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와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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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의 개념 및 등장배경

도시계획과 방재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규모 9.0의 강력

최근 증가하는 재해를 이상기후 현상 탓으로만 돌릴 수

한 지진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해일이 미야기현을 중심으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발전과정을 보면 꼭 그럴

로 태평양 연안 도시들을 강타하였다. 그 결과, 14,000여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혹시

명의 사망자와 13,00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총 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여 도시를 개발한다는 것

설 피해액은 약 226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지진으로

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 결과, 기후변화에 따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

른 이상기후 현상과 급속한 도시화가 맞물리면서 도시의

생하여 농업, 어업 분야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이는

재해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먹거리 문제까지 피해가 확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재해위험을 사전에 고려하여 도시를 계
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뜻의

목표로 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도시화가

방재는 기후변화, 인구·산업 및 사회구조 변화, 새로운

활발해져 재해취약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재해예방을

사회문제 대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위한 점검과 개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심각한 재

재해 발생 시 대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재해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

설과 공간을 확보하는 등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의 확립과 함께 지역과 현장의 방재역량을 강화·평가

전략이 필요하다.

하고, 방재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한편, 도시 경쟁력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경제, 환

재해예방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경, 산업, 의료, 교통 분야 등이 종래 도시의 경쟁력을 좌

더욱이 세계의 방재 관련 정책추진 추세에 지속적으로

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에는 재해와 안

관심을 갖고, 선진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및 기

전 분야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대두되

술을 공유하면서 재해예방 교육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

었다. 이는 기술의 지속적 발달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시한다면, 부산시도 재해에 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로 인해 점차 재해의 발생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과거에는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사회 내에 상존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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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해의 취약성 증가 요인>

해외도시 트렌드

방재도시를 가다

뉴욕, 하노버

해외 도시의 선진 사례를 소개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세계 동향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새천

● UNISDR의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에서 191개 국제연

도시 스스로 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합 참여국들은 지구상의 빈곤퇴치, 불평등 해소, 인간의

위해 재난방재 UN기구인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Inter-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까지 8대 새천년개발목표

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은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실천하기로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

합의했다. 그러나 새천년개발목표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

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Making Cities Resilient Campaign:

에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목표의 타당성, 합법성 등에

My city is getting ready)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

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선진국들이

참여하면 UN으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경감기

주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참여

법 및 메뉴얼을 지원받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UNISDR이

해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동의나 참여의사가 충분히 반

제시하는 10가지 필수이행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

재해위험경감요인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련 계획

자네이루에서 UN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일명‘Rio+20

과 활동들에 포함되고 통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다양한

정상회의’를 열어 2015년 이후의 새천년개발목표로 지속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매년 필수이행 사항

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및 활동내용을 평가 받고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

를 설정하였다. 이 중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는 물과 위생,

면‘방재안전도시’로 인증 받게 된다. 현재 UNISDR 인

회복력 있는 인프라와 산업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

증도시(Role Model City)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본,

시, 기후변화 대응 등이 있다.

일본 효고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25개국 44개 도시이고,
우리나라는 UNISDR 인증도시로 선정된 곳이 없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UNISDR의‘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10가지 필수 이행 사항>
1.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초하여 재해위험을 인
식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조직 및 조정기능을 정립
2.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고 소유자, 저소득
가구, 지역사회, 기업 등으로 하여금 재해를 경감하기

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향상과
더불어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적 지위는 한층 강화되었으
며, 1946년 UN 본부가 설치된 후에는 국제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위한 투자를 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3. 재해 발생원과 취약성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개발 계획 및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공론화
4. 배수시설과 같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유지관리를 하고 기후변화에 대처
5. 모든 학교와 보건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
우 업그레이드
6. 위험을 고려한 현실적인 건축규제와 토지이용계획을 적
용하고, 저소득시민을 안전한 지역에 배치하고 저소득
층 주거지역을 개선
7. 재해저감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
회에서 실시
8.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생태계와 자
연적인 버퍼지역을 보호하고, 위험저감대책을 통해 기
후변화에 적응
9. 조기경보시스템 및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례적으
로 대비훈련 실시
10. 재난발생 후 재건에 있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 GFDRR의 재해저감 및 복구 활동

<뉴욕 위치도>

● 기후변화적응 안전도시 만들기 정책
2006년 12월, 뉴욕 시정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
하기 위한 10개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모
한 결과, 도시 환경을 급변시킬만한 계획들이 도출되었고,
이를 정리하여 PlanNYC(Plan New York City)로 작성하
게 되었다. 이 종합계획은 총 6개 부문으로 대분류되고 그
아래로 10개의 세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
인‘기후변화(Climate Change)’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은행 재해저감복구국제본부(Global Facility for

첫째,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기관 간 TF팀을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GFDRR)는 41개국

구성하고 도시 전체에 기후변화적응 전략을 확대하여 적

과 8개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2006년에 설립한 신용기금

용하는 것이고, 둘째, 각 지역만의 특화된 적응 전략을 개

이다. GFDRR의 주요 업무는 지역간·국가간 재난안전

발할 수 있도록 풍수해 위험지구 내 지역공동체와 협력하

업무협력, 개발사업에서의 재난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재

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계획을 추진

해복구사업의 실행이며, 그 활동을 5개 주요 분야로 구분

하는 것이다. 셋째, 뉴욕 전역에 대한 기후변화적응 전략

한다. 첫째는 위험도 확인(Risk Identification), 둘째는

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적응 정책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며,

위험도 저감(Risk Reduction), 셋째는 대비(Preparedness),

1983년에 보완된 뉴욕의 100년 주기 홍수 범람지도를 전

넷째는 손해배상조치(Financial Protection), 다섯째는

면적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복원력 회복(Resilient Recovery)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이미 개발된 시가지에 대규모의 물

GFDRR의 기술지원으로 인도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리적 예방 수단을 공급하고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농업종사자가 홍수에 의한 피해를 국가농업보험계획에 의

인식한 결과이며, 재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분산적이며 점

해 보상을 받았으며, 나이지리아에서도 2012년 11월 홍수

진적인 지역별 재해 대응책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을 보

이후 GFDRR에서 지원한 복구계획을 통해 약 5천억 원의

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중앙 집중식 해결방법과는 커다

보상을 받았다.

