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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프로젝트
1. 가덕도 종합개발 
1) 계획의 개요

l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행정동)

- 동선동, 성북동, 눌차동, 천성동, 대항동 등 5개의 법정동으로 구성
l 면적 : 24.56㎢
l 총사업비 : 1조 6,596억 원
l 개발 성격 : 부산신항 경쟁력 강화, 신항 배후도시 기능강화, 관광자원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

2) 개발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l 동북아 최대 환적항으로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6%를 처리하는 수

출입 관문인 부산신항의 개발과 함께 배후단지 조성 중
l 신항 배후단지는 항만물류기능 위주의 계획으로 인해 상업, 금융, 전시ㆍ판매, 

관광 등 다양한 도시기능 시설이 부족한 실정
l 행정ㆍ금융ㆍ상업ㆍ전시ㆍ관광 등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항 배후지역의 기

능 강화 필요
l 특히 가덕도는 부산신항의 배후도시 지역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연계 개발 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l 그러나 현재 가덕도는 주변지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구감소, 전통산

업의 이탈,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낙후ㆍ노후 되어있는 실정  
l 전형적인 낙후된 어촌마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덕도는 가덕 신공항 사업이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가덕도 종합개발 계획이 무산 또는 지연
되고 있어 많은 문제와 민원이 발생



l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어촌마을과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이 군집해 있는 외양
포 지역 등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관리 필요  

l 그리고 현재 가덕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역사ㆍ문화자원이 급변하는 관광여
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l 천성진성, 가덕도 척화비 등 가덕도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해양ㆍ생태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필요

3) 현황분석
(1) 부산신항만 및 배후단지 현황
l 점차 대형화 되는 컨테이너선을 처리하고 기존 부산항 컨테이너 시설 노후화 

및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만개발 
l 동북아 국제물류산업의 주도권 선점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 신항만 개발 및 배

후산업ㆍ물류단지를 조성
l 컨테이너 전용부두 40선석, 기타부두 5선석이 단계별로 개발되며, 개발완료시 

연간 컨테이너 13,250천TEU 처리능력을 확보

구분 개발주체 안벽길이
(㎞)

선 석 수 비고‘06 ‘07 ‘09 ‘11 ‘14~’20
북컨1-1단계 PNC 1.2 3          

PNC 0.8   3        
북컨1-2단계 PNC 1.2     3      
북컨2-1단계 항만공사 1.1     4      

다목적 및 일반 정부 및 민자 1.88   1 1 4 연결잔교 포함
남컨2-2단계 항만공사 1.15     4      
남컨2-3단계 현대산업 1.4       4    
남컨2-4단계 민자 1.05         3  
서컨2-5단계 항만공사 0.7         2  

서컨2-5단계(확장) 항만공사 0.35 1
서컨2-6단계 항만공사 0.7         2  

피더부두 항만공사 0.96         4  
서컨3단계 - 1.85         5  
양곡부두 - 0.35         1  

계 14.34 3 4 12 4 22  
누계 - 3 7 19 23 45

자료 : 부산항만공사(http://foreign.busanpa.com)

<표 Ⅴ-1> 신항만 단계별 개발 현황 및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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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두건설과 함께 항만 배후지역에 배후종합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물
류기능 및 재가공ㆍ수출 기능 강화

l 항만배후단지에 충분한 물류부지 및 지원시설을 확보하고, 국제물류기업을 유치
하여 항만과 함께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기지로 육성 도모

신항 배후단지 계획면적(㎡) 2012까지 2013~2015 2016~2020
계 9,442,637 2,718,297 1,472,296 5,252,044

북「컨」 (1단계) 1,703,927 1,703,927    
북「컨」 (2단계) 522,223 -   522,223

남「컨」 1,442,319 - 1,442,319
웅동지구 (1단계) 2,486,666 1,014,370 1,472,296  
웅동지구 (2단계) 1,119,705 - - 1,119,705
서「컨」 (1단계) 468,265 - - 468,265
서「컨」 (2단계) 1,699,532 - - 1,699,532

자료 : 부산항만공사(http://foreign.busanpa.com)

<표 Ⅴ-2> 신항 배후단지 조성 및 공급계획

(2) 가덕도 관광자원 현황
l 천성진성 성벽의 둘레는 약 700m 정도로 짐작되나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둘

레는 약 96m, 높이는 3.5m이며 조선시대 중기 군사적 요충지에 성을 쌓고 병
사를 주둔하게 했던 진성(鎭城)의 축성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역사적 
자료

l 대항분교는 강서구 대항동에 있는 공립 천가초등학교의 분교로 2013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었으나, 활용적 측면에서 관광자원화 가능

l 가덕도 등대는 근대 서구 건축의 양식ㆍ건축재료ㆍ의장수법 등이 최초로 사용
되었던 건물로 아름다운 경관속에 위치

l 당시에 건립된 여러 등대들이 대부분 원형이 크게 훼손된 데 비해 가덕도 등대
는 상당 부분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건축사적으로 높은 문화
재적 가치 보유



l 동백나무 군락은 가덕도의 국수봉과 남산의 동쪽 중앙계곡을 중심으로 해안 암
벽 위 동남쪽 가파른 곳에 위치하고, 동백나무의 나이는 50∼100여 년으로 정도
로 추정되며, 2,500그루 정도가 군락을 이루며 성장

자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그림 Ⅴ-1> 가덕도 관광자원

4) 기본구상
(1) 부산신항 경쟁력 강화
l 조선업계 회사의 파산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부산신항에 잡화부두, 물

류센터 등 공공물류센터를 조성하여 부산신항의 경쟁력 강화 도모 
l 부산신항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만교육장,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이 입지하는 해양공원 조성
l 천성항에 물양장, 어업지도선 부두와 양류부두를 조성하고, 거가대교 입구에 위

치한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여 파고라, 벤치, 정자 등 수변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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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항 배후도시 기능 강화
l 눌차만 일원에 항만배후시설, 관광, 숙박, 쇼핑, 해양레저 등 항만배후 기능을 

지원하는 해양관광 복합도시 조성
l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도입하여 체류형 해양관광지로 발전을 도모하면서 신항과 

연계한 배후 지원 서비스 강화
l 지역 내 개발 촉진을 위해 일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1종일반 

주거지역을 종상향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3) 관광자원화 사업
l 민가와 논밭의 조성으로 훼손된 천성진성의 성곽을 복원하여 역사자원으로 활용

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 관광 도모
l 2013년 폐교된 천가초등학교 대항분교에 전시(갤러리), 문화시설, 캠핑장, 체험

장 등의 기능을 도입
l 가덕도가 보유하고 있는 천성진성, 가덕도 척화비, 외양포 포진지ㆍ패총, 눌차왜

성 등 다양한 역사유적을 발굴하고 역사체험 투어길 조성
l 가덕도의 역사ㆍ관광 자원인 가덕도 등대, 동백 군락지 등의 진입로를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l 천성항 일원 및 가덕도 내부에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 종합적 관리와 함께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주도로 건설
l 가덕도 국유림 환원을 통한 지역주민 주도형 자연 휴양림 조성

(4) 도시재생사업
l 가덕도의 15개 마을 중 3개 마을을 어촌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요

트계류, 체험시설 등을 도입 
l 낙후된 어촌 마을에 주거환경 개선 및 해양레저시설 등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시행 
l 땅끝 마을인 외양포에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마을재생, 포진지정비, 필드뮤지움,  

탐방로 등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



5) 도입 기능 및 시설
(1) 부산신항 경쟁력 강화

① One-Stop 공공물류센터 조성
l 시설개요

- 위치 : 신항 남컨 남측 일원
- 사업비 및 규모 : 1,976억 원, 210,000㎡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

l 주요내용
- 한ㆍ일 국제물류시장에서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반영과 새로운 개념

의 물류서비스 도입으로 국제복합운송의 효율화
- 항만터미널과 배후단지(창고시설 등)의 일체형 물류센터 운영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가공, 운송, 제조, 보관 등 부가가치 물류기능의 처리시스템 구축

자료 :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내부자료(2017)
<그림 Ⅴ-2> One-Stop 공공물류센터 위치도 및 평면도   

② 부산신항 해양공원 조성
l 시설개요

- 위  치 : 신항 남컨 남측 일원
- 사업비 : 3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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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부지면적 8만5천㎡, 연면적 6천㎡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l 주요내용
- 부산신항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공원 내 

항만교육관 및 오토캠핑장 조성

자료 : 경북일보(2017.03.30)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조감도(좌), 다음 블로그(blog.daum.net/86464144/13769254)(우)
<그림 Ⅴ-3> 해양공원조성(울진, 군산) 

③ 천성항 조성
l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489-2 외 3필지
- 사업비 : 390억 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9년

l 주요내용
- 외해의 파랑을 막아 내항을 보호하는 방파제 670m와 호안시설 831m를 건설

하여 천성항 조성
- 높은 파랑에 대한 선박 및 시설 피해를 저감시키고, 천성항 어민들의 어선이 안정

적 계류 가능
- 향후 천성항 일원의 관광개발 사업을 도모하여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조성



자료 : 다음 블로그(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8kHG)(좌), 한국종합기술 홈페이지(www.kecc.co.kr)(우)
<그림 Ⅴ-4> 천성항 조성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억원) 비고
One-Stop 

공공물류센터 조성 2017~2023 규모 : 21만㎡
잡화부두 2선식, 물류센터2동 1,976

부산신항 해양공원 
조성 2018~2022 부지면적 8만5천㎡, 연면적 6천㎡

항만교육관, 오토캠핑장 등 320 BPA

천성항 조성 2013~2019 방파제 670m
호안시설 831m 390

<표 Ⅴ-3> 부산신항 경쟁력 강화

(2) 신항 배후도시 기능 강화
① 눌차지구 포트시티 조성
l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눌차만 일원
- 사업비 및 규모 : 13,000억 원, 184만㎡
- 사업기간 : 2018년 ~ 2027년

l 주요내용
- 신항 배후도시인 눌차만 일원에 항만배후시설, 관광, 숙박, 쇼핑, 해양레저 등

의 기능을 도입하여 포트시티 조성
- 가덕도의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초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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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좌), 그랜드 루카 얀 호텔 홈페이지(grand-lucayan.hotelsinfreeport.com)(우)
<그림 Ⅴ-5> 눌차지구 포트시티 조성 

② 주거지역확대 및 토지이용효율화
l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7년간)

l 주요내용
- 일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저층 주거지역의 경우 중층 주거지역으

로 전환

자료 : 네이버 지도(map.naver.com)
<그림 Ⅴ-6> 주거지역확대 및 토지이용효율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억원) 비고
눌차지구 포트시티 

조성 2018~2027
규모 : 184만㎡

항만배후시설, 관광, 숙박, 쇼핑, 
해양레져

13,000

주거지역확대 및 
토지이용효율화 2017~2023 용도지역변경 및 종상향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화

<표 Ⅴ-4> 신항 배후도시 기능 강화 

(3) 관광자원화 사업
① 천성진성 복원사업
l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1613, 1614, 1615

- 사업비 : 550억 원(토지보상비 87억 원 포함)

- 규모 : 성벽 L=840m

- 사업기간 : 2009년 ~ 2036년
l 주요내용

- 조선시대 부산과 진해로 침범하던 왜구를 막기 위해 쌓은 성인 천성진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성벽 840m 복원

자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그림 Ⅴ-7> 천성진성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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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항분교 폐교부지 활용
l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175

- 사업비 : 30억 원
- 규모 : 3,286㎡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l 주요내용
-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대항분교 부지에 전시(갤러리), 문화시설, 캠핑장, 체

험장 등의 기능을 도입하여 활성화
-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가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슬로우 관광의 

핵심적 공간으로 조성

자료 : 다음 블로그(m.blog.daum.net/sadtoad)(좌), 다음 블로그(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HPqY)(우)
<그림 Ⅴ-8> 대항분교 폐교부지

③ 가덕도 역사체험 투어
l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 사업비 및 규모 : 30억 원, 15㎞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l 주요내용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가덕도에 역사 투어길을 조성하고 이정표를 정비하여 가

덕도 역사체험 투어 실시
- 가덕도 내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적 자원을 투어길로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광 코스 개발 
- 자연적 요소를 그대로 반영한 투어길로 조성하고, 지점별로 이용객 편의를 위

한 편의시설 설치

자료 : 상지건축 홈페이지(new.sangji21c.co.kr)(좌),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PostList.nhn?blogId=toyou10123&categoryNo=48)(우)
<그림 Ⅴ-9> 가덕도 역사체험 투어

④ 가덕도 등대, 동백 군락지 관광자원화
l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산 13-2 일원
- 사업비 및 규모 : 10억 원, L=2㎞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l 주요내용
- 가덕도 등대, 동백군락지 등에 더욱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오도록 진입로를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도모
- 군사보호구역으로 입장이 어려운 가덕도 등대 개방을 위해 민ㆍ관ㆍ군의 협

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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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그림 Ⅴ-10> 가덕도 등대, 동백군락지 

⑤ 일주도로 건설
l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일원
- 사업비 : 200억 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l 주요내용
-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로 사업 추진
- 가덕도의 우수한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건설하여 새로

