향상에 따른 지역의 불균형 문제 해소 및 강서구 방문객

(관광객) 증가
l 기존 낙동강 횡단교량의 교통량 분산으로 서부산권 교통체증 완화 및 주변지역

과의 이동성 향상에 따른 광역경제권 활성화 도모

<그림 Ⅵ-53> 사상대교 및 엄궁대교 노선도

<그림 Ⅵ-54> 대저대교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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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다산컨설턴트 홈페이지(http://www.dasan93.co.kr/)(상), DM 엔지니어링(http://www.dm-eng.com/)(하)
<그림 Ⅵ-55> 대저대교 조감도



(3) 내부 교통망 확충 및 고속국도 건설
① 배경 및 필요성
l 부산신항 물동량 증가, 거가대교ㆍ산업단지, 신규 개발사업 등으로 내ㆍ외부 교

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 심화
l 강서구내 정체구간 증가와 물류수송과 여객수송이 동일 노선에 집중되어 상호간 

불편 가중
l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물류수송과 여객수송을 분리하는 우회도로 건립 

등의 교통망 확충 필요

② 사업개요
l 신항만 제1배후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

설, 내ㆍ외부 연계 교통망 확충, 만성 교통체증 지역 및 교통시설 부족 지역에 
대한 검토 실시

l 교통량 측정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및 최적 교통망 구축 
l 관계협력 기관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조기 시행 추진
l 강서첨단물류도시 연결도로의 잔여 구간에 대해 광역도로 지정 및 산업단지 진

입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 송정나들목~남해고속도로, 길이 14.6㎞(4차로), 사

업비 7,089억 원
l 녹산산단~신호대교간 지하차도 : 녹산산업단지~신호공단, 길이 3.6㎞(4차로), 사

업비 3,000억 원
l 강서첨단산업물류도시 연결도로(남북1축) : 강서구 명지동~김해시 대동면 주중

리, 길이 16.4㎞(2~8차로), 사업비 2,743억 원
l 강서첨단산업물류도시 연결도로(남북2축) : 강서구 명지동~강서구 대저동, 길이 

15.7㎞(4~6차로), 사업비 2,408억 원
l 강서첨단산업물류도시 연결도로(1, 2축)는 에코델타시티 단지 내 도로로 에코델

타시티사업 투자계획에 반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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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56>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그림 Ⅵ-57> 녹산산단~신호대교간 지하차도

<그림 Ⅵ-58> 강서첨단산업물류도시 연결도로 
 

④ 기대효과
l 강서구내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와 화물과 인력수송의 분리로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l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의 개발사업으로 증가가 예상되

는 교통수요와 김해간의 장래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l 녹산국가산단과 신항만의 화물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물류비 절감 및 기존 도

로의 교통혼잡 해소



(4) 광역 연결 철도망 구축
① 배경 및 필요성
l 강서구내 개발에 따른 향후 광역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연결 철도망 

구축 필요
l 부산 신항만의 성장에 따른 물류 수송망의 광역 연결과 부산 도심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신항배후철도와 경전선과의 직결 연결로 조성 필요

② 사업개요
l 현재(2017년 8월말 기준) 공사추진 공정율이 44.1%를 나타내고 있는 경전선 복

선전철화사업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협조 도모 

l 광역적 연계와 부산 도심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 단계적 사업추진과 향후 
수요확대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부산신항배후철도 연결지선 건설
l 신항 배후철도와 경전선 직결 연결, 신항배후철도와 대구간 연결철도 노선 연장 

및 시스템 구축

④ 기대효과
l 부산과 마산지역을 직결하여 광역교통수요를 흡수함은 물론 남해안축 철도망의 

확충 도모
l 영호남의 교류촉진과 관광자원 활용 및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와 신항만간의 효

율적 물류수송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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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내부자료(2017)
<그림 Ⅳ-59> 광역 연결 철도망 구축



7. 사회복지ㆍ교육계획
1) 기본 방향

(1) 사회복지계획
l 강서구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맞춤형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다양한 복지

시설 및 인프라 확충
l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지원을 통

해 균형적 분배를 실현
l 계층별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욕구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l 사회보건ㆍ복지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역할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

을 도모하는 거버넌스형 계획 수립

(2) 교육계획
l 쾌적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적성과 진로에 초점을 둔 특성화 교육을 통해 

창조적 인재 육성 및 교육 환경의 질 향상
l 구민에 적합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 실시
l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화된 특화 대학교를 유치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
l 지역 내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을 위한 전문 교육 및 한국생활에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2) 여건 및 전망
(1) 사회복지
l 저출산, 고령화,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는 향후 사회보건ㆍ복지정책의 방향을 규