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재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다.

미국 뉴욕
● 개요
교외를 포함하여 1,600만 명이 넘는 방대한 인구를 수
용하는 거대도시 뉴욕(New York)은 미국 내에서도 독자
적인 세계를 이루는 독특한 도시이다. 국제적으로는 대서
양 항로의 서단에 위치하는 중요한 대무역항이며, 1920년
대 이후에는 런던을 대신하여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

● 다양한 지원 활동
뉴욕 시정부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역 커뮤니티의
재난 대응에 대한 지원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데, 2003년
부터 실시된 지원 활동은 크게 레디 뉴욕(Ready New
York) 캠페인, 지역사회재난대응팀(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s, CERT) 운영, 뉴욕시 시민봉사단 위원
회(NYC Citizen Corps Council)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레디 뉴욕 캠페인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비상대응팀 운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

이를 위하여 뉴욕시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

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자율방

료들을 발간·배포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의 교육 자료들

재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재난대응팀 운영

은 전염병, 홍수, 허리케인 등 재난 요인별 자료, 비즈니

프로그램에서는 화재예방, 재난 발생 시 간단한 구조 및

스 운영, 애완동물 관리 및 어린이 교육 자료 등 대상별

구급활동, 팀 구성, 재난 시 의료활동 등을 교육한다. 지

자료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뉴욕은 다

역사회재난대응팀의 회원들은 소방대원 등 전문적 재난대

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응인력을 지원하고,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가

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비롯한 13개 이상의 언어로 자료를

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급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 시민봉사단 위원회 프로그램은 뉴욕시 재
난관리본부(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OEM)
에서 운영하는데,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리더들, 정부
부문, 민간 부문, 자원봉사자들을 협의체 형태로 묶어 재
해에 시민들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독일 하노버
● 개요
독일 하노버(Hannover)의 중심부에서 남동쪽 8㎞에 위
치하고 있는 크론스베르크(Kronsberg)는 과거 농업지역
을 하노버의 국제전시장과 연접한 160ha 규모의 주거위주
로 개발된 신도시이다. 개발의 주체는 하노버시이며, 지역
<레디 뉴욕 캠페인 발간물>

의 개발업자, 주택투자자, 크론스베르크의 환경운동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크론스베르크의 세대 수는 약 6,000세대로서 지속가능
한 개발을 실천하는 생태도시 개념을 단지별로 특화하여
도입하였다. 그리고 생태도시 계획분야별 요소들을 적용
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 속에 주민참여 및 다양한 설계아
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하였으며, 경관계획, 토지계획, 지
구단위계획 수립, 투자자와의 계약, 대규모적인 재정지원
체계 등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노버 위치도>

● 물순환 체계를 위한 공간계획
도시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빗물의 흐름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그리고 빗물 이용을 추가한다면 갑작스런 폭우에도 급
<레디 뉴욕 캠페인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자료>

속한 유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

크론스베르크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개발계획

시사점

초기부터 대상지 전체의 물순환 체계를 생태적으로 연계
하였다. 물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동쪽이 높고 서쪽이

맥나마라(Robert McNamara) 미국 전 국방장관은 이

낮은 형태의 경사도를 이용하였으며, 시설물에 생태적 기

렇게 말했다.“세계 최강이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남쪽 및 북쪽에 위치한 생태

미군이 이번 베트남전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숫

하천을 녹지와 여가 기능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자로 셀 수 있는 것을 수행하고, 세지 못하는 것은 다음에

크론스베르크의 홍수 예방 방안은 물순환 체계를 4단계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엔 숫자로 셀 수 없는 것들을 무

로 연계하여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다. 1단계는 건축물과

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방재 역시

주거단지 내부의 물 관리이다. 건축물에서 흐르는 빗물을

도시 내 각종 시설들을 경제적 비용 산출 측면에서만 그

오픈 수로와 침투 수로를 통해 단지 내부에 조성된 오픈

의미를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량화가 어려운 시민들

생태 수로로 침투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붕을 녹화(전

의 방재의식 등을 선진국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체 대상지 중 약 30%)하여 바로 빗물의 침투와 이용이 가

Capital)의 개념에서 접근해 사회 전반에 대한 참여와 신

능하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설계 시 빗물의 흐름 속도를

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연시키도록 하였다.

2001년의 두 번에 걸친 지진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엘

2단계는 단지 곳곳에 생태정화 연못을 조성하여 여유

살바도르(El Salvador)의 수도인 산살바도르(San Salvador)

수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장된 물은 항상 정화

는 산사태로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 전체의

하였다. 3단계는 강우 등으로 물의 양이 증가하여 단지 내

20%가 사라졌으며, 기반시설의 38%가 심각한 손상을 입

에 설치된 오픈 수로와 침투 시설 등이 이를 감당할 수 없

었다. 이에 시장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을 때, 남쪽과 북쪽에 조성된 생태하천으로 흐르도록 하였

고민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면서 재해로부터 도시를 복

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단지 북서쪽에 위치한 대규모의

구하기 위해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워서

생태연못에 침투 및 저장이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4단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교

계에 걸쳐 빗물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침투시켜 물의 흐

훈 하에 산살바도르는 도시를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

름을 지연시킴으로써 단지 내에서 빗물을 충분히 이용할

식으로 관리하였다. 시민들에게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이

수 있게 하였다.