운 관광자원으로 활용

자료 : 다음 블로그(m.blog.daum.net/soon21004)(좌)
<그림 Ⅴ-11> 일주도로 건설 예시



⑥ 주민주도형 자연 휴양림 조성
l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심박봉 일대 산지
- 면적 : 약 135만㎡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l 주요내용
- 신항 개발 등으로 어업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지역 주민의 소득감소 발생

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방안 필요
- 1987년부터 2027년까지 분수림 계약으로 민간기업의 영리가 발생하고 있는 

국유림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
-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자연 휴양림으로 조성하여 가덕도의 새로운 관광자원

으로써 활용
- 국유림을 최대한 보존하는 형태로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고 국유림 인근 마을

에 이용객 편의시설 정비
- 남부지방산림청과 분수림 계약 민간사업자, 부산시 등의 협의를 통해서 계약

기간 축소 검토(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 필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억원) 비고

천성진성 복원사업 2009~2036 성벽 L=840m 550(87) (토지보상비)
대항분교 

폐교부지 활용 2018~2022 전시(갤러리)ㆍ문화시설
캠핑장, 체험장 30 교육청 협의

가덕도 역사체험 투어 2017~2020 역사 투어길 조성 15㎞
이정표 정비 30 유적지 등 16개소 

연결
가덕도 등대, 동백군락지 

관광자원화 2018~2020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 완화
진입로 정비 L=2㎞ 10 국방부 협의

일주도로 건설 2018~2022 일주도로 건설 200
주민주도형 

자연 휴양림 조성 2020~2022 자연 휴양림 조성 - 남부지방산림청 및 
분수림 업체 협의

<표 Ⅴ-5> 관광자원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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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재생 사업
① 어촌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l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 재생사업 마을 3개소 
- 사업비 : 약 60억 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l 주요내용
- 어촌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3개의 마을에 요트계류, 체험시설 등을 

조성 
- 어항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시설과 환경개선을 통해서 낙후된 어항 개발 및 

해양레저 스포츠 보급 

자료 : 김사익 사진작가 홈페이지(saik.kr)(우)
<그림 Ⅴ-12> 어촌형 도시재생(청사포)

② 부산땅끝마을(외양포) 역사문화 공간 조성
l 시설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외양포 마을 일원
- 사업비 및 규모 : 약 30억 원, 7.2㎞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7년간)



l 주요내용
- 역사적 가치가 있는 외양포 마을 일원에 마을재생사업으로 포진지 정비, 필드

뮤지움 조성, 탐방로 조성 등 역사문화 공간 조성
- 단순한 관광자원 개발이 아닌 역사문화공간과 지역 주민생활공간을 연계하여 

통합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자료 : 다음 블로그(m.blog.daum.net/pnuks)
<그림 Ⅴ-13> 외양포 역사문화 공간 조성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억원) 비고
어촌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2018~2022 재생사업 3개소
(15개 마을 중 3개소) 60 요트계류ㆍ

체험시설 포함
부산땅끝마을

(외양포)역사문화
공간 조성

2017~2023
마을재생(근대건축물 활용)

포진지정비, 필드뮤지움 조성
탐방로 조성 7.2㎞

30 국방부 협의

<표 Ⅴ-6> 도시재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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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4> 가덕도 종합개발 



6) 사업추진계획
l 가덕도는 부산광역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강서구 내에서 낙

후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시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
l 가덕신공항 추진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면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

나 무산되어 가덕도 개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l 눌차지구는 공항복합도시에 편입되면서 개발 추진 동력을 얻고 있으나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 확보가 시급
l 가덕도 일원을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서 부분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향후 민간사업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다양한 사업추진 도모
l 향후 변화된 경제 동향과 새로운 미래상을 바탕으로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안 재

검토 필요

7) 기대효과
l 사업지연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한 개발방향 수립으

로 세계적 체류형 해양 관광지로 성장
l 거가대교, 신항만과 연계한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배후도시로의 기능 강화 및 

체류형 관광지 변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l 해양레저와 역사ㆍ문화 공간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

객 모두 만족하는 공간 조성



Ⅰ
계획의 개요

Ⅱ
강서구의 특성과 

성격

Ⅲ
기본구상

Ⅳ
부문별 계획

Ⅴ
핵심프로젝트

Ⅵ
집행계획

2. 둔치도 개발방향
1) 계획의 개요

l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3 둔치도 일원
l 면적 : 2.05㎢(GB 1.96㎢, 취락지 0.09㎢)

l 총사업비 : 약 7,052억 원
l 개발 성격 : 정주시설 구역, 농경문화 테마파크, 퓨처드림월드(4차산업 테마파크)

<그림 Ⅴ-15> 둔치도 위치도 

2) 개발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l 강서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로 인해 

다양한 휴양 및 문화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l 한류문화가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한국의 전통적 문화와 양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

l 부산광역시의 경우 외국인에게 제공할 전통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
생활과 연계한 농경문화를 특성화한 한류문화 제공 필요

l 한민족 문화의 뿌리인 농경문화의 아름다운 멋과 먹거리 등을 활용하여 국내ㆍ
외를 대상으로 하는 한류 문화 관광자원화 개발 필요

l 강서구 내 관광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둔치도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 증대

l 국내ㆍ외적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특색 없는 
일률적인 관광 콘텐츠의 테마파크는 경쟁력 상실

l 세계적 문화ㆍ관광ㆍ축제도시 부산 완성과 서부산글로벌시티 일원의 미래 성장
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l 농경문화 테마파크를 신한류의 메카로 조성하여 지역성장 동력 창출 및 전통문
화의 전승, 발전 도모 필요

l 농경문화 테마파크와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테마파크 조성 필요 

3) 현황분석
(1) 교통현황
l 둔치도의 북측진입로(폭 8m)와 남측진입로(폭 20m)에서 접근가능하며 둔치도 

외곽으로는 제방길 위치
l 둔치도 북측 진입로는 지방도 69호선에서 둔치도 북측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둔

치교를 통해서 진입
- 진입도로는 폭 5m ~ 11m, 비포장도로이며 둔치교는 길이 60m, 폭 5m로 매

우 협소하여 차량 두 대가 원활히 통행하기 어려운 실정
l 둔치도 남측 진입로는 지방도 58호선에서 둔치도로 접근하는 것으로 둔치2호교

를 통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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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치2호교는 길이 330m, 폭 20m, 왕복 4차선으로 둔치교에 비해 접근이 양호
l 둔치도 외곽으로 제방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북측 마을 주민(177세대)을 위한 내

부 도로와 경작을 위한 농로가 조성되어 위치

(2) 토지 소유자 현황
l 취락지역을 제외한 면적은 1,960,417㎡이며, 이중 사유지는 1,629,322㎡로 전체 

면적의 83.1%를 차지
l 국유지는 302,648㎡로 전체 면적의 15.4%를 차지하며, 공유지는 28,447㎡로 전

체 면적의 1.5%를 차지
l 사유지의 비중이 높아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

구분 합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비고
면적(㎡) 1,960,417 1,629,322 302,648 28,447
비율(%) 100.0 83.1 15.4 1.5

<표 Ⅴ-7> 토지 소유자 현황

(3) 토지이용 현황
l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답이 1,585,722㎡로 전체 면적의 80.9%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게 형성
l 구거는 181,145㎡로 전체 면적의 9.2%를 차지하며, 전은 43,036㎡로 전체 면적

의 2.2%를 차지

구분 합계 답 구거 전 기타
면적(㎡) 1,960,417 1,585,722 181,145 43,036 150,514
비율(%) 100.0 80.9 9.2 2.2 7.7

<표 Ⅴ-8> 토지이용 현황



자료 : 둔치도 활용방안(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등)) 수립용역(2017) 
<그림 Ⅴ-16> 토지소유자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장물 현황
l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등의 지장물이 둔치도 외곽 도로변을 따라 위치

자료 : 둔치도 활용방안(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등)) 수립용역(2017) 
<그림 Ⅴ-17> 지장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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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분석
(1) 농경문화 테마파크 사례

① 창원 농업테마파크
l 시설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218

- 부지면적 : 3,400㎡
- 건립비용 : 1억 5000만원(국ㆍ시비)

- 주요시설 : 농업문화홍보관, 아열대식물원, 가정원예전시실, 아열대과수 온실 등
l 주요내용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도ㆍ농 상생형 농업테마파크 조성

- 농부정원, 약초ㆍ덩굴식물원(소원터널), 토종작물 전시포, 유실수원 등 조성
- 꽃물결정원, 원두막 휴게쉼터 등 도시민을 위한 전원체험공간과 테마화된 휴

식 공간 조성
- 기존의 농업문화 홍보관, 열대과서 시범포 등과 연계하여 농경문화 교육과 체

험의 장으로 조성
- 해양공원, 벚꽃공원, 김달진문학관 등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부산ㆍ김해 

등 관광객 유입의 시너지 효과 발생

자료 :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그림 Ⅴ-18> 창원 농업테마파크 조감도 및 농부정원 



② 의령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l 시설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무전ㆍ정암리 일원
- 부지면적 : 98,660㎡
- 조정비용 : 약 286억 원
- 주요시설 : 생활민속관, 농기구전시관, 소싸움 관련 전시장 등

l 주요내용
- 농경문화 홍보관 : 우리나라 전통의 각종 농기구와 생활용품 등 650여 점이 

전시
- 소싸움 홍보영상관 : 소싸움의 유래와 기술에 대한 정보 파악
- 야외 : 물레방아, 윷놀이, 장기판 등이 구비된 체험장 조성
- 민속 소싸움 경기장 : 18의병장의 활약상과 숲속 무대로 꾸며진 ‘의병도시 

숲’, 수시로 소싸움 대회 개최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 의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ㆍ판매
- 아열대 식물인 구아바 체험장, 곤충 생태 학습관 건립
- 곤충생태전시관, 아열대 온실 조성

자료 :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좌), 방방콕콕 홈페이지(bbkk.kr)(우)
<그림 Ⅴ-19> 의령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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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산업 테마파크 사례
① 영국 알 턴 타워스 
l 시설개요

- 위치 : Farley Ln, Alton, Stoke-on-Trent ST10 4DB 영국
- 개장 : 1980년 4월 4일 
- 부지면적 : 3.7㎢
- 주요시설 : 테마파크, 워터파크, 골프장, 스파 등

l 주요내용
- 2016년 5월 테마파크 리조트 회사인 ‘Alton Towers Resort’는 가상현실 기술

을 롤러코스터에 접목하여 새로운 개념의 롤러코스터 ‘Galactica’를 출시
- 머리에 가상현실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도록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실제 롤러코

스터를 운행하는 방식을 적용
- ‘Galactica’는 프리미엄 롤러코스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2014년부터 ‘Merlin 

Magic Making’과 ‘FIGMENT PRODUCTIONS’이 공동으로 개발 시작
- ‘Merlin Magic Making’은 자본을 제공하였고, ‘FIGMENT PRODUCTIONS’

가 가상현실 기술을 담당

자료 : 알 턴 타워스 리조트 홈페이지(www2.altontowers.com)
<그림 Ⅴ-20> 영국 알 턴 타워스 ‘Galactica’



② 영국 ‘Thorpe Park’
l 시설개요

- 위치 : Staines Rd, Chertsey KT16 8PN 영국
- 개장 : 1979년 5월 24일
- 부지면적 : 2.0㎢
- 주요시설 : 테마파크, 리조트, 상점 등

l 주요내용
- 테마파크 ‘Thorpe Park’는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놀이기구 ‘Ghost train’을 

출시
- ‘Ghost train’ 프로젝트는 영국의 인기 있는 마술사 ‘Derren Brown’이 참여

하고 ‘Thorpe Park’가 주관하여 ‘Ghost train re-invented for the 21st 

Century’라는 콘셉트로 진행
- 이 놀이기구는 HTC의 새로운 진동 VR 헤드셋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체감 정

도를 높이는 극대화된 가상 체험을 제공
- 가상현실 기술은 FIGMENT PRODUCTIONS이 담당

자료 : thorpepark 홈페이지(www.thorpepark.com)
<그림 Ⅴ-21> 영국 Thorpe Park ‘Ghost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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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일 유로파파크
l 시설개요

- 위치 : Europa-Park-Straße 2, 77977 Rust, 독일
- 개장 : 1975년 7월 12일
- 부지면적 : 0.95㎢
- 주요시설 : 테마파크, 리조트, 상점 등

l 주요내용
- 독일 유로파파크는 세계에서 최초로 VR을 롤러코스터에 적용시켜 VR 테마파

크의 흥행을 주도 
-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놀이공원 ‘유로파파크’에서 롤러코스터를 기어VR을 

착용한 채로 탈 수 있는 ‘알펜익스프레스 VR 라이드’ 출시
-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한 채로 롤러코스터 탑승 후 가상현실을 체험
- 주인공 Ed Euromaus와 그의 친구들이 나와서 가상현실 세계로 탑승자들을 