정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추세로서 이와 관련한 복지서비스 수요의 증대, 복지재
정의 부담 가중에 반해 자치단체의 대응여건은 개선에 한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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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가 존재
하고 있어 일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 전달 미흡

l 2015년 강서구 전체 예산 2,819.6억 원 중에서 보건ㆍ복지예산이 770억 원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26.3%에 비해 증가
- 보건ㆍ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l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따라서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
로 인해 다양한 복지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l 복지 수요 변화에 따라 시설중심의 복지에서 지역ㆍ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효율적
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

l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증대와 맞벌이 부부, 사회적 소외계층의 안정적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자녀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l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의료서비스 확대 도모

l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
원 및 교육 분야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l 강서구 노인의 노인시설 이용경험은 경로당 75.6%, 노인복지관 33.3%로 노인복
지관 이용경험이 낮으며, 노인복지시설 이용불편사항으로는 교통 48.8%, 정
보부족 17.4%, 거동불편 16.9% 등으로 도출12)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151개소, 노인교실 5개소
-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추가 확대 필요

l 저소득 노인취약계층의 지속적 증가와 안전 사각지대의 독거노인 및 예비독거노
인(60세~65세)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
-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2) 교육
l 사회ㆍ경제적 불균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역간ㆍ계층간의 학업

능력의 불균형 발생
12) 강서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4.



l 과학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이 대두되면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압력이 
증대

l 창조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 요구가 증대되고 전문 인재의 양성과 확보가 지
역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l 강서구의 경우 부산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적 기능이 다소 낙후되어 있으
며, 학업능력의 하락 발생
- 교육시설의 낙후 및 기초학력 하락

l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요구

l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기회의 확대와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 분
야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의 구축이 필요

l 글로벌 경쟁력과 국제적 마인드를 가지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기관에 대한 유치 필요성 증대
-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적 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
l 또한 산업단지와 농ㆍ어촌을 포함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종사

자와 농ㆍ어촌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대 필요

3)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1) 사회복지계획
l 농ㆍ어업인의 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강서구내 복지정책에서 다소 소외된 농ㆍ어촌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
한 정책 마련

- 강서구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농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
책 마련 

l 부족한 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공

공 및 민간 의료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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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현재 사회복지 지원체계 내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는 일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활동, 교육 등을 지원하여 독립적 자립기반 확보

를 도모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
l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 공공보육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 강화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한 성장 잠재력 확보

- 민간의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공공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
선 도모

l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 안전망 구축
- 강서구의 지리적 특성상 넓은 면적으로 인해 복지시설 이용의 사각지대가 다

수 발생하고 있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복지시설 설치
- 복지시설을 통한 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가서비스 확대

(2) 교육계획
l 세계적 교육수준 확보 및 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설립

-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동북아 중심 국제 업무도시로의 위상 강화
와 창조적 계층의 유입 증가에 따른 글로벌 교육시설 확보

l 학업 환경 개선 및 지역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인성이 풍부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지역 내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진로교육 및 멘토링 등을 통해 맞춤형 

인재 육성 
l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실시

- 평생교육의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 기회 확대, 직무능력 향
상, 외국인 정착 지원 등 시행



4) 사업구상
(1) 강서 농ㆍ어업인 복지정책 추진

① 배경 및 필요성
l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을 가진 강서구는 부산시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 근교에 비해 복지, 문화 인프라가 부족
- 대부분 농업인은 북구, 사하구, 김해지역 시설 이용

l 또한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이농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지 축소로 인
해서 임차농의 생계유지 방안이 필요

② 사업개요
l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ㆍ어촌지역 복지정책 추진

- 농ㆍ어업인 종합건강보험지원, 대중교통 취약지역내 대중교통수단 확충, 복지
시설 이용확대 등

l 이농인에 대한 생계유지 지원
-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농인에게 주변 산단과 연계

하여 취업 알선 등 지원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농ㆍ어업인 종합건강보험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일반 기업체 등은 정기적인 종합건강보험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ㆍ어업인에게
는 지원 체계 미흡

- 종합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
하여 방안 마련

l 가락동 지역 대중교통 체계 확충으로 교육시설 및 병원 등의 의료ㆍ복지시설 
접근성 강화
- 마을버스, 일반버스 노선 부족으로 자녀 등하교, 병원이용 등 불편
- 지역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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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ㆍ어촌 지역 통학 및 의료 등 시설로 이동시 활용할 수 있는 택시지원 제
도 신설(100원 택시(서천군), 다람쥐 택시(옥천군), 통학 택시(진안군), 따복택
시(용인시) 등)

자료 : 서천군청 홈페이지(www.seocheon.go.kr)(좌), 옥천향수신문(2016.02.12.) 다람쥐택시(우)
<그림 Ⅳ-60> 택시지원 제도(서천군, 옥천군) 

l 이농인 타 업종 전환, 재취업 등 생계유지 방안
- 관내 산단 기업체 우선취업 방안,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그림 Ⅳ-61> 농ㆍ어업인 복지정책 추진 



④ 기대효과
l 농ㆍ어촌 거주민 복지향상으로 각종 개발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ㆍ어업인구 유출 방지
l 농ㆍ어촌지역 거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주