에 따른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크론스베르크의 물순환 체계는 지역민들 특히, 건물주

이해관계자와 함께 주기적인 토론을 하고, 의사결정 참여

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러한 홍수 예방 시스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생

템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조성된 대상지 전체의 물순환

활, 교육, 그리고 경제에 이르기까지 각 부분들에 대해 이

체계는 홍수 예방뿐 아니라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해를 높이고 문제 제기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경관 미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방재를 단순히 재해의 통제와 관리라고 기계적
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선 사례들처럼 방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 지역 주민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
회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부터 중앙정부로의 상향식 방
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한 이후 이를 극
복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
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각종 재해는
기본적으로 예측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어렵게
만든다. 재해 발생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러한 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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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동’ 다함께 행복한 동네

특집

다복동 사업이란?
동 주민센터를 복지전달체계의 중심에 두고 공공과 민
간이 협력해 복지서비스의 통합과 조정, 원스톱화, 대상

4.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𐄙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6만원의 개인별 카드 발급

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중복·
누수 방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마을재
생·주거복지·물복지·에너지복지·문화복지·보건복지
등 7개분야 33개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5. 실버문화복지 지원
𐄙 독거노인, 취약계층 노인세대, 거동불편 재가복지세대 등을
대상으로 예술가가 1인당 5회씩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6.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
𐄙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건강상담사, 건강코디 등이 상
주하면서 기초건강 측정 및 상담과 고혈압, 당뇨 등 관리
𐄙 2017년까지 35개소 설치·운영(2018년 50개소)

사업소개
1. 다가서는 복지 동
𐄙 동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통합사례 관리, 민·관 협력을
활성화

7. 3for1 통합지원(보건+의료+복지)
𐄙 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

2.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𐄙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주민
에게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와 부가급여 지원
𐄙 최저생계유지비 : 4인가구 기준 최대 536천원
𐄙 부가급여 : 4인가구 기준 최대 134천원

8.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개량 지원
𐄙 지원대상 :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
하는 주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𐄙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가구당 최대 336만원)
𐄙 취약계층은 지붕 개량비 추가 지원(가구당 350만원)

3. 월동대책비·자녀교통비 지원
𐄙 월동대책비 :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 10만원 지원
𐄙 자녀교통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연 30.4만원 지원

9. 재래식 화장실 개선

15. 서민 HOPE 주택

𐄙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장실을 수세

𐄙 사회적 소외계층 소유 주택 및 노후 사회복지시설을 재능

식으로 개선(500만원 한도 내)

기부(설계재능 + 시공재원)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10. 옥내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
𐄙 노후 주택 소유자 누구에게나 단독주택은 120만원, 공동
주택은 세대당 100만원, 취약계층은 한도 없이 지원

16. 전기설비 안전점검·개선
11. 옥상 물탱크 철거·직결급수 무료 시행
𐄙 5층 이하 옥상 물탱크가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물탱크 철거,

𐄙 노후 서민아파트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 전기설비 무상 교체

수도관 직접 연결 및 방수처리(상수도사업본부 시공)

12.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
𐄙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주택 : 가구당 240만원 지원
- 아파트 : 가구당 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당 600만원 지원
- 태양광 설비 대여 : 공동주택 가구당(3kw) 150만원 지원

17.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𐄙 30년 이상 경과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으로 주요 구조부, 옹벽, 사면 등 안전취약부분 보수·보
강(3천만원 범위 내 지원)

18. 다복동 마을세무사
𐄙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 상담 서비
스 제공

19.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13. 취약계층 LED조명 무료 교체
𐄙 저소득층(중위소득 43% 이내)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
부에 등록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백열등 및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료 교체

14. 빈집 정비(폐가철거 지원, 햇살둥지 사업)
𐄙 폐가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800만원(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 조건)
𐄙 햇살둥지 사업
- 1동당 최대 1,800만원, 초과 비용은 건물주 부담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 반값 전·월세 임대(3년)조건)

𐄙 행정과 복지, 보건, 고용, 마을지기, 자원봉사 부문을 통합
한 주민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비사업 및 뉴타운해제
지역, 정책이주지 등에 우선 개소하여 2019년까지 66개소
를 설치 및 운영

20. 마을지기·만물수리공
𐄙 60만호 단독주택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의 주택관리 서비스 제공
(마을지기 1명, 만물수리공 1명 운영)
𐄙 2019년까지 66개소 개소(복합커뮤니티
센터 연계·설치)

21. 영도 깡깡이 예술마을

27. 다복동 안심마을(CPTED)

𐄙 영도 대평동 1·2가 일원 깡깡이 마을에 영도도선 복원 프로젝

𐄙 구·군 신청을 받아 경찰,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셉테드

트, 퍼블릭아트 프로젝트(공공예술), 마을박물관 프로젝

실무협의회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각종 범죄예방 시설

트, 문화사랑방(공동체 복원) 등의 사업진행

물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22. 새뜰마을사업

28. 생활환경 디자인 개선

𐄙 취약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안전확보, 생활·위생

𐄙 서민 주거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구·군 신청을 받아

인프라, 주택정비 지원, 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등 지역

사업성 평가와 심의를 거쳐 주민커뮤니티 시설 정비·확충,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

생활안전 확보 등의 대상사업 확정

23.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𐄙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청년·주민·단체 등의 공동체 지원(최대 700
만원)

29. 쌈지공원 조성
𐄙 폐·공가, 공한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 쉼터
및 생활권 내 녹지공간 조성

24. 행복마을 만들기

30. 골목길 가드닝 운동

𐄙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주민화합과 일자리 창출 터전을 조성

𐄙 마을 내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화단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기반 조성·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특화

꽃·나무 등 재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

31. 친환경 에너지마을 만들기
𐄙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마을단위 단독·공동주택을 대상

25. 부산의 마을재생사업

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무상 설치

𐄙 보수동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𐄙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
𐄙 가마뫼마을 역사 재생사업
𐄙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𐄙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

26. 주거환경 정비
𐄙 구·군 신청을 받아 시 정비기금 운용 심의회의 사업성 평

32. 생활문화센터 조성
𐄙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 공간을 재단장(리모델링)해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문화공간 조성

가와 심의를 거쳐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방재공원
조성 등의 대상사업 확정

33. 마을단위 복합문화공간 조성
𐄙 마을 내 유휴 공간, 빈집 등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을 체험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비전추진단, 다복동이야기 홍보책자.