인도
- 미래의 세계를 롤러코스터 출발과 동시에 같이 느끼게 되며 원심력을 무시한, 

왜곡된 장면들을 실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회전을 경험

자료 :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blogId=khegel)(좌), heise online(2015.09.18)(우)
<그림 Ⅴ-22> 독일 유로파파크 ‘알펜익스프레스 VR 라이드’ 



④ 몬스터 VR
l 시설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6-5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D동 6층
- 개장 : 2017년 8월 4일
- 부지면적 : 1,322㎡
- 운영시간 : 10:30am ~ 10:00pm(연중무휴)

- 이용요금 : 평일 24,000원, 주말 32,000원(성인, 자유이용권 기준)

- 주요시설 : 몬스터 큐브 존, VR 정글 어드벤쳐존, VR 시네마존, 익사이팅존 등
l 주요내용

- 국내 최초 초대형 규모(40종 이상의 VR 콘텐츠)의 도심속 VR 테마파크를 목
적으로 조성

- VR 서비스 플랫폼인 ‘몬스터 VR’을 통해 큐브에서 지속적인 콘텐츠를 공급
받아 지속적으로 다양한 VR 체험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몬스터 큐브 존은 150인치의 스크린과 고성능 사운드의 게임, 영상, 애니메이
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 호텔, 리조트, PC방, 일반 상가에서도 VR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자료 : 몬스터 VR 홈페이지(www.monstervr.co.kr)
<그림 Ⅴ-23> 인천 송도 몬스터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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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플레이박스 VR 테마파크
l 시설개요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수길 69 수목원 테마파크 2F, 3F

- 개장 : 2017년 11월 24일
- 부지면적 : 1,322㎡
- 운영시간 : 09:00am ~ 09:00pm(연중무휴)

- 이용요금 : VR 1회권 7,000원, VR서바이벌(모탈블리츠) 1회권 20,000원(성인기준)

- 주요시설 : VR 어트랙션 시뮬레이터 존, 로봇 코딩 체험존, VR 무비 존, 

워킹 어트랙션 존
l 주요내용

- 국내 최초 지역상생 VR 콘텐츠 체험존 ‘플레이박스’ 조성
- 주관기관인 카카오는 보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며, 참여

기관인 수목원테마파크는 체험존 장소 제공
- 다양한 VR콘텐츠 수급과 시뮬레이터(하드웨어)등 지속 관리
- 제주 지역 내 VR 교육 진행 등 지역 인재 육성 및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VR콘텐츠를 테스트하는 거점 기능 수행

자료 : 비짓제주 홈페이지(www.visitjeju.net)
<그림 Ⅴ-24> 제주 플레이박스 VR 테마파크



(3) 시사점 도출
l 도ㆍ농 상생형 테마파크 조성으로 어른들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어린이들에게는 농경문화 교육과 체험의 장을 제공
l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으로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이 유입되는 시너

지 효과 창출
l 단순한 농경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 아닌 한류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 필요
l 가상현실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와 원천 콘텐츠를 보유 또는 제작하는 회사 그리

고 관련하여 3D 스캐닝과 같은 기술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협력 프로젝트 형태
l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가족, 연인,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VR 콘텐츠를 도입
l 현재 국내ㆍ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4차산업 테마파크는 일부 놀이기구에 적용되

어 규모가 매우 한정적
l VR, AI, 사물인터넷 등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4차산업 테마파크 조성 필요
l 본 대상지에 4차산업 테마파크를 조성할 경우 주변의 4차산업(실용화단지, 의료

용기기 등)과 연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 가능 

5) 기본구상
(1) 개발 방향 및 추진전략
l 농경문화1)를 부산광역시의 연관 산업과 결합, 21세기 새로운 경제활동 모델

로 6차산업화(체험ㆍ교육ㆍ판매 등)하여 강서구 체험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융ㆍ복합 거점단지로 조성

l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둔치도 강서평야에서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1) 고구마ㆍ감자ㆍ옥수수 등 곡물류 재배를 경제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문화로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유ㆍ무형 삶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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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역특성과 결합한 융ㆍ복합형 6차산업화 단지 조성
- 농업생산 : 기존 생산기능에 스마트팜 등 미래형 생산시스템 도입(우리나라 

시설농업 발상지로서의 위상 재정립)

- 가공판매 : 가공 기능에 체험공방 기능 결합, 생산에서 판매 전과정에 IT기술 
결합

- 6차산업 : 교육, 휴양, 치유 등 복합 산업화 기반 구축
l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성 강화

자료 :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및 수익성분석(2017)
<그림 Ⅴ-25> Smart Theme Park 

l ICT 융ㆍ복합 기술 기반의 Smart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운영을 결합시킨 
“Smart Theme Park” 모델 도입
- 생산판매 : 4계절 수익형 스마트팜 생산시설 운영(생산, 가공, 판매)

- 체험관광 : 농경문화 테마의 체험, 교육 및 관광서비스 제공
- 연계운영 : 부산 농업유통 시스템과의 연계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결합한 운영

l 단지조성에 있어 Smart City, Smart Grid, Zero Energy(신재생) 기술 접목
l 운영에 있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산업화



l 단지운영 및 작물 재배, 홍보 등을 위한 Smart Management Platform 구상
l 4가지 관리운영 S/W 솔루션 및 스마트 팜 등의 H/W 개발로 핵심 역량 확보

Smart Management Platform
농경문화 테마파크 관리운영시스템 작물의 생육에 맞도록 재배환경 조절

마케팅 및 이용지원 시스템 빅데이터에 기반한 홍보마케팅 및 이용행태 모니터링 
농작물 생산관리 시스템 작물재배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농가에 제공
모바일 응용 S/W 시스템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이용정보 제공 및 소통

<표 Ⅴ-9> Smart Management Platform

자료 :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및 수익성분석(2017)
<그림 Ⅴ-26> Smart Management Platform 

l AI, V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을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이 4차산업의 트렌드로 떠오르며 4차산업 테마

파크 시장이 급부상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오프라인 공간의 4차산업 테마파크 조성은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가능하며, 주변 산업적 기반과 연계 가능
- 기존의 대형 놀이공원 및 테마파크와 비교하여 일부 기존의 테마파크의 기능

을 포함한 형태의 새로운 미래형 테마파크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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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배치 구상
l 공간배치 구상

- 토지현황, 접근체계 등을 기준으로 3개의 공간으로 구분
- 농업기술, 농경문화, 휴양 등의 컨셉 배분
- 초기투자비를 고려한 공간별 단계적 접근
- 4차산업 테마파크와의 연계축 형성

<그림 Ⅴ-27> 둔치도 공간배치 구상 



6) 도입 기능 및 시설
(1) 도입 프로그램
l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부산광역시의 농경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부산체험, 

전시/공연, 가공/판매, 재현/대여, 체험/교육 등 5가지 카테고리 설정
l 전통과 스마트 기술을 결합하고, MICE 도시 부산광역시에 걸맞은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l 우리문화를 즐기고 전통 건강식을 먹으며 미래농경문화를 꿈꾸는 농경문화 테마

파크

세부 프로그램

부산체험 기능(자랑거리)
부산농업역사체험 / 우장춘박사와 근대농업/ 가락문화 체험 / 

동래학춤ㆍ동래야류 / 부산의 음식 / 낙동강의 생태자연 / 부산의 하루 / 
영화와 미디어, 모바일과 웹툰으로 만나는 부산

전시ㆍ공연 기능(볼거리ㆍ즐길거리) 무형문화제공연 / 세시풍속공연 / 민속놀이공연 / 농악ㆍ농요공연 / 
세계의 농기구 / 민속자료전시 / 한복과 악세사리 전시 / 스마트 농업 등

가공ㆍ판매 기능(먹을거리ㆍ살거리) 전통음식(한식) / 건강농작물과 건강식 / 약용식물과 한약 / 전통장류와 
김치 / 우리 술 / 우리 차 / 구황음식과 새참 / 수공예품 등 가공판매

재현ㆍ대여 기능(볼거리ㆍ놀거리)
9대 명절문화 재현 / 24절기 문화재현 / 전통농가모습 재현 / 전통농법 

재현 / 궁중온실 및 전통원예 재현 / 전통 혼ㆍ장례 / 5일 장터 / 
전통혼례장 대여 / 한복대여

체험ㆍ교육기능(배울거리ㆍ일거리)
농작물 재배 및 수확체험 / 강문화(나룻배 등) 체험 / 가축사육 체험 / 

음식, 식품 제조체험 / 가마타기, 지게지기 / 한식, 식생활 교육 / 
생태농업체험 / 세계의 물레방아

<표 Ⅴ-10> 세부 프로그램

(2) 도입시설
① Ag – Tech지구
l 시설개요

- 사업규모 : 216,520㎡(농경문화테마파크 면적의 42.8%) 

- 주요기능 : 농업생산 및 체험기능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사업추진 : 공공(국비) + 민간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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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요내용
-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첨단 생산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토대로 한 도시농업 체험 단지화
- 시설농업역사관(스마트 팜), 체험공방, 도시농업 체험장, 전통농업 체험장, 경

관농업/과수 체험장, 농기계창고 등 
- 국비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 및 지역농가와의 협약을 통한 상생 프로그램 운영

구분 시설명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바닥면적 연면적
Ag-Tech 지구 216,520 23,110 23,710
도로 및 광장 소계 16,432

차량도로 9,024
보행자전용도로 7,408

편익시설 소계 2,815 1,200 1,200
수변카페 1층2동 1,169 800 800
프리마켓 1층1동 645 400 400 판매장

로컬상품관 2층1동 1,001 350 700
유희시설 소계 456 0 0

선착장 456
교양시설 소계 29,927 12,400 12,400

체험공방 1층4동 27,545 12,000 12,000 주차장 포함
풍년마당 1층2동 2,382 400 400 휴게음식점

도시농업시설 소계 151,657 8,910 8,910
스마트팜 1층9동 16,482 8,910 8,910

도시농업체험장 79,846
전통농업체험장 8,363
경관농업체험장 36,158
과수농업체험장 10,808

관리운영시설 소계 3,812 600 1,200
관리사무소 2층1동 3,812 600 1,200 주차장 포함

녹지 소계 11,421 0 0
녹지 11,421

<표 Ⅴ-11> Ag-Tech지구 시설배치계획표



<그림 Ⅴ-28> Ag-Tech지구 

② Ag – Park지구
l 시설개요

- 사업규모 : 87,660㎡(농경문화테마파크 면적의 17.3%) 

- 주요기능 : 가족휴양 및 캠핑기능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2년간)  

- 사업추진 : 공공

l 주요내용
- 어린이 및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동물(가축) 체험, 숲속 놀이, 농원캠핑 등 

휴양공원화
- 팜 키즈파크(체험 놀이숲), 숲 놀이터, 잔디광장, 농원캠핑장, 전망카페, 선착

장, 주차장 등
- 어린이 농부학교 및 회원제 운영, 농부체험 패키지 운영, 시민참여의 숲(기념

식수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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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명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바닥면적 연면적
Ag-Park 지구 87,660 1,780 1,780
도로 및 광장 소계 7,535 0 0

차량도로 3,621
산책로 3,503

진입관장 411
편익시설 소계 4,473 1,300 1,300

주차장 2개소 2,233
수변카페 1층 10동 1,231 900 900

매점 1층 2동 1,009 400 400
유희시설 소계 447 0 0

선착장 447
교양시설 소계 11,650 180 180

팜 키즈파크 1층 3동 11,650 180 180
휴양시설 소계 29,872 300 300

농원캠핑장 1층 5동 23,125 300 300
잔디광장 6,747

녹지 소계 33,683 0 0
녹지 33,683

<표 Ⅴ-12> Ag-Park지구 시설배치계획표

<그림 Ⅴ-29> Ag-Park지구 



③ Ag – Culture지구
l 시설개요

- 사업규모 : 202,020㎡(농경문화테마파크 면적의 39.9%) 

- 주요기능 : 농경문화 체험 및 복합 서비스 기능
- 사업기간 및 추진 : 2023년 ~ 2026년(4년간), 민간 + 공공

l 주요내용
- 단지 중앙의 복합문화 및 판매, 숙박 등 거점지구로서 다양한 관람 및 체험활

동의 장으로 조성
- 개항거리, 농경문화마을, 농경문화체험관, 어그힐링센터, 이벤트관, 숙박시설, 

로컬푸드센터, 야외공연장 등
- 수익성 확보를 통한 민자 유치 활성화, 도시농업박람회 등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구분 시설명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바닥면적 연면적
Ag-Culture 지구 202,020 20,420 33,260

도로 및 광장 소계 25,653 0 0
차량도로 23,934
산책로 1,719

편익시설 소계 68,849 12,140 20,980
주차장 3개소 13,252

로컬푸드센터 1층 1동 9,765 4,000 4,000
개항거리 1층 15동 32,212 3,800 3,800

부산어묵체험관 2층 1동 2,808 1,340 2,680
유스호스텔 4층 1동 10,812 3,000 10,500

교양시설 소계 54,112 7,380 11,080
농경문화체험관 2층 1동 7,408 2,500 4,500
어그힐링센터 2층 1동 6,679 2,100 3,800
야외공연장 11,854 280 280
이벤트관 1층 3동 9,019 2,500 2,500