민의 만족도 향상 

(2) 보건ㆍ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
① 배경 및 필요성
l 최근 인구의 급속한 증가 대비 지역 내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 취약
- 중증환자의 경우 전문적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

l 친환경 복합도시, 초일류 자치구로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의료인프라 확충 및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② 사업개요
l 관내 상급 종합병원(의료기관)을 유치하여 지역 내 의료인프라 확충

- 부산 및 경남지역의 대학병원 유치
- 의료법인을 통한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유치

l 농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
민의 건강 수준 향상 도모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부산 지역대학 및 경남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대학병원 유치와 지속적인 

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농ㆍ어촌 의료 봉사 등) 

l 에코델타시티 내에 조성될 의료시설 부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료기관 및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에코델타시티 사업주체와 협력

l 삼육부산병원(명지지구 내 제2병원 건립예정) 및 부민병원 제5병원 신축 등 다
양한 의료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의료시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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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

④ 기대효과
l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l 의료 혜택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농

ㆍ어촌 지역 내 공공의료복지 제공

자료 : 전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www.cuh.co.kr)(좌), 연우테크놀러지 홈페이지(yunwoo.co.kr)(우)
<그림 Ⅳ-62> 방문 의료서비스 및 종합병원 조감도

(3) 사회적 소외계층의 돌봄 체계 구축
① 배경 및 필요성
l 사회적 소외계층이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고독사나 경제적 고립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
l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 지원 및 취업 교육 등으로 독립적 자립기반 확보 필요
l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

축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대응 필요



② 사업개요
l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 결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
- 각 소외계층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l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단체, 지역 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l 강서구내 지역 사업체와 연계한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 독립적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 소외계층을 취업시키는 사업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통해서 지원되는 복지서비스에서 현재 소외되는 사회적 소

외계층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파악
l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현황을 고려하여 각 소외계층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 생필품 지원, 거주비 지원,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

l 찾아가서 확인하고 지원하는 현장 복지의 실현과 지속적 관리 및 지원체계의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l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선정이 안 된 소외계층 및 일시적 취약계층 등을 
파악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지역 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밀착형 지원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자립기반 확보 지원

l 취업이 어려워 생활의 궁핍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제공이나 강서
구내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 지원
- 장기적으로 독립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취업 교육 및 취업 지원
- 지역 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 지원 및 취업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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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대효과
l 사회적 소외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 도움이 제공되며, 독립적 자립

기반 확보 가능
l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봉사단체, 공동체의 참여로 소외계층 주민의 삶의 질 향

상 및 복지사각지대 감소
l 소외계층에 대해서 적극적 상담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 네트워크 구축으

로 주민이 행복한 강서구 실현

자료 : 뉴스로(2017.11.20)(https://www.newsro.kr/)(좌), 오토데일리(http://www.autodaily.co.kr)(우)
<그림 Ⅳ-63>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사례 

(4) 보육서비스 확충
① 배경 및 필요성
l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맞벌이 부부가 증가 추세에 있으

며, 이로 인해서 자녀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l 강서구 내 젊은 계층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증가도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어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필요
l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일ㆍ시간제ㆍ한시적 보육서비스 및 보육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 보육서비스의 제한적 입지를 해소할 수 있
도록 공공측면에서 보육서비스 사각지역에 공공 보육서비스를 강화



② 사업개요
l 보육시설 확충

- 민간 보육서비스가 제한된 지역 내 공공 보육시설 확충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과 연계한 기업 공동 보육시설 설치

l 보육서비스 확대
- 출생 지원 키트 및 아기 돌 축하 선물 제공
- 다자녀(3인 이상)에 대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및 물품 제공
- 보육협동조합 활성화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

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보육가정의 사
회ㆍ경제적 활동을 지원

l 강서구 내 위치한 산업단지 중 여성의 근무 비율이 높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주기업들과 연계한 기업 공동 보육시설 설치
- 공동설치로 인해 입주기업의 자체 보육시설 설치비용 경감
- 강서구가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기업의 참여 확대 도모

l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방안을 강구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서 자녀양육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l 출생 시 필요한 분유, 내복, 기저귀, 아기크림 등 아기 물품을 출산가정에 제공
하고, 아기의 첫 생일에 축하 선물을 제공

l 지역(마을, 동네)단위로 보육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돌보
고, 지역주민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육과 고용의 선순환 도모
- 성남시의 경우 마을기업의 형태로 운영
- 42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돼 6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맞벌이 가정

의 아동을 돌보게 되며, 오후 1시부터 부모 퇴근 때까지 돌봄 및 학습지도
- 성남시에서 2년간 사업비 일부와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등 전문가 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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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MANISTORY(2017.01.17.) 성남 사회적경제공동체(좌),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우)
<그림 Ⅳ-64> 성남시 보육서비스 사례  

④ 기대효과
l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l 기업 공동 보육시설의 경우 개별 보육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사자

의 안정된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성 및 애사심 증대
l 출생 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출생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첫 