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정책동향

운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차량과 주행로, 그

BRT 개념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대도시
권에서 건설·운영하는 버스시스템으로 전용주행로, 간선
급행버스체계 교차로, 정류소 등의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뜻한다. 즉 BRT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개념을 도
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서비스를 도시
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획기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
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BRT는 현재 일본, 브라질
등 전세계 45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세

리고 정류장이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을 형성하며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버스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독립된 시스템이
라 할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전용형 BRT를 도입하여 운
영 중이다.
혼용형 BRT는 기존 시가지내 특정 축의 일부 구간에 대
한 높은 이동성과 수송능력을 갖춘 BRT 인프라를 구축하
고 이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 또는 새로운 버스 노
선이 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혼용형 BRT는 전용주
행로, 정류장, 교차로 처리 등에 의해 결정되는 BRT 인프
라의 용량을 고려해 구간별로 운행을 허용하는 노선들을

종시와 수도권 등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BRT는 운행 범위에 따라 광역형 BRT와 도심형 BRT로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구분하며, 기반시설 운영방식에 따라 전용형 BRT와 혼용
형 BRT로 분류할 수 있다.
광역형 BRT는 대도시권에서 도시와 도시간을 연계하는
간선교통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노선연장이 길다. 따라서
승객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 이동이 가능한 시설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며, 광역통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 또는 도심 외곽의 환승센터에서 도시철도, 도
심형 BRT, 또는 일반버스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반해 도심형 BRT는 도심의 주요 교통축을 대상으

<버스전용신호 및 전용주행차로>

로 구축되는 유형의 시스템으로 기존 버스보다 신속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하다. 정시성 제고에 초점을 두며, 정
류장에서 승객이 BRT 버스를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정류
장 시설 및 운영의 고규격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
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횡단보도 등 정류장 접근체계와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에
사용되는 도보 및 자전거 도로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전용형 BRT는 운행하는 노선이 BRT 시스템 내에서만
<BRT 전용입체교차>
<BRT 유형별 설치 및 운영기준>

구분

광역형

주행로

BRT
전용형 맞춤형
차량
혼용형

도심형

BRT
자동차

일반 BRT
차량

맞춤형
전용형 BRT
차량
혼용형

일반 BRT
차량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환승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교차로

정류장

입체 또는
우선신호

폐쇄형,
반개방형

부분입체,
우선처리

개방형,
반개방형

BMS,BIS

입체 또는
우선신호

폐쇄형,
반개방형

전용운영
시스템

우선처리

개방형,
차량지불형

포함

필요시 포함

전용운영
시스템

BMS,BIS

기준 평균
통행속도(km/h)

35

25

부산시 BRT 사업개요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원동IC~올림픽교차로간 개통을

이어질 수 있으므로 BRT는 24시간 운영이 필수요소이다.

시작으로 시내 주요도로 7개축 88.7㎞에 BRT를 추진 중이

부산시는 BRT 구간의 교통안전과 보다 효율적인 운영

다. 7개축 중 5개는 내성~송정, 내성~충무, 서면~사상,

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BRT 구간을 위반한 차량에 과태

문현~수영, 대티~하단간 도심형 BRT이며, 2개축은 하

료를 부과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단~진해 용원, 내성~양산 용암마을간 광역 BRT이다. 올

은「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

해 4월 안락교차로~올림픽교차로간 1단계 5.4km를 개통

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

하였으며, 내성~서면간 구간은 실시설계가 추진 중이다.

업용 승합자동차,「도로교통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

BRT 사업은 버스와 일반차량의 교통흐름을 완전 분리

은 어린이통학버스,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

하여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들고자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중

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

앙버스정류장,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버스전용신호와 버스

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관

정보관리체계(BIMS)를 운영하는 것이다. BRT에서 운영되

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여객자동차 운수

는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 등에만 적용되는 일반

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버스전용차로와 달리 24시간 운영하게 되므로 중앙버스전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에 한정되므로 운

용차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야시간에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지만, BRT가 운영되
는 교차로에서는 버스전용신호와 차선이 다르므로 직진과
좌회전 차량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사고로

2017
내성~송정 공사

2018
내성~송정 운영

내성~서면 설계, 공사착공

내성~서면 운영
서면~충무 설계

2019
2020
2021
이후
서면~충무 공사, 운영 서면~사상 공사, 운영 그 외 연차별추진
서면~사상 설계

부산시 BRT 에 대한 Q&A
❚왜 BRT 인가요?
BRT는 버스속도를 높여 목적지까
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로
기존에는 버스를 타면 평균 25분 정도 소요되었으나, BRT
는 20분 정도 소요되어 통행시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버
스를 타면 시간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운행시간이 BRT는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 운행시간으로 이용 가능하며,
BRT를 이용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절감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되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