전통놀이마당 19,152
휴양시설 소계 24,463 900 1,200

호수공원 1층 8동 13,757 400 400 휴게음식점
테마가든 2층 1동 9,488 500 800 카페

트레킹코스 1,218
녹지 소계 28,943 0 0

녹지 28,943

<표 Ⅴ-13> Ag-Culture지구 시설배치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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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0> Ag-Culture지구

<그림 Ⅴ-31> 농경문화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④ 4차산업 테마파크 조성
l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3 둔치도 일원
l 사업기간 : 2018년 ~ 2030년(13년간)

l 도입시설 : 일반 놀이시설, VR 테마파크, 가상현실 복합문화공간 등 
l AI, VR, 사물인터넷(IoT) 등의 4차산업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하여 새로운 체험 공간 조성

자료 : 머니투데이(http://news.mt.co.kr, 2016.11.14)(좌), 경향비즈(http://biz.khan.co.kr, 2017.9.19)(우)
<그림 Ⅴ-32> 기존 놀이시설을 활용한 테마시설

자료 : 조선일보(http://m.it.chosun.com, 2017.5.26)VRN(http://n195.ndsoftnews.com, 2015.5.8)
<그림 Ⅴ-33> 새로운 가상 테마시설

l 4차산업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을 체험하고 테스트하는 복합된 공간 
기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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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새로운 콘텐츠인 가상현실이나 다양한 첨단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새로운 관광자원 확보)

l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 창출 및 기업의 다양한 4차산업 기
술을 테스트 하는 공간으로 활용

l 일부 기존의 테마파크가 가지고 있는 놀이시설(대관람차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휴양ㆍ놀이 수요에 대응

자료 : 요코하마 대관람차(http://peia.egloos.com/923347)(좌), 오사카 놀러코스터(http://getabout.hanatour.com/archives/137812)
<그림 Ⅴ-34> 기존 놀이시설 예시

7) 사업추진계획
l 대상지는 개발 제약조건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공공 또는 민간의 단독개발 

시행은 개발면적, 규모면에서 막대한 개발비용과 사업기간의 소요가 예상되어 
어려움이 발생

l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제3섹터
의 사업방식이나 민간 추진 시 공공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

l 공공의 경우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
고 민간은 자금, 기술력 및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업에 착수

l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경문화테마파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주변지역의 개발 진행에 맞추어 하단부의 민자 개발을 추진



8) 기대효과
l 강서구 내 부족한 관광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

역의 랜드마크로 활용 가능
l 새로운 컨셉의 테마파크로 국내 유일의 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신공항

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 수요를 확보
l 신한류의 메카로 조성하여 지역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향상
l 한국의 전통적 삶의 양식에 대한 체험과 교육적 장소로써 활용하고 나아가 새

로운 한류문화를 보급하는 전초기지로 활용
l 4차산업형 테마파크는 새로운 놀이문화를 창출하면서 국내 유일의 창조적 문화

ㆍ놀이 공간으로 도약
l 4차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이용자가 체험을 통해 다양한 의견

을 연구ㆍ개발자에게 피드백하여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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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항복합도시
1) 계획의 개요

l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김해국제공항 반경 20㎞ 이내
l 면적 : 12.82㎢(신공항 제외)

l 개발 성격 : 동북아 지역의 허브공항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김해국제
공항의 시설확장과 더불어 다양한 공항관련 서비스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하여 
공항주변에 공항복합도시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

2) 개발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l 과거 항만, 철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던 시대를 거쳐 글로벌 시

대인 21세기는 공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는 공항시대로 변모
l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공항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허브공항기능을 선점하기 위하여 

공항물류, 교통기능뿐만 아니라 공항의 장점을 부각시킨 공항주변 활용 관심 증대
l 비항공수익 모델로 공항시설 확충과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와 더불

어 다양한 매력을 가진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과 국가 및 지역경제 파
급효과 유발

l 현재 공항수요를 기반으로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유
치를 위한 공항 간의 경쟁이 심화

l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여 선제적인 공항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 대두

l 대다수 공항들은 공항지역이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중요한 지점임을 인
식하고 있어, 공항주변에 물류, 관광, 컨벤션, 상업 및 첨단산업기능을 갖춘 공
항복합도시(Airport City) 개발을 추진 중

l 부산광역시 신공항 건설의 전략마련, 글로벌 항공정책 변화 분석, 서부산권 일
원 추진사업 조정 등 신공항 추진에 따른 서부산권 발전전략 필요

l 신공항 기능, 광역접근성, Air-City 개발, 기 추진사업 조정 등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서부산권의 종합적 도시발전 전략 모색 필요



3) 공항복합도시의 개념 및 사례
(1) 공항복합도시의 개념
l 공항과 주변지역을 국가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및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최적입지 지역으로 인식
- 공항주변에 물류, 관광, 컨벤션, 상업시설을 갖춘 공항복합도시 개념 사용

l 도시 및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보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에 공항고객의 요구
에 맞춘 시설 입지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기능을 가진 복합도시로 성장, 개발
- 비즈니스, 호텔, 엔터테인먼트, R&D, 전시 컨벤션 기능 집적
- 교통수단 변화와 함께 성장ㆍ변화하는 도시거점으로 육성하여 미래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기능을 수용
l 공항복합도시 기능과 규모, 영향범위 등을 기준으로 크게 Airport City, 

Aerotropolis, Airport Corridor 등으로 구분

구분 Airport City Aerotropolis Airport Corridor
정의 공항과 부동산의 종합적인 

개발
공항근처의 분리된 부동산 

개발
부동산과 도로/철도 

기반시설이 종합적인 개발
위치 공항의 중심부 공항주변

(반경 2km 이내) 공항과 도시 사이
개발주체 공항공사 개인개발업자 기반시설 개발업자

규모 지역권 지역권 도시권

<표 Ⅴ-14> 공항복합도시의 종류

l 공항클러스터 : 양호한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 시간적으로 신속성ㆍ민첩성
이 중요한 산업, 국가 간, 지역 간에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이동이 많은 산업
이 공항주변에 집적한 곳

l 공항도시(Airport City) : 공항터미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여객관련 수요와 
물류 처리를 위해 대도시 중심상업지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내부순환도로
망으로 공항과 연결

l 공항기반도시(Aerotropolis) : 공항 반경 20km 이내에 항공 및 첨단 고부가가치 산
업의 클러스터와 주거배후 단지를 개발한 곳으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 공항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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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항회랑(Airport Corridor) : 공항과 공항기반도시 사이 지역으로 도시와 공항을 

연결시키고 복수의 타운을 아우르는 테마화된 도시로 고속도로와 철도로 연결

자료 : 신공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구상(2017)
<그림 Ⅴ-35> 공항복합도시 개념도

(2) 공항복합도시 사례
① 인천국제공항 복합도시
l 공항 개요

- 개항 : 2001년(1992년 인천공항공사)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 부지면적 : 56.19㎢ 
- 터미널규모 : 여객터미널 연면적 0.67㎢
- 관제탑 높이 : 100.4m

- 활주로 길이 : 3,750m x 60m : 2본, 4,000 x 60m : 1본
- 여객수 : 4,928만명/연
- 화물처리 : 450만톤/연



자료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
<그림 Ⅴ-36> 인천국제공항 

l 공항복합도시 개발 개요
- 인천국제공항 허브전략 및 동북아 지역 관광시장 성장에의 대응
- 앵커지역인 IBC일원에 국제적 업무시설 계획을 통한 관광, 레저, 숙박기능 인

프라 구축
- 을왕지역(메디컬 타운), 오성산지역(국제청소년 문화체험빌리지), 남측유수지

(경정 등 해양레포츠)

구분 면적(㎢) 주요 도입기능 주요시설

IBC-Ⅱ 7.13 관광ㆍ레저기능
상업ㆍ업무기능

엔터테이먼트 호텔, 골프장, 테마파크, 국제업무센터, 워터월드, 
익스트림 스포츠센터, 비즈니스 호텔, 복합쇼핑몰, 프리미엄 

아울렛 등
IBC-Ⅰ(2단계) 0.67 상업ㆍ업무기능 테마형 쇼핑센터, 컨벤션 센터, 패션아카데미, 명품아울렛, 

비즈니스 호텔, 업무시설, Air-City Park 
남측유수지 0.15 휴양ㆍ문화기능 수상스포츠 시설, 경정훈련원 등
오성산 지역 2.28 휴양ㆍ문화기능 국제 청소년문화체험 빌리지, 생태공원, 세계식물원 등
을왕 지역 2.49 숙박기능 메디컬센터, 메디컬R&D센터, 메디컬EXPO, 직원연수시설 등

왕산 지역 1.74 휴양ㆍ문화기능 크루즈지원시설, 마리나 시설, 씨마켓, 수변산책로, 전망대, 
경매장 등

합계 14.46

<표 Ⅴ-15> 인천국제공항 복합도시 주요 도입기능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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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 복합도시
l 공항 개요

- 개항 : 1967년(1916 군용비행장)

- 위치 : 네덜란드 하를레메르메이르
- 부지면적 : 27.87㎢ 
- 계류장 면적 : 119만 4900㎡
- 터미널 규모 : 여객터미널 1동, 화물터미널 6동, 활주로 6개
- 연간발착회수 : 48만회/연
- 여객수 : 6,363만명/연
- 화물처리 : 170만톤/연

자료 : 위키백과(ko.wikipedia.org)(좌), 나무위키(namu.wiki)(우)
<그림 Ⅴ-37>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  

                  
l 공항복합도시 개발 개요

- 비즈니스 복합시설, 호텔, 회의, 엔터테인먼트, 물류, 쇼핑, 기타 상업 활동 기
반이 갖춰진 공항 도시를 계획

- 공항주변지역에 업무ㆍ상업ㆍ전시ㆍ산업 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개발하여 
공항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유럽의 교통 중심 기지를 구축

- 스키폴 업무도시에 공항 관련 산업 및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입지한 유럽의 
비즈니스 허브 구축



- 공항 내 물류단지인 ‘카고월드 스키폴(Cargo World Schiphol)’은 화물, 세관, 

보관 및 유통 등 항공화물과 관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는 스키폴 기차역에서 암스테르담 중앙역까지 이동시간

은 단 15분에 불과
- 화물 역시 도로와 철도를 통해 대략 2~3일, 늦어도 6일 이내에는 유럽 최장

거리까지 이동  

구분 세부내용
개발 위치 - 암스테르담시 서남측 17km지점 스키폴 국제공항터미널 전면에 위치

개발 규모
- 약 151만㎡ 규모
- Business City Schipol: 10만㎡
- Schipol 국제공항지역: 141만㎡

기능 - Business City Schipol: 국제회의장, 호텔, 상가 통신센터
- Schipol 국제공항지역: 공항 관련 산업 및 다국적기업

개발 주체 - SADC(Schipol Airport Development Company)
- 암스테르담시, 할레머메어 지방정부

특징 -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공물류운송 허브 기능 보유
- 공항 인근지역은 5개 비즈니스 파크로 구성되어 다국적 기업 유치

자료 : 스키폴공항, http://www.schiphol.nl/(2015.11.20)

<표 Ⅴ-16>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 복합도시

③ 핀란드 헬싱키 반타 공항 복합도시
l 공항 개요

- 개항 : 1952년
- 위치 : 핀란드 헬싱키 
- 터미널 규모 : 국내선ㆍ국제선 터미널 250m 간격, 활주로 3개
- 활주로 길이 : 3,440m, 3,060m, 9,518m

- 평균해면고도 : 55m

- 여객수 : 1,487만명/연
- 공항운영 : 피나비아(국영기업)

- 공항주변 : 아비아폴리스(국제비즈니스단지), 회사, 핀란드항공박물관, 호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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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위키백과(ko.wikipedia.org)(좌),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홈페이지(www.finavia.fi)(우)
<그림 Ⅴ-38> 핀란드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l 공항복합도시 개발 개요
- 대규모 비즈니스 센터, 전자, 환경, 물류 첨단통신, 복지 서비스 분야를 특화

하여 관련 분야 연구개발 시설 도입
- 반타시 및 공항공사(Finavia), 항공사, 금융기관 등의 20여개 회사가 모여 

Aviapolis 개발팀(Aviapolis Development Team)을 구성하여 Aviapolis 개발
-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공항 기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형 복합 첨단

단지 건설
- 공항주변 14개 지구로 구분하여 복합단지 개발
- 반타 공항주변 Aviapolis에 대규모 비즈니스 센터 및 첨단 R&D 단지를 조성

구분 세부내용
개발 위치 - 헬싱키 도심에서 10km 떨어진 반타시에 위치
개발 규모 - 4,200만㎡

기능 - 대규모 비즈니스 센터, 전자, 환경, 물류 첨단통신, 복지 서비스 분야를 특화하여 관련 분야 
연구개발 시설 도입

개발 주체 - 반타시 및 공항공사(Finavia), 항공사, 금융기관 등의 20여개 회사가 모여 Aviapolis 
개발팀(Aviapolis Development Team)을 구성하여 Aviapolis 개발

특징 -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공항 기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형 복합 첨단단지 건설
- 공항주변 14개 지구로 구분하여 복합단지 개발