생일 선물을 제공하여 가정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애향심 고취
l 보육협동조합은 부모의 학원비·양육비 부담 등의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절

감하고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주거복지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 효과 발생

(5)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 안전망 구축
① 배경 및 필요성
l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강서구도 

고령층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l 강서구는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낮으며,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수도 부족한 현실
l 노인복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을 정비하고,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필요



② 사업개요
l 강서구내 다수 분포되어 있는 경로당을 정비하고, 소규모 분관형식의 노인복지

관 도입
l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직원 3~4명으로 구성하고, 동별로 1개소 신축하여 접근성 

향상 및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l 총사업비 : 1개소 1년 운영예산 3억 원(총 8개 24억 원)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경로당을 정비하여 예산 과잉 지출을 억제하고 종합

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 건립
l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의 노인 복지관을 도입하되 노인의 욕구충족 및 

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l 지역내 독거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독사 문제 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노인돌보미를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실시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 및 은행업무대행 등 생활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④ 기대효과
l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경로당을 정비하여 과잉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지역 노인

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제공
l 역할상실로 오는 소외감 극복과 급속하게 변모하는 현재의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활력 부여 
l 동별 소규모 노인복지관 도입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노인 욕구를 충

족시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l 지역내 독거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된 고독사 등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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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은평구 구립불관노인복지관(https://www.ep.go.kr)(좌), http://seoulwelfare.tistory.com(우)
<그림 Ⅳ-65> 소규모 노인복지관 및 활동 사례 

(6) 명지국제학교 설립
① 배경 및 필요성
l 명지국제신도시는 총 2만여 세대의 주거공간이 포함된 동북아 중심 국제 업무를 위

한 국제적 신도시로 그 위상이 발전
l 국제적 신도시로의 위상에 맞게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학교 설립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② 사업개요
l 사업기간 : 기준년도 2017년, 목표연도 2026년
l 사업위치 : 명지동 일원(외국교육기관 부지)

l 총사업비 : 약 468억 원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명지지구의 외국교육기관 부지 내 명지국제학교 설립
l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외국인 학교, 외국인 교육기관 등의 운영 및 관

리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장ㆍ단점을 파악
l 글로벌 도시에 걸맞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월드 클래스의 국제학교 설립방안

을 강구 



l 합리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적정 모집규모의 산정, 필요 교육시설의 도입계획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안 모색 

④ 기대효과
l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내에서 국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지역발전과 동시에 교육의 변화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기대
l 서부산권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해외유학을 대체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하

여 우수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인 창조 
계층의 지속적 유입

자료 :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 홈페이지(www.chadwickinternational.org)
<그림 Ⅳ-66> 국제학교(채드윅 송도 국제학교)  

(7) 지역 기반형 학교 창조
① 배경 및 필요성
l 일부 외곽지역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ㆍ폐합이 추진되고 실질적 교육 

수준 하락에 따라 교육 성취도 하락
l 학생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의 교육 수준 하락을 방지를 위해서 창조적 교육 프

로그램 개발 필요
l 강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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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개요
l 강서구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
l 교육청 예산과 기업 협찬을 통해 사업비 확보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학생복지, 학교 시설 개선), 인성이 풍부한 학교 만

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l 거점학교 우선적 지원과 경쟁을 통한 선별적 지원으로 자발적 교육 수준 향상 

도모
l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예술분야, 취업분야, 멘토링 등)으로 학생

들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④ 기대효과
l 인성이 풍부한 인재 육성 및 우수한 교육 수준 확보에 따라 강서구의 교육 성

취도 향상
l 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인재 육성과 진로에 따른 다양한 사전 

정보 획득

자료 : 홍은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hyc.or.kr)(좌), 강동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wagle.or.kr)(우)
<그림 Ⅳ-67>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8)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실시
① 배경 및 필요성
l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으로 대상

자별ㆍ지역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
l 평생교육을 대상자별로 특화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l 취업의 기회 확대와 직무능력의 향상, 외국인 정착 지원, 농ㆍ어촌 주민들의 새

로운 소득 창출 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시행

② 사업개요
l 취약계층의 취업 및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 자격증, 컴퓨터, 외국어 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현재 수행하는 업무와 연관한 교육 필요시 신청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l 외국인 정착 지원 및 지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종사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한글교육, 한국생활, 

한국문화 등의 생활 교육 지원
- 지역 내 외국인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외국어 지원 교육

l 농ㆍ어촌 주민들의 맞춤형 교육
- 농ㆍ어촌 주민들의 소득원 증대 및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한 교육 지원
- 농작물 및 특수 작물에 대한 정보, 인터넷 판매를 위한 컴퓨터 교육 등

l 생애 주기별ㆍ계층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고령층 등 생애 단계별 필요한 맞춤형 학습프

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교육 서비스 지원
- 육아 프로그램, 자녀 교육, 재테크, 취미ㆍ교양, 건강관리, 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별 학습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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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의 주요내용
l 고령자,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의 기회 확대와 산업단지 종사자 및 