❚복잡한 신호체계(버스전용신호)로 위험하지 않나요?
일반신호등과 차별화된 버스전용신
호등 설치로 운전자의 혼동을 방지하
였으며, 교차로 유턴구간은 버스정지
선을 후퇴하고 정차금지대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였으므로 신호를 준수하면 사고위
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불법유턴한 자동차와 정면충
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보행자 무단
횡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BRT 만들 예산으로 도로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
BRT의 1km 건설 비용은 25억원인 반면,
도로 1km 건설 비용은 2,000억원으로 BRT
의 80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므로
도로 1km 건설비용으로 부산 전체 지역에
BRT를 만들 수 있다. 승용차 이용자가 BRT를 이용하면 교
통혼잡이 완화되고 도로건설 비용은 절감될 수 있으며, 절
감된 비용은 교육, 복지 등 필요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BRT 설치로 도로가 더 막히지 않나요?
BRT는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도로중앙 1차선으
로 이동한 것으로 버스전용차로제가 24시간 적용됨에 따
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은 승용차가 주행할 수 있
는 차로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가로변 버
스정류자에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뒤따르던 승용차가 차로
를 변경하면서 안쪽차로로 끼어들며 발생했던 병목현상은
사라지고, 항상 혼잡한 도로지만 버스와 승용차의 차로 분
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교통흐름을 만들어 운전으로 인
한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로폭이 좁은 부산의 실정에 맞나요?

❚지하철 운영구간에 BRT건설은 중복투자 아닌가요?
BRT와 지하철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BRT 건설
은 지하철과 상호보완적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BRT는 지하철이 제공하는 속도와 정시성뿐만 아니라 접근
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지가 많은 우리 부산의
지형적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이다. BRT를
먼저 시행한 서울의 경우도 95% 정도가 지하철 노선과 중
복되어 있다. 서울은 지하철 이용수요가 초과하여 BRT로
보완한 경우이지만, 부산은 지하철로 모든 지역의 이용수
요를 충족할 수 없어 BRT로 보완해야 하는 경우이다. 부
산시는 시민들에게 고급화되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제
공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

❚승용차를 홀대하는 것은 아닌가요?
BRT는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이다. 도로를 이용하는 차
량 중 90% 이상 대다수가 승용차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생
각하면 승용차 이용자는 60% 정도에 그치고 40%는 버스
를 이용하는 승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버스승객이 도로
의 약 30% 정도인 1개 차로만이라도 할애 받을 권리는 충
분이 있다.

❚공사 중에는 차가 너무 막혀요. 대안이 없나요?
도심지 도로공사는 교통혼잡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할 예정이다. 짧은 구
간을 공사 진행하여 공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개통하고, 출
퇴근 시간에는 공사를 피하고, 통행량이 많고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점은 안전을 위해 야간 위주로 공사를 진행할 계
획이다. 또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진행시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혼잡 상황에 따른 안내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
소화한다.

❚기존 개통한 구간을 보면 버스는 적고 일반차로는
막히는데, 해결책은 없나요?
BRT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교통
흐름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 지점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버스속
도 및 정시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승용차 속도는 구간별
로 하향된 지점도 있고 상향된 지점이 있으므로 부분적으
로 문제가 있는 지점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여 승용차도
과거 BRT 시행 이전의 속도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BRT로 인한 통행패턴 변화에 발맞춰 버스노선
개편 등 시민 서비스 향상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BRT는 편도 3차로의 도로폭이 확보되면 설치 가능하며,

BRT 시행 이후 본 구간을 이동하는 버스 노선의 이용승객

실제 서울의 경우 도로폭이 넓은 구간만 설치한 것처럼 보

이 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버스 이용체

이지만 전체 117km 중 22.3km는 편도 3차선 도로에 설치

계를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은 서울과 통행패턴이 다르
고 구간별로도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부산의 실정에 적합
한 BRT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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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도시계획

임대주택
도시계획에 대하여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관련 용어 및 사업에 대하여 소개한다.

임대주택이란?
국가는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
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모두가 부
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
책을 구현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
택을 공급하는 것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
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및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유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공급주체가 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주
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부산시에는 73,948세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오래된 형태인 영구임대주택은 1990년대 초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의 3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규모 40㎡ 이하 주택의 형태로 공급되었다. 이후 1998년부터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규모 85㎡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2~4분위의 무주
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된다. 부산시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주택수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무주택세대인 철거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대부분이 국민임대주택이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20년간 시세의 80% 수
준의 전세금으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임대
기간
공급
조건
공급
규모
공급
대상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5년․10년공공임대
(5년/10년/분납)

50년

30년

20년

5년/10년

보증금+임대료
(시세 30% 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85㎡ 이하
(통상 60㎡ 이하)

전세금
(시세 80% 수준)
85㎡ 이하
(통상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 90% 수준)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85㎡ 이하

4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40㎡ 이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행복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과 임대료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
대주택이다. 부산시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분양전환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4,394호이다.
최근 도입된 행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화
를 위해 공급된 것과 달리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함께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부산시는 부
산시청앞 행복주택을 비롯한 4곳의 부지를 선정해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약 4,000세대의 행복주택 공급계획
을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달리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기존주택전세주택은 임대기간 20년간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
민에게 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2015년 12월 말 기준 부산도시공사는 1,468호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1,370호
의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년 30호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100호의 기존주택전세임대주
택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2015.12.31.기준, 단위: 호)

합계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5년임대

전세임대

73,948

26,296

1,605

22,832

10,396

2,290

9,660

민간임대주택 정의 및 유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
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4년 이상 또는 8
년 이상이며, 공급규모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등은 임
대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다. 공적 재원만으로는 임
대주택을 공급하기에 역부족인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재원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부산의 민간임대주택은 57,375호이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
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4년 이상의 단기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뉴스테이 정책으로
불리우는 기업형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혁신정책으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
국 국민 누구나 입주 가능하며, 민간 분양 주택 수준
의 다양한 주택을 선택하여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의 시중 시세 임대료로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부산형 뉴스테이를 통해 2만호를 포함한 7만 3천호의 임대주
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시 민간임대주택 현황>
(2015.12.31.기준, 단위: 호)

합계

민간건설

건축법허가자

매입임대

준공공임대

57,375

10,171

6,083

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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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뉴스테이 www.molit.go.kr/newstay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행복주택 www.molit.go.kr/happyhouse

도시계획사

부산시청 이전과 그 변화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의 역사와 변화상을 소개한다.