자료 : 핀란드 헬싱키공항, http://www.finavia.fi/en/helsinki-airport/(2015.11.27.), Wikipedia, 
      핀란드 헬싱키공항, en.wikipedia.org/wiki/Helsinki_Airport(2015.11.27)

<표 Ⅴ-17> 핀란드 반타 공항 복합도시



④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복합도시
l 공항 개요

- 개항 : 1998년
- 위치 : 홍콩 첵랍콕 섬
- 부지면적 : 12.48㎢
- 터미널 규모 : 여객 터미널 1동, 화물터미널 2동, 활주로 2개
- 여객수 및 화물처리 : 7,050만명/연, 452만톤/연

자료 : 위키백과(ko.wikipedia.org)(좌), 나무위키(namu.wiki)(우)
<그림 Ⅴ-39>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l 공항복합도시 개발 개요
- 공항 터미널 및 활주로 인근으로 70에이커 규모의 남부 상업지구, 28에이커의 

동부 상업지구, 110에이커의 북부 상업지구가 개발
- 남부 지구는 세계 최대의 항공화물 터미널 등이 위치한 물류 설비 밀집 지역

으로, DHL 등 대표적인 물류업체들이 입지
- 동부 지구에는 지역 기업들을 위한 복합상업지구가, 북부 지구에는 홍콩공항

을 대표하는 ‘스카이시티(SkyCity)’가 조성
- 주요시설은 각종 소매점 및 영화관이 위치한 ‘스카이플라자(SkyPlaza)’, 국제 

박람회장인 ‘아시아 월드 엑스포(Asia World Expo)’, 주강 삼각주(Pearl 

River Delta)를 연결하는 페리터미널, 호텔, 9홀 골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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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개발 위치 - 홍콩 도심에서 남서쪽 20km 지점에 위치
개발 규모 - 약 57만㎡

기능
- 공항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경제, 무역, 관광 등의 산업 진흥을 유도하고 항공수요 증

대를 통해 중국 관문으로서의 입지와 지역 허브로서의 입지를 구축함으로써 홍콩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역할

개발 주체 - 홍콩공항공단(Airport Authority Hong Kong)

특징
- 공항배후단지로 홍콩 섬과 연결되는 란타우 북부 고속도로를 따라 인구 3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통층 신도시와 구룡반도 내 추가매립을 통해 인구 9만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업 및 주거, 휴식 공간 등을 건립하는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추진

- 공항과 인접한 개발지역인 퉁층 신도시에 신공항 업무지원단지를 조성하여 주거시설, 호텔, 
업무용사무실, 쇼핑센터, 공원 등을 중심으로 개발

자료 : 첵랍콕공항, www.hongkongairport.com/eng(2015.10.12).

<표 Ⅴ-18> 홍콩 첵랍콕 공항 복합도시

⑤ 일본 하네다 공항 복합도시 개발 사례
l 공항 개요

- 개항 : 1955년
- 위치 : 일본 도쿄도 오타구
- 부지면적 : 110만㎡
- 주요시설 : 여객 터미널 2동, 화물터미널 1동, 활주로 4개
- 연간발착회수 : 44만회/연
- 여객수 : 7,532만명/연(2015년 기준)

l 공항복합도시 개발 개요
- 2010년 하네다 공항 내에 국제선 전용 터미널을 개통하면서 국제선 운항을 

전면적으로 재개되어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 
- 지속적인 활주로 확장으로 공항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
- 신활주로 개설로 인해서 기존 활주로 부분의 일부 유휴부지가 발생하여 이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
- 하네다공항에서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 등 유휴지 11㏊(약 3만3000평)가 2020

년까지 항공ㆍ로봇산업 관련 첨단기업 집적지로 개발



- 향후 주변지역과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첨단산업시설, 대규모 공항호텔, 문화
관광 산업시설 등을 추가하여 세계적인 공항복합도시로 발전 도모

<그림 Ⅴ-40>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  

⑥ 사례 시사점
l 공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시설 및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복

합적인 공간으로 조성
l 다양한 연결 교통수단을 마련하여 도심 및 주변 중심지역까지 연계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높은 접근성을 보유 
l 공항복합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항 주변에 호텔, 산업공간, 업무공간, 문화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 필요
l 그리고 각 지역과의 접근성이 높아야 할 것이며, 향후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서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도모 필요

4) 김해신공항 주변 개발여건 진단
(1) 주변 개발사업 현황
l 김해신공항 주변은 새로운 낙동강 시대를 열기 위해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l 에코델타시티, 국제산업물류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공항복합도시 기능에 부합한 

사업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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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명 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에코델타시티 조성 11.77 2012 ~ 2023 5조 4,386억 원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조성 5.71 2010 ~ 2018 2조 1,641억 원
연구개발특구 조성 6.20 2012 ~ 2024 2조 5,000억 원
항공클러스터 조성 3.52 2014 ~ 2020 1조 9,000억 원
가덕도 종합개발 7.40 2009 ~ 2032 2조 5,000억 원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3.02 2010 ~ 2020 4,400억 원
강서지구단위계획 5.94 2013 ~ 2030 2,153억 원

강서도시재생활성화 구역 0.78 2016 ~ 2020 100억 원

<표 Ⅴ-19> 김해신공항 주변 개발사업 현황

(2) 개발제한구역 검토
l 부산지역에는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 대상지역에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

자료 : 신공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구상(2017)
<그림 Ⅴ-41> 개발제한구역 검토(좌-현황, 우-변경안)



5) 김해신공항 주변 개발구상
① 기본전제
l 고려요인에 따른 전략

- 가용지 측면 : 컴팩트 개발
- 공항시설 측면 : 도입기능 고려
- 장래대응 측면 : 확장성 고려
- 사업성 측면 : 사업추진 용이성(소음권의 경우 부산시 추진사업 제안을 통한 보상)

- 주변계획 측면 : 차별화 고려   

② 개발방향
l 공항구역계 정형화
l 공항시설 확장성 및 토지이용 효율성 고려
l 기존 입지시설 연계성 고려
l 유사기능의 통합적 배치
l 단계별 개발 고려
l 기존계획 반영(도로, 철도)

지구명 면적(㎡) 구성비(%) 구상안
에어시티 지구 2.60 20.3

유통클러스터 지구 0.52 4.1
강동지구 4.06 31.7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2.19 17.1
오봉산 지구 1.60 12.5
눌차 지구 1.84 14.3

합계 12.81 100.0

<표 Ⅴ-20> 공합복합도시 지구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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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구별 토지이용구상
l 에어시티지구

- 위치 : 신공항 활주로 남서측 일원
- 규모 : 약 2,604,000㎡
- 기능 : 쇼핑, 업무, 복합레저, 문화기능 도입을 통한 공항지원 중심기능 도입

구분 면적(㎡) 구성비(%) 구상안

업무ㆍ상업 
시설용지

국제업무시설 303,352 11.7
컨벤션시설 163,925 6.3
상업시설 262,125 10.1
공공시설 150,272 5.8

문화ㆍ휴양 
용지 휴양시설 83,127 3.2

주거용지 이주단지 207,989 8.0

공공시설용지

공원/녹지 910,358 34.9
광장 10,756 0.4
하천 182,931 7.0

도로, 주차장 329,165 12.6
합계 2,604,000 100.0

<표 Ⅴ-21> 에어시티지구

l 유통클러스터지구
- 위치 : 신공항 활주로 남동측 일원
- 규모 : 약 518,000㎡
- 기능 : 서부산 유통단지 연계 유통클러스터 집적단지(물류 집배송시설, 화물차 

주차장)



구분 면적(㎡) 구성비(%) 구상안

산업시설 
용지

물류ㆍ집배송
시설 131,430 25.4

화물차 
주차장 235,100 45.4

공공시설 
용지

공원/녹지 109,00 21.0

도로, 주차장 42,470 8.2

합계 518,000 100.0

<표 Ⅴ-22> 유통클러스터 지구 

l 강동지구
- 위치 : 신공항 활주로 북동측 일원
- 규모 : 약 4,065,790㎡
- 기능 : 복합물류단지(일반산업 및 항공산업 집적단지), 항공화물물류단지 

(330,000㎡), 대한항공테크센터 확장 및 부품제조 용지

구분 면적(㎡) 구성비(%) 구상안

산업시설 
용지

산업용지 425,100 10.5
복합용지 88,000 2.2
물류용지 330,000 8.1

항공클러스터용지
(대한항공

테크센터 포함)
780,000 19.2

공공시설 
용지

유보지 1,400,000 34.4
공원/녹지 610,000 15.0

도로, 주차장 432,690 10.6
합계 4,065,790 100.0

<표 Ⅴ-23> 강동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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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 위치 : 신공항 활주로 북동측 일원
- 규모 : 약 2,198,000㎡
- 기능 : 산업시설, 유통시설, 지원시설, 주거시설

구분 면적(㎡) 구성비(%) 구상안
산업시설용지 산업용지 866,000 39.4

업무ㆍ상업 
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 150,000 6.8
유통시설용지 368,000 16.7
지원시설용지 49,000 2.2

주거용지 주거시설용지 94,000 4.3

공공시설용지
공원/녹지 354,000 16.1

도로, 주차장 317,000 14.4
합계 2,198,000 100.0

<표 Ⅴ-24>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l 오봉산 지구
- 위치 : 신공항 활주로 북측 일원
- 규모 : 약 1,600,000㎡
- 기능 : 대형에너지 산업 직접단지(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열병합, 해

양에너지 등 R&D, 기술산업화 집적단지, 오봉산구릉지는 신공항 토취장으로 
연계 활용)



구분 면적(㎡) 구성비(%) 구상안

산업시설 
용지

산업용지 734,000 46.9

복합용지 38,000 2.4
업무ㆍ상업

용지 지원용지 41,200 2.6

공공시설 
용지

공원/녹지 554,000 34.6

도로, 주차장 232,800 14.5

합계 1,600,000 100.0

<표 Ⅴ-25> 오봉산 지구

l 눌차 지구
- 위치 : 신공항 활주로 남측 가덕도 일원
- 규모 : 약 1,840,000㎡
- 기능 : 도심기능 지원 및 문화ㆍ휴양기능

구분 면적(㎡) 구성비(%) 구상안

상업시설용지

실내형 스포츠 
테마파크 122,000 6.6

씨네마플라자 / 
게임랜드 39,100 2.1
메디컬 146,400 8.0

복합리조트호텔 193,000 10.5
복합쇼핑몰, 

아울렛 122,000 6.6
업무시설용지 업무시설 151,000 8.2

주거용지 펜션, 주택 269,000 14.6

공공시설용지
공원/녹지 226,000 12.3

기타
(해수면, 도로 등) 571,200 31.0

합계 1,840,000 100.0

<표 Ⅴ-26> 눌차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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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통동선구상
l 도로망 구상

- 신공항 접근 간선 교통망 총 3개 노선
- 남북축 : 남북1축도로 1개 노선
- 동서축 : 가락 ~ 사상간, 식만 ~ 사상간 2개 노선

구분 도로명 구간 규모 사업비(억 원)
남북축 남북1축도로 남해지선 ~ 

국지도69호선
L=11.36㎞
B=4~8차로 2,291

동서축
가락 ~ 사상간

(공항대교) 가락 ~ 사상 L=11.36㎞
B=4~8차로 4,000

식만 ~ 사상간 식만JCT ~ 사상공단 L=11.36㎞
B=4~8차로 4,634

<표 Ⅴ-27> 도로망 구상

자료 : 신공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구상(2017)
<그림 Ⅴ-42> 도로망 및 철도망 구상 

l 철도망 구상
- 신공항 주변 기존 도시철도 2개 노선(도시철도 3호선, 부산 ~ 김해 경전철)



- 신공항 주변 신설 철도망 3개 노선 계획 구상(경전선 ~ 동해선의 급행철도 
통합운영을 통한 동남권 시민 접근성 향상)

구분 도로명 구간 비고
남북축 강서선 명지 ~ 대저차량기지창 3호선 연장 포함

동서축
부산 ~ 마산간 복선전철

(경전선) 부전 ~ 마산 신공항 주변 지하화
공공물류 자동화시스템 부산신항 ~ 김해신공항 무인모노레일

<표 Ⅴ-28> 철도망 구상

l 복합환승센터 구상
- 위치 : 남해고속도로 일원
- 기능 :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을 통한 복합환승센터 거점 구축
- 개발 : Air-City와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하는 부전 ~ 마산 복선전철과 강서 남

북을 잇는 교통결절지역 일원의 입체도로 개발제도 활용으로 동남권 
관문 상징성 부여

자료 : 신공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구상(2017)
<그림 Ⅴ-43> 복합환승센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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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체도시공간 구상
l 위치 : 남해고속도로(복합환승센터) 일원
l 기능 : 김해신공항 에어시티 지하 공간 활용가능
l 개발 : Air-City와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하는 +자형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입체 

지하도시개발
- 부족한 지상 가용지의 문제점 극복 및 콤팩트 개발로 공항도시개발 활성화 유도

자료 : 신공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구상(2017)
<그림 Ⅴ-44> 입체도시공간 구상  