농업인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l 외국인 정착 지원 및 지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 이주민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주민에게 지
역주민의 외국어 수업을 지원하게 하여 일자리 창출 도모

l 농ㆍ어촌 주민들의 맞춤형 교육
l 생애동안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의 생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애단계에 맞는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지원

④ 기대효과
l 지역 및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평생교육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성

화와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 주민소득원 다양화에 기여
l 지속적인 자기 계발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식기반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자료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www.jbnu.ac.kr)(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www.seoultech.ac.kr)(우)
<그림 Ⅳ-68> 맞춤형 평생교육 사례

 



8. 도시안전계획
1) 기본 방향

l 강서구의 경우 면적이 넓고 낙동강이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해양과 접하고 있어 
각종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안전계획 수립

l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교통사고와 범죄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l 재난이 발생한 이후의 복구에 치우친 정책 및 계획을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계획으로 수정

l 재난 유형에 따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예방, 

재해대응, 재해수습 및 복구 등 단계별 안전대책 수립
l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재해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2) 여건 및 전망
(1) 강서구 자연재해(풍수해) 발생 현황
l 2015년을 제외하고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

시점 사망 및 실종 (명) 이재민 (명) 침수면적 (ha) 피해액 (천원)
2006 - 10 1.56 154,054
2007 - - - 1,535,796
2008 - 36 - 11,000
2009 - - - 2,105,498
2010 - - - 28,795
2011 1 - - 2,100
2012 - - 7.00 7,451,383
2013 - - - 634
2014 - 347 - 4,613,000
2015 - - - -

자료 : 부산광역시 통계연보(2016)

<표 Ⅳ-9> 강서구 자연재해(풍수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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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발생 현황
l 2015년 화재 발생건수는 166건으로 최근 7년간의 발생건수 평균 보다 감소하였

으나 피해액은 약 25억 원으로 평균 보다 증가
l 실화로 인한 화재발생이 매우 높으며, 부동산의 피해보다는 동산의 피해가 높게 

형성

시점
발생(건) 소실(개, ㎡) 피해액(천원)

계 실화 방화 및 
기타 동수 면적 계 부동산 동산

2009 232 208 24 130 11,960 644,530 188,109 456,421
2010 217 199 18 95 6,936 865,815 419,562 446,253
2011 297 279 18 99 187,786 1,286,697 505,380 781,317
2012 255 233 22 66 7,170 824,048 275,862 548,186
2013 229 188 41 121 2,006 1,009,765 230,425 779,340
2014 162 136 26 112 18,831 694,334 230,232 464,102
2015 166 138 28 120 8,393 2,531,295 944,631 1,586,664

자료 : 강서구 통계연보(2016)

<표 Ⅳ-10> 강서구 화재발생 현황

(3) 교통사고 현황
l 강서구내 교통사고는 2015년 기준 583건으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932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 1만 대당 발생건수는 105.3건
l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소폭 증가

시점 등록차량수 인구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자동차
1만대당

인구1만
명당

인구1만
명당

2011 41,889 69,371 783 186.9 21 3.0 1,361 196.2
2012 42,442 70,356 775 182.6 32 4.5 1,379 196.0
2013 42,511 74,765 649 152.7 20 2.7 1,045 139.8
2014 47,763 85,097 554 116.0 22 2.6 944 110.9
2015 55,351 100,597 583 105.3 25 2.5 932 92.6

자료 : 강서구 통계연보(2016)

<표 Ⅳ-11> 강서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l 사고유형별로 보면 차대차 사고가 501건으로 전체 85.9%로 나타났고, 자동차 
종류별로는 승용차가 32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화물이 165건의 순으로 
도출

l 강서구내 산업단지와 부산신항이 포함되어 있어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높은 
것이 특징

시점 사고유형별 자동차 종류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승용차 승합차 화물 특수 이륜차 기타

2011 53 701 29 439 41 198 - 26 79
2012 62 685 28 436 63 184 - 16 76
2013 51 573 25 379 32 169 - 15 54
2014 54 473 27 313 36 137 - 15 53
2015 56 501 26 326 29 165 - 18 45

자료 : 부산광역시 통계연보(2016)

<표 Ⅳ-12> 강서구 교통사고 유형 및 종류별 현황

(4) 범죄발생 및 검거율
l 최근 8년간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2008년 7,176건에서 2011년 3,761건으로 감소

하였다가 다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14년부터 증가 추세
l 검거율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다 2014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5년 기준

으로 발생건수 4,538건, 검거율은 78.6%

시점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기타

발생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율

2008 7,176 65.9 22 90.9 309 57.6 259 91.5 6,586 65.2
2009 6,610 68.5 24 95.8 444 52.3 433 97.7 5,709 67.5
2010 5,063 65.3 25 128.0 602 41.7 346 84.7 4,090 66.8
2011 3,761 81.2 33 66.7 642 46.9 327 83.8 2,759 89.1
2012 4,150 73.8 29 93.1 649 32.5 403 76.9 3,069 81.9
2013 3,919 73.4 33 103.0 571 30.1 365 79.7 2,950 80.6
2014 4,324 78.0 22 100.0 490 32.2 353 81.0 3,459 84.0
2015 4,538 78.6 31 90.3 522 49.0 445 85.8 3,540 82.0
자료 : 부산광역시 통계연보(2016)