중앙동 청사의 시작
부산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사람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인
구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행정업무가 증가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청사는 1884년 일본영사관으로 건립된 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1936년
영도대교의 가설로 없어진 중구 중앙동 용미산 터에 시청
사를 건립하였다. 시청이 위치한 중구는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을 거쳐 1998년 시청이 연제구 연산동으로 이전
하기 전까지 부산의 행정·상업·업무·문화의 중심지였

와 중앙동 시청 주변의 업체들이 이전해 오면서 인쇄, 출
판, 기획, 제단, 지업사 등 인쇄 관련 업체들이 밀집하였
다.
남포동 일대는 영화 상영 극장이 많이 있었다. 1903년
부산 최초의 극장인 행좌를 시작으로 30년대 부산극장,
광복 이후 제일극장, 동명극장, 부영극장, 국도극장 등이
개관하면서 남포동 영화의 거리를 채워 나갔다. 이처럼 많
은 극장이 밀집하여 독특한 극장 문화를 가진 남포동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행사인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부터 시
작 되었다.

다.

행정·상업·업무·문화의 중심지 중구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해 근대적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중구는 해상교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
고 있었다. 그로 인해 시청, 경찰서, 우편국, 세관 등의 많
은 관공서가 위치하였고, 6·25전쟁 당시는 임시수도의
행정기관이, 전쟁 이후에는 부산의 행정기관이 모여 있던

중구의 재도약
중구는 시청 및 여러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금정구와 북구, 해운대구 등에 대규
모 주거지가 조성되어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
였고, 많은 업무시설과 금융기관들은 서면과 연산동 등으
로 이전하면서 그 일대는 새로운 독립 상권으로 발전하였
다. 그리고 인쇄산업의 중심지였던 동광동 일대는 많은 인

곳이었다.
또한, 중구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1910년에 개설된 우
리나라 최초의 공설시장으로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주로
판매하는 부평시장, 6공구로 나누어 각각 전문화된 물품
들을 판매하는 국제시장,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갈치시장
등의 전통시장과 부산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이자 영화
‘도둑들’의 촬영지인 부산 데파트와 부산 유통업체의
효시인 미화당백화점은 부산의 상업을 책임졌다.
그리고 중앙동 일대는 업무시설과 금융기관 등이 많이
위치하였으며, 동광동 일대는 60년대 초 인쇄소들이 하나
둘씩 자리 잡은 것을 시작으로 70년대부터 국제시장 입구

<부산 데파트>

쇄소들이 서면 등으로 이전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옛 시청 자리에 롯데백화점이 들어
서면서부터 중구는 과거의 위상을 점점 회복하기 시작하
였다.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광복로 주변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소매점들과 국제시장·부평시장·자갈치시장 같
은 전통시장들은 부산의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축이
자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그리고 보수동 책방골목
과 40계단 등 일제강점기와 피란수도 부산의 근현대사의
기록을 간직한 중구는 부산의 도심으로서 핵심 상권이자
관광산업의 중심지이다.

<롯데백화점 광복점>

<중앙동 시청사>

시청사의 연산동 이전
1936년에 건립된 중앙동 청사는 인구 약 30만명 규모에
맞추어 지어졌다. 그러나 광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부산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행정수요도 급증하
여 중앙동 청사는 협소한 곳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는
직할시가 되고 380만의 대도시가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
다. 낡고 오래된 데다 행정업무 공간이 부족하여 외부에 6
개 건물을 따로 빌려서 업무를 보아야만 했다. 그리고 부
산의 행정구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위치적으로도 너무 한
쪽에 치우치게 되었고,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청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53
사단이 이전한 연제구 연산동 부지에 1993년 착공, 1997
년 12월에 완공하여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낡고 협소한 청
사를 떠나 1998년 1월 시의회와 경찰청과 함께 새로운 청
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연산동 시청사>

공원화하여 연산동 청사는 시민들에게 오픈스페이스를 제
공하였다.
시청이 이전하면서 함께 옮긴 시의회와 경찰청뿐 아니
라 다른 행정기관들도 인근으로 속속 옮겨오기 시작했다.
1998년 9월 시청 건너편으로 부산지방노동청이 이전하였
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동남지방통계청도 이웃하여
옮겨왔다. 이후 연제구청과 연제구의회, 연제구보건소,
부산지방국세청도 들어서면서 연산동 일대는 행정타운으
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거제동은 법원 및 검찰청이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변
호사 및 법무사 사무소 등이 입지하여 법조타운이 형성되
었다. 이 밖에 부산지방우정청,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부산소방본부 등 부산의 대표적인 기관이 20여개나 몰려
연제구는 부산의 행정중심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되었다.
과거 동래구 시절 연산동, 거제동 일대는 군부대와 논
밭이 펼쳐져 있었고, 변변한 기반시설도 없이 중앙동과 동
래를 연결하는 길목 정도에 불과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만 해도 연산로타리 일대는 유흥업소가 주류를 이루었던