⑥ 이주단지 검토
l 기존 이주단지 평균규모 검토

- 사례 이주단지 평균 규모는 가구당 287㎡
- 이주단지는 도시철도 접근성 등 생활환경 편리성 우선 고려

구분 총 주택수(동) 연면적(㎡) 평균면적(㎡)
사덕상리마을1 35 10,100 289
사덕상리마을2 20 4,100 205

신소마을 130 38,000 292
상방마을 84 25,000 298

합계 269 77,200 287

<표 Ⅴ-29> 기존 이주단지 평균규모 검토



l 이주단지 규모 수요
- 이주단지 규모 검토결과 필요 면적은 약 436,000㎡

구분 총 주택수(동) 평균 면적(㎡) 필요면적(㎡)
이주 대상마을 1,216 287 약 436,000

(공공용지 20% 포함 면적)

<표 Ⅴ-30> 이주단지 규모 수요

l 이주단지 후보지 검토
- 이주단지 후보지는 강서지역 내 소음영향권을 제외할 때, 강동동 북측, 대저1

동 일원 등에 국한
- 신규개발사업 예정지를 포함할 경우 연구개발특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에어시티지구 등 총 3개소

구분 후보지
1 연구개발특구
2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3 에어시티지구

<표 Ⅴ-31> 이주단지 후보지 검토

자료 : 신공항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구상(2017)
<그림 Ⅴ-45> 기존 이주단지 및 후보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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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추진계획
l 김해 신공항의 우선적 추진을 통해서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복합적 공합복합도시 

조성
l 김해 신공항 개발에 따른 환경 및 소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신공항 개발 

계획의 확정 및 추진
l 신공항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지구별 단계적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여 공합복

합도시 개발 사업 추진
l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비의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원활한 사업

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7) 기대효과
l 김해공항의 수용능력을 확대하여 이용객의 편리성 및 쾌적성을 높임으로서 이용

객의 만족도 향상
l 새로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도약 가능하며, 신항만과 연계한 세계적 관문도시

로서 발전 도모
l 공항수요를 기반으로 국가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

와 경쟁력 확보
l 김해공항 주변의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강서

구와 부산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



4.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1) 계획의 개요

l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원예시험장 부지, 연구개발특구 등 산업단지 부지
l 개발 성격 :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2) 개발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l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의 사회 및 경

제구조에 큰 변화를 주도
l 새로운 기술과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졌으며, 기술의 

파급속도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l 4차산업은 전 세계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에서도 4차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l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인 4차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써 지역 기반 

확보 필요
l 강서구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적 기반은 4차산업에 

대한 전환에 필요한 요소로 작용 가능
l 강서구 내 기존의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다양한 4차산업 관련 산업기반과 

연계한 발전 필요
l 4차산업 거점 조성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도시성장 발

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가능
l 4차산업에 대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계 산업을 창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관광적 요소로 변화 가능
l 특히 기존 강서구내 자연 위주의 관광자원과 함께 4차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형

태의 관광자원 확보 가능
l 강동동에 위치한 국립원예시험장 이전부지가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됨에 따른 주

민생활환경 저해 및 강서북부지역 낙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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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규모 개발을 추진 중인 강서구 중남부지역(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등)

에 비해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필요
l 다방면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강서구에 남은 몇 안 되는 대규모 가용부지로 부

산∼김해 경전철도 인접해 있어 높은 활용가치 보유 
l 구 원예시험장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4차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산업 환

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한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 도모
l 또한 에코델타시티 내에 의료산업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의료산업의 

집적화가 진행될 경우 4차산업과 연계하여 첨단 의료기기 제조 산업단지로 발
전 가능

3) 4차산업의 개념, 주요 원인 및 특징2)

(1) 4차산업의 개념
l 4차산업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를 말하며 18세

기 초기 산업 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
l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

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6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은 4차산업의 핵심 
l 4차산업은 클라우스 슈바프(Klasu Schwab)가 의장으로 있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주창된 용어
l 4차산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 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

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

(2) 4차산업의 주요 원인
l 많은 미래 전망 보고서들은 4차산업과 미래사회 변화가 기술적 측면과 사회ㆍ

경제적 측면의 원인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전망
l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의 주요 원인

- ‘업무환경 및 방식의 변화’, ‘신흥시장에서의 중산층 등장’ 및 ‘기후변화’ 등
2) 김진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 제15호, 2016.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l 과학기술적 측면에서의 주요 원인
-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

(A.I.)’ 등의 기술

자료 : The Future of Jobs(WEF, 2016) 재구성
<그림 Ⅴ-46> 4차산업의 주요 원인   

(3) 4차산업의 특징
l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가 가능
l 초연결성(Hyper-Connected)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진적발전과 확산은 인간
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 2020년까지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가 30억명에 이를 것이고 500억개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인해 상호 간 네트워킹이 강화

-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Internet-connected objsects)의 수가 2015년 182억개에
서 2020년 501억개로 증가

-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사물) 시장 규모도 2015년 5조2000억 원에
서 2020년 16조5000억 원 규모로 성장

l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 4차산업의 주요 변화동인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연계 및 융합으로 인해 

기술 및 산업구조가 ‘초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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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인간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 대
결로 초지능화 공개

- 이 대결은 ‘초지능화’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단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
공지능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

- 산업시장에서도 딥 러닝(Deep Learning) 등 기계학습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

-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은 2015년 2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 111억 달러 수준
으로 급성장

-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머신의 시장 규모가 2024년 412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4) 의료기기 산업3)

(1) 해외 의료기기 산업 현황
l 의료기기 산업 시장은 2016년 3,360억달러에서 2021년 4,330억달러로 연평균 

5.1%의 고성장 전망
l 의료기기 산업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집중 

- 전체 의료기기 산업 시장의 68%를 차지
- 향후 아시아 – 태평양 시장과 중동 –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 기대

l 2016년 현재 안과, 심장ㆍ심혈관 등 전통 시장의 규모가 크나, 향후 헬스케어 
IT, 첨단 융ㆍ복합 영상진단기기 등 성장 예상

l 글로벌 기업들은 M&A등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 및 거대 기업화 추진
- 글로벌 기업(필립스, GE 등)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과 M&A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l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

- 높은 경제 성장률ㆍ인구수 대비 의료 서비스 인프라ㆍ혜택이 부족한 실정
- 인도 정부 주도 의료보험 보급 확대로 시장 확대 예상

3)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2017)의 내용을 재구성



- 태국 의료관광 산업 성장에 따른 민영기관 중심 보건의료 현대화
- 베트남 건강보험 보급 및 병원 시설의 첨단화 도모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수

출기회 확대

(2) 국내 의료기기 산업 현황
l 의료기기 산업 시장은 2016년 기준 약 5.8조 원(세계시장의 1.7%)

- 치과용 임플란트, 초음파 진단기 등을 생산하며, 연평균 약 9.65%의 고속 성장
- 수출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l 국내 기업은 좁은 내수시장에 과다 경쟁하는 구조로 새로운 의료기기 발굴 지연 
- 2,900여개의 기업이 과다경쟁하고 있으며, 중소형 병원에 납품
- 전체 제조업체의 80%가 종업원 수 20명 미만
-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을 위해 수축확대 필수

l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은 선진국과 기술격차 존재하며, 중국의 급속한 추격 
등 경쟁력 약화 우려
- 조립형 영상기기, 치과용 진단기기 등 단기개발 및 틈새시장 성장
- 고가진단ㆍ치료기기 등 장기 투자 분야의 핵심기술 및 산업화 경쟁력 취약
- High-tech 의료기기(MRI, CT, 스탠드 등)의 기술 미달
- Mid-tech/Low-tech 분야 중국과 기술격차 감소

l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R&D 투자 금액 및 비중 매우 취약
- 국내 공시기업의 전체 R&D 금액이 존슨앤존슨 1개 기업의 1/10 수준 

구분 주요내용
마이크로의료로봇 캡슐형 내시경을 통한 진단 및 생채검사

황반변성치료 레이저 황반 중심부에 레이저를 조사, 질병의 원인을 치료
보행훈련시스템 환자의 재활훈련을 도는 로봇의료장비

신장 신경차단 카테터 신장 신경 차단을 통한 난치성 고혈압 치료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 2017

<표 Ⅴ-32> 융ㆍ복합 신기술 접목 국산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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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단산업 클러스터 사례
(1) 미국 실리콘 밸리
l 실리콘 밸리 특유의 지역 네트워크 체제 구축

- 실리콘 밸리의 혁신적인 경제 지속과 생산성 증대 및 번영의 확산
- 환경 보호와 살기 좋은 환경의 장려 및 지역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
- 고용 증가 및 교육적 수준에서부터 문화적 확산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지표들

을 제정하고 이를 모니터하는 역할을 수행
- 노동과 다른 사회경제적 연구들도 수행하고 지역을 위한 성장 관리 프로그램 

개발 
l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신속한 변신과 새로운 사업 분야에의 도전

- 고용은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건 및 의료 기술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이동

- 정보기술의 강세 유지와 함께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인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도 신축적으로 적응

l 인근 최고수준 대학 집적, 풍부한 고급기술인력
-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들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소들이 많이 집적해 있어 인재

양성이 용이하고 정보교류 및 정보수집이 용이
- 최정상 수준의 대학 및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와 정보획득 용

이, 연구 인력이 풍부한 점 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강점

자료 : 자이언트 실리콘밸리 기업(2014.04.16.)(좌), 지디넷코리아 미국 실리콘밸리(2014.01.01.)(우)
<그림 Ⅴ-47> 미국 실리콘 밸리



(2)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l 신생 스타트업의 산실

- 알렉산드리아 이노베이션 센터 등 RTP 내 4개의 '액셀러레이터 센터'가 맞춤
형 컨설팅 지원

- RTP 입주 기업 220개 가운데엔 IBM과 시스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대
기업의 비중은 1%인 대신, 고용 인원 10명 미만 회사가 대다수 차지

- 2015년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벤처 투자가 전년 대비 93% 증가
l 고급 인력 풀 조성 

- 노스캐롤라이나는 가구, 섬유 등 전통 제조업이 강한 지역이었지만 1950년대 
이후 전통 제조업이 쇠퇴

- RTP 이사회 간부들은 3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기업들의 사업을 철저
히 분석해 전국을 돌며 기업 맞춤형 마케팅 유치

- RTP는 산학 공동연구, 투자, 개발 등 세부 기능별로 지원 기관을 만들어 친
기업적 환경을 조성

l 산학단지 성공 유치 
- 1980년 IT 연구소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센터 설립, 1990년 퍼스트 플라이트 

벤처 센터 설립 등 새로운 연구 트렌드에 따라 지원기관을 신설
- RTP 내 입주 기업의 업종은 바이오테크 분야(45%)와 정보기술(20%), 서비스

업(11%) 등 매우 다양
- RTP 재단은 1,700만 달러를 투자해 레스토랑과 병원, 쇼핑시설 등 복합 공간 

개발 계획 발표

자료 : 프리미엄조선(2016.08.22) 미국 산학연구단지 RTP(premium.chosun.com)
<그림 Ⅴ-48>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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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온타리오 3각 연구단지
l 산업체간 다양한 조화 및 제조업 부문 중시

- 기술, 제조업, 기업서비스 업체들간 다양한 조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관계를 형
성할 수 있도록 조성

- 산업체간의 다양한 조화와 타 경제개발기구와의 협정 체결, 자동차 등 제조업 부
문 중시 등이 급격한 산업구조변화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역할과 강점을 계
속 유지

l 세계적 수준의 교육ㆍ연구기관 집적
- 워털루 대학,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 등 지역 인근 대학의 교육ㆍ연구기능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연구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과 효과적으로 경쟁 할 수 있는 능력 

보유
l 기업 및 교육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 교육 프로그램에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고 산업구조와 연계시킴으로써 교육
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발생

l 지역의 기관들을 연계해 주는 강력한 네트워크
- 지역에서의 투자를 장려하면서, 지역 정부, 산업 분야와 잠재적인 투자자들간 

중개적 역할 수행

자료 : 나무위키(https://namu.wiki)(좌), jeilcanada 홈페이지(http://www.jeilcanada.com/)(우)
<그림 Ⅴ-49> 워털루 대학 및 월프리드 로리에 대학



(4) 중국 중관촌 ICT 산업 클러스터
l ICT 산업 클러스터 형성 정책적 지원

- 중관촌은 1988년 전국에서 최초로 국가급 하이테크산업단지로 비준을 받았으
며, 같은 해 과학기술 산업화를 촉진하는 ‘국가횃불계획 사무국’이 설립

- 기술금융서비스 등 정책적 지원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국무원에 의해 과학
원구로 지정

-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과 발전 전략이 강화되면서 중관촌은 국가자주혁신시범
구로 지정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적인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

l ICT R&D 중심의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 북경에는 베이징대학, 칭화 대학 등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40

여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으로 연구 활동
을 수행

-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등 국책연구기관 206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급 
실험실 112개, 국가공정연구센터 38개,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57개, 대학과학
기술원 26개, 유학생 창업센터 34개가 위치