<표 Ⅳ-13> 강서구 범죄발생 및 검거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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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강력범의 경우 검거율이 90.3%, 폭력범 85.8%, 기타 범죄 82.0%를 나타내고 있
으나 절도범은 49.0%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형성

l 지역 내의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절도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범활동 강화 및 방범 CCTV 설치 확대가 필요

(5) CCTV 설치 현황
l 강서구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운영되는 

CCTV는 총 1,111대가 설치
l 운영별로는 방범이 729대로 가장 많고, 어린이 보호가 225대, 쓰레기 무단투기

가 78대, 주정차 단속 67대, 재난관리 10대, 지하차도 2대
l 가장 많은 방범 CCTV 중에서 고화질로 차번호인식 가능한 CCTV는 52대가 운

영 중
l 향후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시 검거를 위해서는 고화질의 CCTV의 확대가 필

요 할 것으로 보이며, 재난관리를 위한 CCTV의 추가 설치도 필요

합계 방  범 어린이 
보  호

쓰 레 기 
무단투기

주정차
단  속 재난관리 지하차도

1,111 729
(차번호인식 52) 225 78 67 10 2

<표 Ⅳ-14> 강서구 CCTV 현황

l 지역별 방범 CCTV 현황을 보면 대저2동에 15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녹
산동 141대, 대저1동 125대 등의 순으로 설치ㆍ운영 중

합계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가덕도동
729 125 158 82 111 61 141 51

<표 Ⅳ-15> 동별 방범 CCTV 현황



(6) 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시설 및 예ㆍ경보 전달시스템 구축 현황
l 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시설에서 강서구는 긴급대피 장소가 2개소이며, 대피인

원은 375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
l 낙동강이 위치하고 해양을 접하는 지역이 넓은 강서구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대피 시설의 확충이 필요 
l 주민의 대피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의 경우 1개소만 존재하고 

있어 주민의 신속한 피난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지역별 시･군･구 지구수
긴급대피장소(개소)

대피인원
(명)

대피안내요원(명)

표지판(개소) 경  보
시스템
(개소)합 계 안 내 대피

장소 대피로

부 산

소계 18 42 111,155 241 213 29 38 146 47
서구 3 5 11,000 10 25 4 5 16 3
남구 1 2 500 10 10 1 2 7 7

해운대구 2 4 80,000 59 29 6 4 19 6
사하구 2 3 1,400 28 15 3 4 8 6
강서구 1 2 375 3 4 1 1 2 1
수영구 3 6 9,000 42 22 3 6 13 3
기장군 6 20 8,880 89 108 11 16 81 21

주 : 주민대피는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 지정, 대피안내요원 지정, 표
지판 제작․설치 등을 말함(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2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자료 : 국민안전처 통계연보(2016)

<표 Ⅳ-16> 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시설 현황(2015)

(7) 지역안전등급 현황
l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별 지역안전등급 현황을 보면, 강서

구는 화재에서 5등급, 교통 5등급, 자연재해 4등급, 범죄 3등급, 안전사고 5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2등급으로 제시
l 자살과 감염병에 대한 등급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

는 매우 낮은 등급을 받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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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강서구의 지역 안전등급을 각 분야별로 상향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구  분 화 재 교 통 자연재해 범 죄 안전사고 자 살 감염병
부   산 3 2 5 4 1 5 5

중구 5 5 4 5 5 5 4
서구 3 4 3 4 4 5 5
동구 4 5 4 5 4 5 5

영도구 5 4 5 3 3 5 5
부산진구 4 3 3 4 3 4 4
동래구 2 2 4 3 1 3 3
남구 3 3 5 2 2 3 4
북구 1 2 4 2 2 3 4

해운대구 3 3 5 2 2 4 3
사하구 3 3 5 2 2 4 3
금정구 3 3 3 2 3 3 4
강서구 5 5 4 3 5 2 2
연제구 4 3 4 3 3 3 3
수영구 4 3 5 4 2 4 4
사상구 2 3 4 3 4 4 3
기장군 1 1 3 4 1 1 1

주 : 지역안전지수를 상대등급(1-5등급) 부여,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
자료 : 국민안전처 통계연보(2016)

<표 Ⅳ-17> 지역안전등급 현황(2015)

(8) 도시 안전 전망
l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어 재난

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
l 특히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안전 분야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구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



l 강서구는 낙동강이 위치하고 해양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재난에 
따른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계획이 필수적인 상황

l 강서구에는 신항만과 김해공항이 위치하고 많은 산업단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위험요소가 높아 적절한 예방 및 대응 전략이 필요

l 특히 이들 시설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어 막대한 피해가 야기
되므로 신속한 대응 필요

l 교통사고나 화재, 범죄와 같은 인적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

3)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l 재해 예방형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도시 기반 구축