행정타운 연제구

곳이었으나, 시청을 비롯한 여러 행정기관들이 이전하고

연산동으로 이전한 시청은 대지면적 약 76,000㎡에 연
면적 약 175,000㎡로 지상 28층, 지하 3층 규모 총 공사

업무시설 및 금융기관 등이 들어서면서 연제구는 부산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비 2,673억원이 들어간 대규모 건물이다. 중앙동 청사에
비해 대지는 3배, 연면적은 17배나 넓어졌다. 연산동 청사
는 단순히 행정업무 공간에만 국한 되어있지 않았다. 약
43,000㎡ 규모의 휴식공간과 시민과장, 어린이 놀이터와
함께 주변에 55,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녹지를 조성하고

<검찰청과 법원>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2013, 부산발전 50년 역사이야기 상편.
부산발전연구원, 2012, 사건과 기록으로 본 부산의 어제와 오늘.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

<연산교차로>

법령 제 ․개정 소식
도시계획과 관련한 법령 및 부산시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사항을 제공하여 한눈에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 [개정] 2017.4.18. [시행] 2017.4.19.
○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
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
화하고,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주민제안(제26조제1항제3호)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58조제5항)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
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제37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제1호의3 신설)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제
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심의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건축법
○ [개정] 2017.4.18. [시행] 2017.10.19.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심의는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

도시계획·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등은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의무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

❚건축제한 적용기준 완화(제84조제3항)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
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제103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함

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
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함

❚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제14조제3항·제4
항, 제16조제4항, 제20조제4항 신설)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받
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에는 5일 이내,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 [개정] 2017.4.18. [시행] 2018.4.19.
○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

지하도록 함

❚건축물의 착공신고의 신고수리 통지 및 수리 간주제
도입(제21조제3항 및 제4호 신설)

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폐합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

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

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

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

로 정비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

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시에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

❚건축협정 가능구역 추가 및 집중구역 지정

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제77조의4제1항제4호, 제77조의14 신설)

❚용도지구의 통합(제37조제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

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하고, 효과적

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개정함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 2017.2.8. [시행] 2018.2.9.
○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

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
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의제사항 추가(제57조)

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복잡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두고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

사업시행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

비하고자 함

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

❚정비사업 유형의 통합(제2조)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
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
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제6조, 제7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
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함

❚입안 제안의 허용(제14조)
◦토지등 소유자 2/3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
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

❚재개발사업으로 공급가능 건축물(제23조)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
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제58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
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매도청구의 직접규정(제64조)
◦매도청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
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
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

❚분양공고 시기의 연장 및 재분양신청의 예외적 허용
(제72조)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
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제73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
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류 후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제25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

❚시공자 등의 선정방식(제29조, 제30조, 제32조)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도 허용함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
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제76조)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
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준공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제84조)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

❚조합의 설립 등(제39조, 제42조, 제45조)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
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
로 인정함

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

❚현황도로도 민간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제97조)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
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
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

❚사업시행인가(제50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신설(제114조)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
구를 신설함

신청시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
자는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제51조 및 제52조)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제119조)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알린다.
일자

심의안건명
주요내용
① 재송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79시영아파트 일원 재송2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해운대구 재송동 1030번지 일원】
지정
A=33,794.7㎡
②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남해고속도로 구)서부산요금소 부지를 활
변경(4차)안
용한 서부산휴게소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
【강서구 대저2동 4032번지 일원】
구역관리계획 변경
A=9,805㎡
③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
·좌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변 간선도
【동구 좌천동 94-5번지(좌천고가 하부)】
로인 중앙대로와 자성로의 원활한 교통흐
제3회
B=30m, L49m→44m(감 5m)
름과 사업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기점
변경 및 연장오류정정
도시계획위원회
④
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결정(안)
·동국제강의
강판 산화방지를 위한 질소사
(2017.3.29.)
【남구 감만동 586번지 일원】
용량 증가로 질소저장탱크 추가 설치가 필
A=58㎡
요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⑤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도로) 결정(신설,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도서관
변경)(안)
전면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부산도서관
【사상구 덕포동 415-1번지 일원】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화공원 : A=3,160㎡, 도로 : 경미한변경
⑥ 도시관리계획(수변공원) 결정(안)
·다대포에 조성된 녹지대 및 해수욕장은 사
【사하구 다대동 1674번지 일원】
실상 공원 시설로 부족한 서부산권 도시공
A=155,483㎡
원 면적 확충을 위해 수변공원으로 도시계
획시설 결정
① 도시관리계획(거북섬유원지) 결정(폐지)(안) ·1995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시 재
【사하구 다대동 산1-21번지 일원】
정 여건상 실효시점 이전까지 유원지 조성
A=355,000㎡ → 0㎡(감 355,000㎡)
이 불가능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심의결과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②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폐지)(안)
·도로변 완충기능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사하구 구평동 산108 ~ 다대동 산1-1 일원】 원인시설(도로) 폐지로 인한 녹지 기능수행 원안의결
A=152,493㎡ → 0㎡(감 152,493㎡)
이 불필요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③ 도시관리계획(몰운대유원지) 결정(폐지)(안) ·1967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시 재
【사하구 다대동 산144번지 일원】
정 여건상 실효시점 이전까지 유원지 조성 원안의결
A=506,184㎡ → 0㎡(감 506,184㎡)
이 불가능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④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폐지)(안)
【기장군 정관면 시가지 주간선도로변】
A=2,354㎡ → 0㎡(감 2,354㎡)

·기존 도로(대1-46호선)의 변경으로 새로이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기 결정된 완충녹지 원안의결
폐지