- 대학과 연구소 및 실험실들은 수평적ㆍ수직적인 결합을 통해 ICT 관련 R&D

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l ICT 창업 지원정책과 과학기술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창업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 해결과 법인세 감면, 토지 사용비 절감, 수출입

절차 간소화, 은행 대출 지원, 연구자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등 중관촌 지
역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을 차별화

- 정부 주도적 지원정책으로 2014년 상반기 중관촌에서 창업한 과학기술형 기
업 수는 9,000여개 이상이며, 하루 평균 49개 업체가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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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AB-T 중광촌 ICT 클러스터 (2014.12.18. http://www.lab-t.co.kr)
<그림 Ⅴ-50> 중국 중관촌 ICT 산업 클러스터

(5) 시사점 도출
l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핵심인재의 역할이 클러스터 발전에 매우 중

요한 요소로 작용
- 창조적 인재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

l 클러스터 지역 내의 연구ㆍ기술인력 등 고학력 거주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

l 정부차원에서 지역별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체제를 정비ㆍ강화하여 산업적 기반
을 형성
-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산업적 기반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어 경

쟁력을 확보
- 클러스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불필요한 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
l 기업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체제 구축 강화,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 
l 산ㆍ학 연계시스템 구축과 인근 대학 간 공동연구 수행과 기업에 대한 컨설팅, 

아이디어 제공
l 강서구가 가진 다양한 산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4차산업을 핵심적 산업으로 지

정하여 발전시킬 경우 높은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연계 산업으로 
확장 가능



6) 기본구상
l 4차산업은 창조적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도심의 생활환경과 인접한 

곳에서의 입지공급이 필요
- 연구기반, 정보, 고급인력, 교통시설, 생활환경 등 종합적인 산업기반을 확보

할 수 있는 도심지역에서 입지를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
l 다기능의 복합화되고 4차산업 기반시설을 갖춘 클러스터 조성

- 기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재생사업 추진 시 기업 지원시설이나 종업원 생
활편의 시설을 갖춘 다기능 복합화된 산업단지를 조성

- 인재유치를 위해 산단 내 생산ㆍ지원ㆍ문화ㆍ주거ㆍ교육기능이 복합된 첨단
산업단지를 공급

- 새로운 산업기반시설인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을 갖춘 산업단
지의 공급을 확대

l 초지능형 연결체계에 기반하는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생산을 집적화할 수 있
는 가상의 클라우드 산업공간을 제공
- 4차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수집ㆍ분석ㆍ생산ㆍ유통이 가상의 공간에

서 집적화되는 클라우드 공간이 필요
- 저렴한 임대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들이 작업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대용

량 정보공간을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산업공간을 공공이 제공
- 클라우드 공간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산업공간으로 물리적 공간에 집적하

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l 지역내 산업적 기반과 연계

- 강서구는 다양한 산업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할 경우 다양한 
산업과의 창의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 가능

- 지역의 높은 제조기능과 연계하여 4차산업의 개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할 경
우 4차산업의 순기능 생태계 확보

- 미래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기기산업과 연계할 경우 세계적인 의
료기기산업 공간으로 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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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1) 4차산업 벤처타운 조성
l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원예시험장 부지
l 사업기간 : 2023년 ~ 2030년
l 도입시설 : 개발ㆍ지원ㆍ문화ㆍ주거ㆍ교육기능이 복합된 첨단산업단지
l 4차산업의 핵심적 산업인 AI, VR, 사물인터넷(IoT) 등의 집적화된 4차산업 집

적화 거점 조성
l 4차산업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변의 테스트 

베드 및 실용화 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중심 공간
l 4차산업의 선도적인 도시 공간 창출과 4차산업 관련 사업체 유치 및 전문화된 

인력 유입
l 4차산업과 관련하여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청년 창업의 기반이

자 다양한 청년 창업의 정보 공유
l 주거 및 문화ㆍ편의 시설을 포함하여 다기능 복합형으로 조성하여 종사자의 다

양한 수요를 충족
- 레지던스형 주거, 영화관, 공동 보육시설 등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

자료 : 국제신문(2008.09.07) 원예시험장(좌)
<그림 Ⅴ-51> 구 원예시험장 현황 및 예시 조감도



(2) 4차산업 클러스터 
l 강서구 내 4차산업의 주요기능을 도입하여 지역 간 상호연계 할 수 있는 클러

스터 조성
- 구 원예시험장(4차산업 벤처타운 : 프로그램 개발)

- 연구개발특구(4차산업 연계 연구 지원)

- 둔치도(4차산업 테마파크 : 테스트베드)

- 에코델타시티산업단지(첨단 의료용 기기)

- 기존 산업단지(4차산업 실용화 단지)

l 구 원예시험장은 4차산업 벤처타운으로 하여 창업과 4차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조성

l 연구개발특구는 4차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해양분야의 4차산업 
적용 연구를 특화

l 에코델타시티내에 집적화가 예상되는 의료산업과 연계해서는 첨단 의료기기 제
조 및 개발을 담당

l 둔치도내 개발되는 4차산업 테마파크는 이용자의 직접적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사항이나 미래 트렌드를 파악

l 기존 산업단지는 4차산업의 실용화 단지로 구조고도화하여 다양한 시제품 및 
상품을 제조

l 이러한 4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드론, 로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의 허브로 집중 육성
l 4차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강서구는 ICT, IoT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ㆍ복합을 통

한 미래 산업 성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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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2>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8) 사업추진계획
l 구 원예시험장 이전 부지는 국유재산법 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개발이 불

가한 실정임으로 토지개발이 가능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안 필요
l 지역 내 산업단지의 미분양 지역 및 신규 조성 가능한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

여 개발 의향 수렴
l 연구개발특구 및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될 산업단지와의 연계 개발을 위한 사업

자와 협의 필요
l 4차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입주 수요 및 향후 지원 

방안 모색 

9) 기대효과
l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앵커 시설을 도입하여 

개발 파급효과 극대화 도모
l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인 4차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

는 기반 구축
l 4차산업의 연구, 개발, 테스트, 실용화 등의 단계별 거점 시설 도입으로 4차산업

의 발전 도모
l 기존 산업과 첨단 산업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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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비즈니스타운 조성
1) 계획의 개요

l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 부지 내 
l 총사업비 : 1조 800억 원
l 개발 성격 : 연구개발특구 부지 내 제2전시컨벤션센터 유치, 공항도시와 연계하

여 다양한 국제행사(세미나, 포럼, 전시 등) 개최 및 유치

2) 개발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l 부산광역시는 세계 MICE 개최도시 10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전시컨

벤션 시설인 벡스코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달해 성장 동력이 크게 저하
l 벡스코의 전시장 면적(48,000㎡)이 세계 전시컨벤션 시설 중 면적 기준으로 100

위 권 밖에 위치
l 세계적인 대형 국제전시회를 개최하려면 70,000㎡ 이상 면적의 전시장 확보가 

필수적
l 부산광역시가 세계적인 MICE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전시공간을 대

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컨벤션 센터 필요 
l 도시 브랜드 제고 및 MICE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형 전시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시 공간 확보 필요
l 김해신공항, 연구개발특구와의 시너지 효과 및 광역형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 센터 필요 
l 강서구에는 문화, 관광 마이스 등 각종 인프라 시설 부족하여, 전시컨벤션센터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 및 동서 균형개발 도모 필요
l 강서구는 부산광역시 관문으로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필요
l 구시가지 및 대저1동 역세권 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 사업 필요



3) 사례 분석
(1) 국내 전시컨벤션 사례

① 코엑스(COEX)
l 시설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60,000㎡
- 시설규모 : A~D홀의 4개 전문전시장(12개로분리, 별도운영가능), 컨벤션홀, 

회의실, 편의시설, 오피스빌딩 
- 시설 개장 : 1988년
- 건립비용 : 7,714억 원
- 전시면적 : 36,007㎡

l 주요내용
- 약 20년의 국제회의 개최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를 지

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
- 외국어는 물론 A/V 장비운용, 의전, 경호, 수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서비스 가능
- 그랜드볼룸은 550평 규모로 1,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아셈 홀은 2002년 

아셈을 위해 설계된 80석 규모의 회의장 
- 오디토리움(Auditorium)은 1,070석 규모의 극장식 회의장으로 각종 기념식이

나 주주총회, 학술회의, 국제회의, 신제품 발표회 등에 적합
- 콘퍼런스 센터는 150인용 회의실 6개, 중소회의실 24개를 갖추고 있으며, 그

랜드콘퍼런스 룸은 심포지엄, 영화상영, 시상식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극장식 
회의장으로 35mm, 16mm 영사기와 고정스크린 등이 설치

- 495평 규모의 장보고 홀(Jangvogo Hall), 아셈 홀 회의실, 오디토리움 회의실
까지 총 8개의 회의실을 확보

- 서울 중심가에 있는 COEX는 초대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회의시설 외
에 쇼핑센터, 멀티플렉스, 수족관, 대형서점, 레스토랑 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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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코엑스 홈페이지(www.coex.co.kr)

<그림 Ⅴ-53> 서울 코엑스 전시장 

② 벡스코(BEXCO)
l 시설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0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14,772㎡
- 시설규모 : 제1전시장(26,508㎡), 제2전시장(19,872㎡), 오디토리움(28,790㎡), 

컨벤션홀(1,442㎡), 누리마루(3,368㎡)

- 건립비용 : 1,600억 원
- 전시면적 : 48,000㎡

l 주요내용
- 199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5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라는 

이름으로 준공, 2001년 9월에 개관
- 전시장은 단층 무주전시장으로서 3개의 홀로 분할 가능한 총 26,508㎡의 제1

전시장과 2012년 5월 완공한 19,872㎡의 제2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총 실내전
시면적이 46,380㎡ 규모로 20,000㎡ 이상의 대형국제행사를 동시에 2건 이상 
개최 가능

- 최대 5,3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을 비롯하여 50개의 회의실과 2012

년 완공한 4,002석 규모의 오디토리움을 활용하여 총회, 세미나, 기업회의, 공
연 등 다양한 유형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 완비



- 2002 한일 월드컵 본선 조추첨,  2005 APEC 정상회의, OECD 세계포럼,  2012 

라이온스부산세계대회, 2014 부산국제모터쇼, 2014 ITU 전권회의, 2014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의, 2015 IDB-IIC 연차총회 등 매머드급 국제행사들을 개최

자료 : 벡스코 홈페이지(m.bexco.co.kr)

<그림 Ⅴ-54> 부산 벡스코 전시장

(2) 국외 전시컨벤션 사례
① 도쿄국제전시장
l 시설개요

- 위    치 : 도쿄도 고토구 아리아케 3-11-1 일원
- 부지면적 : 243,419㎡
- 시설규모 : 회의동(지상8/지하1), 동전시장(지상3/지하1), 서전시장(지상5)

- 시설개장 : 1996년 4월
- 건립비용 : 1,890억 엔(1조8천억 원)

- 전시면적 : 95,660㎡(실내ㆍ외)

l 주요내용
- 오다이바 지구 조성 시 함께 계획되어, 도쿄도 예산으로 건립되었으며, 43%의 

지분을 도쿄도에서 보유하고, 매년 수익의 20%를 도쿄도에 납부
-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로 건축기간은 36개월이 소요되었

으며, 정규 운영인력 99명, 시설 가동률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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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순이익(Net Profit)은 2014년 기준 27.7억 엔
- 24만㎡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독특한 외형의 회의중심 컨벤션타워와 동ㆍ서

로 특색 있게 나눈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그 사이를 무빙워크로 연결하여 집
객성과 시설 간 관람객 병목현상 차단을 건축적으로 해결

- 현재 9.5만㎡의 전시장 규모로도 전시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0년 도쿄올
림픽 대비 옥외전시장(9,000㎡)을 실내 전시장으로 변경할 계획을 추진 중

- 대표적인 전시회로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인 “Japan International 

Aerospace Exhibition”과 세계적 모토쇼인 “Tokyo Motor Show”가 개최
- 전시컨벤션 중심시설로 계획되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대시설을 운영회사에서 

자체 소유하고 있는 오다이바 내 “Ariake Park Building”, “Tokyo Fashion 

Town”, “Time24 Building” 이상 3개 복합빌딩을 통해 호텔, 쇼핑몰, 레스토
랑, 업무시설, 회의장 등의 부대시설을 지원

자료 : 위키백과(ko.wikipedia.org)(좌), japanfreetour 홈페이지(japanfreetour.com)(우)

<그림 Ⅴ-55> 도쿄 국제 전시장  

② 선전 전시컨벤션센터
l 시설개요

- 위    치 : 광둥성 선전시 푸톈구 푸후아 3로(深圳市福田中心区福华三路)

- 부지면적 : 220,000㎡



- 시설규모 : 지하2층/지상6층 건물, 전시장 9개(1F), 컨벤션룸 29개(3/5/6F) 

- 시설개장 : 2004년
- 건립비용 : 32억 위안(5,870억 원)

- 전시면적 : 118,243㎡
l 주요내용

- 선전 전시컨벤션센터(SZCEC)는 2004년 정부 주도로 건립되어 현재 국유기업
에서 운영 중이며, 직원 수는 300여명

- 시설 가동률은 50%, 내수/외수 비중은 50:50

- 대규모 전시컨벤션 시설에 필요한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 주요부대시설은 선
전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입지적 이점을 활용, 주변 5성급 호텔 및 레스토랑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완