- 산업단지와 신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야간 운행이 많아 야간 교
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조명 교체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태풍, 해일 등을 대비하여 풍수해 대비 
시설 도입

- 지진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지 및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해서 
내진설계 비율 확대 및 향후 지원 방안 마련

l 재난 관리를 위한 스마트 도시방재 통합시스템 구축
-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원화 및 

체계화된 통합시스템 구축
- 범죄예방 및 교통지도 등을 위해 설치되는 CCTV를 확충하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l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안전문화 조성

-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도시안전문화 정책 마련과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 도모

-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전마을 조성 및 다양한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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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구상
(1) LED도로조명 설치로 친환경 안전도시 구현

① 배경 및 필요성
l 강서구내 총 가로등수는 20,000등으로 이 중 고효율 가로등은 12,000등이며 고

효율 가로등 설치는 60% 수준
l 강서구내 신항만과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형차량의 야간 운행

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인성 높은 도로 조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필요
l 미 교체된 저효율 가로등은 도로이용자에 대한 시인성 부족 및 에너지 과다 소

비로 보다 선진화되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백색광원으로의 교체가 필요

② 사업개요
l 현재 미 교체된 저효율 가로등 8,000등을 고효율 친환경의 백색광원(LED) 가로

등으로 교체
l 일부 가로등 부재로 인해서 시인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효율 

가로등 설치
l 추가 개설되는 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고효율 가로등으로 설치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기존 노후화된 가로등 및 저효율 가로등을 고효율 친환경 가로등으로 교체
l 예상 소요예산 : 80억 원
l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한 투자사업 : 10년

④ 기대효과
l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기자재 사용에 따른 국가 시책과 부산광역시 정책에 

적극 대응
- 전기료 절감 : 393,259천원/년



l 백색 광원 사용에 따른 시인성 증대로 도로이용 운전자 및 보행자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제공

l 안전하고 밝은 고효율 친환경 도로조명 설치로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 증대와 
강서구 내 도시경관 및 이미지 개선

자료 : IoTdanawa 홈페이지(www.iotdanawa.com)(좌), 뉴스투게더(2016.08.02.) 스마트 LED 도로조명 제어시스템(우)
<그림 Ⅳ-69> LED 도로조명 

(2) 강서구 재해대비 방재시설 정비
① 배경 및 필요성
l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해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 되면서 도시에 막대

한 피해가 발생
l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 해일 등으로 인해서 저지대 및 산업단지 내 침수가 발

생하면서 피해 발생
l 낙동강이나 해안과 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

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해 대비 방재 시설 도입 필요

② 사업개요
l 우수 방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저류시설 등

을 설치
- 수해 상습 피해지, 해안인접지역, 배수 불량 지역, 저지대 지역 등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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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해안지역의 해일 및 높은 파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파제 시설 정비 및 잠제시
설 확충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 내 우수저류시설 설치

- 배수가 불량하거나 저지대로 인해 침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
하부에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

- 우수 저류시설의 지상부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편의ㆍ체육시설로 이용

자료 : 순천타임지(2014.05.13), 순천시 동외동 우수저류시설(좌), 용인시민신문(2011.07.25), 용인시 우수저류시설(우)
<그림 Ⅳ-70> 우수 저류시설 예시

l 해안지역 방파제 정비 및 잠제시설 확충
- 파고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에 잠제시설을 설치

하거나 해안에 접하는 지역에 방파제를 추가적으로 설치



자료 : 다음 블로그(m.blog.daum.net/hiltiwslee/8929035)(우)
<그림 Ⅳ-71> 해안지역 방파제 정비 및 잠제시설 예시

④ 기대효과
l 우수저류시설 설치 시 저지대 침수지역의 침수 예방 및 지상부의 다양한 활용

(주차장이나 공원 등 주민 휴식ㆍ편의 공간으로 활용)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 
향상

l 해안지역의 주민 및 산업단지의 안전성 향상으로 주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

(3) 강서구 재난 안전시설 체계 구축 
① 배경 및 필요성
l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해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 되면서 도시에 막대

한 피해가 발생
l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내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

식하여 지진에 대비하는 시설 개선 필요
l 부산광역시 전체 대상 건물 21만 8,415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은 2만 9,903

동으로 13.7% 수준으로 내진설계 비율이 미흡한 실정
l 강서구 내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한 시

설 보강 및 피난 시설의 확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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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개요
l 부산광역시 전체의 내진설계 비율이 낮으며, 특히 강서구의 경우 매립지와 같은 

연약지반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지진에 대비하는 시설보강이 필요
l 새롭게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건축물은 내진설

계를 적용하여 건축물 보강 실시
l 지진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소 

및 피난소 확충
- 현재 지진대피소는 초·중·고등학교 건물이나 체육관·강당 등 부속건물이 대부

분 차지
- 이러한 시설의 경우에도 내진설계 비율은 현저히 미흡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민간시설 및 공공시설의 내진설계 비율 확대를 위해서 내진설계 시행에 따른 

지원
l 지진과 재난에 대피할 수 있는 지진 대피소 및 재난 대피소 확충과 기존 대피

소 시설 보강

④ 기대효과
l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 확대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여 물적ㆍ

인적 피해 감소 및 안전한 생활 영위 가능
l 대피소 확충으로 지진이나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피난하여 인명 피

해 최소화 



자료 : 부산일보(2014.05.14) 초등학교 지진 대피 훈련 (좌),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PostList.nhn?blogId=tokyo_orange&categoryNo=1)(우)

<그림 Ⅳ-72> 지진 대피 훈련 사례 

(4) 스마트 도시방재 통합시스템 구축
① 배경 및 필요성
l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강서구내의 범죄 발생건수도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추세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안전시
스템의 구축이 필요

l 범죄 예방과 함께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현장의 여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ㆍ관리 체계 필요

l 우범지역이나 초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재해 위험지역 등에 대한 감시ㆍ
관리를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

② 사업개요
l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CCTV 확충으

로 범죄 예방 및 검거에 활용하고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l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ㆍ감독을 실시하며, 사각

지대가 없는 방범 실시
l 지진이나 해일에 대비하여 재난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예ㆍ경보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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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의 주요내용
l CCTV 통합관제시스템 활성화

-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 및 CCTV 지속 확충
- 강서구 우범지역 대상 방범시스템 확충
- 초등학교 및 청소년시설 주변에 대한 그물망 방범시스템 구축
-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l 재난 경보 체계 구축
- 낙동강 및 해안 인접 지역에 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
- 신속한 예ㆍ경보 체계 구축

④ 기대효과
l 강서구내에 설치된 CCTV의 통합 운영 및 관제로 공공용 CCTV의 다목적 활용 

가능
l 범죄 및 위험지역에 대한 사고 예방으로 안전하고 범죄 없는 도시 조성과 주민

의 삶의 질 향상
l 재해ㆍ재난의 신속한 정보 제공 및 대응을 통해서 물적ㆍ인적 피해 감소 및 안

전한 대피 가능

자료 : 국제신문(2014.07.29.) 강서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좌), CNB뉴스(2014.02.26.) 고양시 CCTV 설치(우) 
<그림 Ⅳ-73>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설치 사례



(5) 119 안전센터 확충 및 첨단 구호장비 확보
① 배경 및 필요성
l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

계 마련이 필요
l 특히 강서구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물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화재와 재난 등의 위험이 증가
l 화재 진압과 다양한 구호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119 안

전센터의 설치가 필요
l 강서구는 면적이 크고, 낙동강과 남해안 등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안전 감시 장비와 신속 구호를 위한 장비 도입 필요성이 증대

② 사업개요
l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시설 등이 증가하는 지역에 추가적인 119 안전센터의 

확충
l 지속적인 개발사업의 추진과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적절한 수요 예측을 통해 

향후 적합한 대상지 선정
l 산업단지, 대규모 주거지역, 하천 및 해양 수변지역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

여 다양한 구호장비 및 안전장비 도입  

③ 계획의 주요내용
l 소방사각지대의 119 안전센터 확충

- 급격한 인구증가지역 및 산업단지 밀집지역내에 119 안전센터 확충
- 재해 및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요시간별 자료를 구축하여 골

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 주변에 설치



Ⅰ
계획의 개요

Ⅱ
강서구의 특성과 

성격

Ⅲ
기본구상

Ⅳ
부문별 계획

Ⅴ
핵심프로젝트

Ⅵ
집행계획

자료 : 각 소방청 자료, 고양시 대화 119안전센터(좌), 장흥 119안전센터(우)
<그림 Ⅳ-74> 소방사각지대의 119 안전센터 확충

l 효율적 구호활동 및 화재진압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 신항만과 신공항,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

규모 재난이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확보 

자료 : 무인파괴방수탑차(국제신문, 2015.01.18.http://www.kookje.co.kr)(좌), 공항소방차(http://www.win-us.net/)(우)
<그림 Ⅳ-75> 항만이나 공항 등에 사용되는 특수 소방차

- 사람의 진입이 어려운 화재 현장이나 유독가스 유출 지역 등에 대응하기 위
한 특수 소방장비 도입  

-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체계 구축과 발생한 재해의 신속한 정보
를 얻기 위해서 드론과 같은 특수 감시 장비 도입 



자료 : 소방로봇(부산광역시 소방본부)(좌), 드론(서울시 소방본부)(우)
<그림 Ⅳ-76> 특수 장비

④ 기대효과
l 강서구는 광범위한 지역공간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 및 재난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피해 최소화 및 골든타임 확보
l 신항만과 신공항, 다수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화재 및 재난

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l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이나 재해 현장에 대해서 신속한 정보 획

득 및 대응 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