- 지하주차장에 1,000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옥외공간도 필요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전시행사 개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면 공안에서 사전에 
교통통제를 실시

- 전시컨벤션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장을 위해 선전공항 인근에 2018년까지 50

만㎡ 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을 추진 중

자료 : 두피디아 홈페이지(www.doopedia.co.kr)(좌), kotra 해외시장뉴스(2016.01.06.) 선전 컨벤션 센터(우)

<그림 Ⅴ-56> 선전 전시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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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구상
(1) 개발 방향 및 추진전략
l 연구개발특구 부지 내 제2전시컨벤션센터 유치, 공항도시와 연계하여 다양한 국

제행사(세미나, 포럼, 전시 등) 개최 및 유치
l 공항도시, 대저1동 역세권 등 주변지역과 제2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연계 

및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시설 도입
l 호텔, 레지던스, 업무시설, 금융시설 등 원스톱 비즈니스체계 구축 및 해외 비즈

니스 기업 유치
l 동부산에 집중되어있던 전시의 기능을 서부산에도 유치함으로써 전시문화의 

균형발전 도모
l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김해신공항, 연구개발특구, 공항도시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도모
l 연구개발특구 내 국제 비즈니스타운 조성으로 강서구의 일자리 창출 및 고급

인력 유입
l 대저1동 역세권 개발 등 구시가지와의 연계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중심지 확보

(2) 도입기능 및 시설
① 제2전시컨벤션 센터
l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단지 내
l 사 업 비 : 약 7,800억 원
l 규    모 : 400,000㎡
l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년간)

l 도입시설 : 전시장, 다목적 홀, 소규모 회의실, 부대시설 등
l 전시장 A동엔 5만㎡ 규모의 전시장과 1만㎡ 규모의 다목적 홀, 그 밖에 소규모 

회의실과 부대시설 등이 조성
l B동도 4만 5,000㎡ 규모의 전시장과 8,000㎡ 규모의 다목적 홀 등이 조성



자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그림 Ⅴ-57> 제2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② 비즈니스 지원시설
l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단지 내
l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년간)

l 도입시설 : 호텔, 레지던스, 업무시설, 금융시설 등 
l 연구개발특구단지 입주 시 수요 확대 예상되는 은행, 우체국 등 공공 비즈니스 

지원시설 도입
l 학회 유치, 비즈니스 관련 회의, 세미나 공간,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간, 대연회장 

기능이 가능한 공간 등 레지던스 업무시설 도입 

자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www.gfez.go.kr)(좌), 한국경제(2017.09.20.) 송도 국제비즈니스타운(우)
<그림 Ⅴ-58> 국제비즈니스파크(광양시, 인천광역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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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추진계획
l 주요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의 특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l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추진에 있어 국제비즈니스 지원시설의 도입을 위한 변경 

계획 수립 
l 민간 사업자 확보를 위한 강서구 및 부산연구개발특구(부산특구본부)와 협력적 

관계 형성 및 공동 유치 사업 시행 

6) 기대효과
l 국내ㆍ외 각종 전시ㆍ컨벤션 행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MICE 중심 도시의 입지 강화
l 부산광역시의 동부산에 편중된 지식 서비스산업의 서부산 이전으로 지역의 지식 

서비스산업 균형발전 도모
l 제2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시설의 도입으로 세계적 

비즈니스 도시로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l 다양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따른 국제교류의 확대로 강서구의 국제적 

홍보 및 이미지 향상 
l 국제적 정보 및 지식의 교환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 노하우 

수용으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



6. 투모로우 랜드 개발
1) 계획의 개요

l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화전체육공원 및 송정지구, 방근마을 일원
l 면적 : 3,298천㎡
l 개발 성격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송정지구와 화전체육공원 부지 및 주변 

지역을 통합한 개발

<그림 Ⅴ-59> 투모로우 랜드 위치도  

2) 개발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l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서의 위상구축과 더불어, 신항과 유라시아대륙횡단 철도망을 

연결하여 부산 강서지역을 유라시아 관문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구축 필요
l 물류의 기종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물류수송의 일원화ㆍ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복합터미널 및 조립생산물류센터 건립 필요
l 부산광역시 및 강서구 지역 중소ㆍ강소기업의 경쟁력 증대와 자체 육성 플랫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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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산신항 북측 배후부지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용원 일원에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
l 녹산산업단지나 화전산업단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지역

으로 역외 유출 발생 
l 주거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이 다양한 여가ㆍ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도입 필요
l 외국인의 생활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형태 도입과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 필요
l 다문화 및 다민족이 화합할 수 있는 여가ㆍ문화 공간 조성과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시설 도입 필요
l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에게 의료지원과 어학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외국인 지원종합서비스센터 설치 필요

3) 현황분석
l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봉화산 남측 부근에 위치하며 동측으로 화전지방산업단지, 

동남측으로 르노삼성자동차, 남측으로 녹산국가산업단지, 서측으로 유라시아 
관문 복합터미널, 북측으로 국도2호선과 인접

l 접근성
- 계획대상지로는 부산광역시와 창원시 진해구를 연결하고 있는 국도2호선을 

통하여 접근 가능
- 부산광역시 서측 외곽부에 위치하여 부산광역시 시가지에서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연결부에 위치하여 있어 개발로 인한 
광역적 시설로의 잠재력 유리

l 주변여건
- 계획대상지는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의 중심에 

위치
- 서낙동강 개발계획에 따른 공간적 위상 제고 및 개발효과의 증대가 예상



<그림 Ⅴ-60> 주변여건 분석도

l 산업단지
- 강서구에 위치하는 산업단지는 총 9개소이며, 약 14,311천㎡의 규모로 조성되어 

운영 중
- 계획대상지와 연접한 산업단지는 녹산국가산업단지와 화전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신항배후지역과 인접
- 녹산국가산업단지는 르노삼성자동차공장과 신항만 개발 등과 연계한 부산광역

시의 신물류 및 산업 기반 강화 중심의 산업단지로 발전
- 화전지방산업단지는 국제적 기업활동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
-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및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 등

으로 산업화의 선도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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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천㎡) 업체수
(업주/가동업체) 근로자수(인) 분양률(%)

계 14,311 2,941/2,385 58,169 -
녹산국가산업단지 4,317 1,596/1,453 33,099 100.0
성우일반산업단지 33 39/32 - 76.0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1,328 179/172 5,357 100.0
미음일반산업단지 1,927 244/201 6,909 83.0
신호일반산업단지 1,713 82/76 3,439 100.0
화전일반산업단지 1,424 306/290 6,281 100.0

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
물류도시(1단계) 3,186 397/84 2,260 61.0
생곡일반산업단지 333 81/62 641 100.0

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 50 17/15 183 100.0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현황(2017년 12월 기준)

<표 Ⅴ-33> 산업단지 현황

4) 기본구상
(1) 라이프 스타일 허브
l 일터(Work), 삶터(Live), 놀터(Play)의 조화를 이룬 다기능 복합형 도시 공간 조성
l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인구 및 주변지역 산단 근로자를 수용하는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 개발
l 국제해사, 국제금융 등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국제 업무 중심

지역으로 발전 도모
l 신항만과 신항배후철도와 연계한 물류 중심기능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조성
l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상업, 업무, 공공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중심업무지역 조성
l 교육, 문화, 위락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 조성



(2) 주변지역과 다양한 문화가 조화되는 연계 공간
l BJFEZ 구역 전체 활용도와 향후전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개발 도모
l 외국인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지원시설을 도입하여 쾌적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l 외국인 및 주변 지역주민이 여가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도입

5) 도입기능
(1) 화전체육공원 부지

① 유라시아 물류허브
l 동북아 중심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신항과 유라시아대륙횡단 철도망을 연결해 부산 

강서지역을 유라시아 관문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
l 항만물류와 철도물류를 연계하여 기종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라시아복합 

터미널을 조성
l 한국산 자동차ㆍ부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함께 안정적 자동차ㆍ부품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 국내의 부품업체와 협력한 일본 자동차 부품소재기업 단지 조성
l 첨단 물류 수송 시스템의 도입으로 운영비 절감 및 집적화에 따른 다양한 파급

효과 확보
l 다양한 연계 교통망 확충으로 물류수송비 절감과 산업간 연계 활성화로 동남 

광역권 경제회생의 중핵거점으로 도약

② 다문화/다민족 중심
l 다양한 외국인의 주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 유형 및 주거 서비스 도입



Ⅰ
계획의 개요

Ⅱ
강서구의 특성과 

성격

Ⅲ
기본구상

Ⅳ
부문별 계획

Ⅴ
핵심프로젝트

Ⅵ
집행계획

l 외국인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대와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지원센터 설립
- 외국인 전문 의료지원 및 보육과 교육 지원 등

l 외국인의 여가ㆍ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도입
- 풋살 경기장, 크리켓 경기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등

③ 임가공 무역자유지역
l 유라시아복합터미널과 연계한 조립생산물류센터 건립으로 물류수송 및 연계 

고부가가치 산업 확대
l 단순 수송 및 물류 보관의 수준을 넘어 조립ㆍ가공ㆍ판매의 경쟁력 있는 다

기능형 복합물류 공간으로 창출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무역자유지역으로 지정
l 자동차 부품이나 고품질 조립 상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출 위주의 임가공 

무역자유지역으로 집적화된 공간 조성
l 침체된 부산지역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증대
l 부산신항만과 김해신공항,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유라시아 물류 허브로써 

세계적 경쟁력 확보와 위상 증대

④ 창조계층의 삶터
l 거주민의 수요맞춤형 주거 공간, 교육과 문화 그리고 상업ㆍ업무 기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 조성
l 상업, 의료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의 복합화를 통한 거주자의 생활편의성 

향상 및 만족도 증대 도모
l 국내ㆍ외 유명 대학 및 전문 대학원,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창조인재 및 외국인 

유입 도모 
l 주거지역 주변으로 산업공간과 이격화를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2) 송정지구 북측
l 철송장, CY부지, 차량정비단의 시설을 도입하여 철도지원
l 신항만 컨테이너의 철도 수송을 지원하기 위한 철송장 및 CY부지 조성
l 차량정비 전담을 위한 기지

(3) 송정지구 남측 및 방근마을
l 국제해사 및 금융기관을 도입하여 국제해사 업무, 국제금융 기능을 지원
l 국제해사 업무와 국제 금융 중심의 기업 유치

지역 도입기능 도입시설 내용

화전체육
공원부지

유라시아 
물류허브

유라시아복합터미널
자동차부품소재기업

- 부산신항과 유라시아대륙횡단 철도망 연결
- 항만ㆍ철도물류를 연계하여 유라시아복합터미널 조성
- 국내업체와 협력한 일본 자동차 부품소재기업 단지 조성
- 첨단 물류 수송 시스템의 도입
- 다양한 연계 교통망 확충

다문화/
다민족 중심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친화 
주거단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 다양한 주택 유형 및 주거 서비스 도입 
- 외국인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대
-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지원센터 설립
- 다양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도입

임가공 
무역자유

지역
조립생산
물류센터

- 유라시아복합터미널과 연계한 조립생산물류센터 건립
- 다기능형 복합물류 공간창출, 무역자유지역으로 지정
- 전문적인 수출 위주의 집적화된 공간 조성
- 부산지역 제조 및 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대
- 세계적 경쟁력 확보와 위상 증대

창조계층의 
삶터

스마트주거단지
종합대학, 
연구기관

- 주거ㆍ교육ㆍ문화ㆍ상업ㆍ업무 기능 공존하는 공간 조성
- 상업, 의료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의 복합화
- 국내외 유명 대학 및 전문 대학원, 연구기관 등을 유치 
-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송정지구 
북측 철도지원 철송장, CY부지, 

차량정비단
- 신항만 컨테이너의 철도 수송을 지원하기 위한 철송장 

및 CY부지조성
- 차량정비 전담을 위한 기지

송정지구 
남측 및 
방근마을

국제해사 업무, 
국제금융

국제해사 및 
금융기관 - 국제해사 업무와 국제 금융 중심의 기업 유치

<표 Ⅴ-34> 투모로우 랜드 개발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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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1> 투모로우 랜드 구상도

<그림 Ⅴ-62> 투모로우 랜드 조감도 



6) 사업추진계획
l 신항 배후철도 사업과 연계하여 유라시아 관문 복합터미널 개발계획 수립(송정

지구 상부의 철송장 및 CFS, CY 부지 등과 연계)

l 송정지구 남측 개발을 위한 다각적 사업성 확보방안 및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
기관 사업 참여 유도

l 통합 개발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의체 구성 및 사업 추진 방식, 사업비 확보 방안 

등 통합 개발 계획 수립안 마련

7) 기대효과
l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서의 위상 확보 및 부산신항과 유라시아대륙횡단 철도망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관문으로 도약
l 복합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류수송 일원화 및 효율화 도모
l 새로운 창조적 도시공간의 확보로 다양한 계층 및 문화가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세계적 도시 공간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