⑤ 도시관리계획(달음산공원) 변경결정(안) ·1997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시 재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252번지 일원】
정여건상 실효시점 이전까지 공원 조성이
원안의결
A=6,108,690㎡ → 2,021,375㎡(감 4,087,315㎡) 불가능한 사유지를 제척하고자 도시계획시
설 변경
제4회
⑥
도시관리계획(동래~해운대공원)
변경결정(안)
·1970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시 재
도시계획위원회
【해운대구
원동교
~
운촌삼거리
일원】
정여건상
실효시점 이전까지 공원 조성이 조건부의결
(2017. 4.12.)
A=219,411㎡ → 161,368㎡(감 58,043㎡)
불가능한 사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⑦ 도시관리계획(부산묘지공원) 변경결정(안) ·외곽순환고속도로(교통광장)와 중복되거나
【금정구 남산동, 청룡동 일원】
공원 기능이 상실된 부지 제척을 위해 도 원안의결
A=750,932㎡→817,036㎡(증 66,104㎡)
시계획시설 변경
⑧ 도시관리계획(문현공원) 변경결정(안)
【남구 문현동 산24-1번지 일원】
A=41,446㎡→16,137㎡(감 25,309㎡)

·급경사지로 공원조성이 어렵고, 1944년 결
정된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시 재정여건상
원안의결
실효시점 이전까지 공원 조성이 불가 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⑨ 도시관리계획(송정공원) 변경결정(안)
·1971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시 재
【해운대구 송정동 288-57번지 일원】
정여건상 실효시점 이전까지 공원 조성이
원안의결
A=296,228㎡ → 49,887㎡(감 246,341㎡)
불가능한 사유지 제척을 위해 도시계획시
설 변경
⑩ 도시관리계획(안락아파트지구 제3공원) ·대로변 선형공원으로 남측 도로로 단절된
변경결정(안)
구간이 도로와 어린이공원으로 중복 결정
원안의결
【동래구 낙민동 83-1번지 일원】
되어 있어 제척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A=2,700㎡ → 2,418.3㎡(감 281.7㎡)

일자

심의안건명
주요내용
⑪ 도시관리계획(자성대공원) 변경결정(안) ·대부분 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공원으
【동구 범일동 590-5번지 일원】
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일부 사유지
A=26,702㎡ → 23,475㎡(감 3,227㎡)
제척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⑫ 도시관리계획(제2운동공원) 변경결정(안) ·1986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시 재
제4회
【사하구 장림동 산145번지 일원】
정여건상 실효시점 이전까지 공원조성이
도시계획위원회 A=52,233㎡ → 18,485㎡(감 33,748㎡)
불가능한 사유지 제척을 위해 도시계획시
(2017. 4.12.)
설 변경
⑬ 도시관리계획(태종대유원지) 변경결정(안) ·대부분 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공원으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일원】
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일부 사유지
A=1,793,026㎡ → 1,709,610㎡(감 83,416㎡) 제척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심의결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원안의결

① 대연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 ·대연3지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이
비구역 지정(안)
용의 효율성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원안의결
【남구 대연동 455-25번지 일원】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A=12,538㎡
②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 ·수안2지구에 환경친화적 공동주택 건설로
비구역 지정(안)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미관의 증진, 쾌
원안의결
제5회
【동래구 수안동 6-1번지 일원】
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
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A=58,620㎡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2017. 4.26.)
【강서구 대저동 549번지 일원】
예정부지의 토지투기 방지 및 합리적 지가 원안의결
A=0.653㎢
형성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
·기존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토지거래
【대저1·2, 강동, 봉림, 명지(경자청)일원】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토지의 투
원안의결
A=25.627㎢
기 방지 및 합리적인 지가 형성을 위하여
재지정
제1회
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광안동, 민락동 일원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07.7.2) 이후 변화된 개발 여건 및 토지이 재심의
공동위원회
용에 순응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17. 4.26.) A=309,500㎡
①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안)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에 여가·문화 시
【해운대구 반송동 844-2번지 일원】
설을 조성코자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공
원안의결
공원 : A=89,840㎡,
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도로 노선
도로 : B=6m, L=285m → 723m(감 438m) 연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②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안)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시 재정 및
【금정구 고속도로종점 ~ 두구동 도시계획구역계】 현황 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도로에 대하여
원안의결
B=35~74m, L=7,100m →
제척 및 현황대로 변경을 위해 도시계획시
B=35~74m L=6,500m, B=20~35m L=600m 설 변경
③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주변 개발지역의 안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256번지 일원】
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 원안의결
A=3,671㎡, L=1,352m
정
④ 좌천·범일 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사업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사업시행
제6회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예정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
도시계획위원회
원안의결
【동구 범일동 252-1562번지 일원】
업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2017. 5.31.)
A=44,226.7㎡
⑤ 암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정비사업의 장기간 미추진으로 추진위원회
【서구 암남동 279번지 일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정
원안의결
A=49,080㎡ → 0㎡(감 49,080㎡)
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정비예
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⑥ 만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북구 만덕동 산181번지 일원】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 원안의결
A=89,405㎡
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⑦ 명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동래구 명장동 508-75번지 일원】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 원안의결
A=21,764㎡
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2회
【광안동, 민락동 일원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07.7.2) 이후 변화된 개발 여건 및 토지이 원안의결
공동위원회
A=309,500㎡
용에 순응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17. 5.31.)

취재리포트

제3기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
지난 5월 11일(목) 저녁 7시 시청 1층 대강당. 5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진
행되는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3회째를 맞는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는 민선6기 시민중심 시정운영과 정
부3.0 소통의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시민계획가” 양성이 목
적이다. 대학생부터 주부, 직장인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저녁 2시간 동안 개인
시간을 투자하여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를 참여하기 위해 왔다.
아카데미는 부산시와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
으며,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시 현안과 정책방향, 부동산 현황 및 특성, 선

<도시계획 강의>

진도시 정책, 인문학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금번 제3기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에서는 서병수 시장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어 평소 시민들이 시장에게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
민들은 서병수 시장이 일자리 시장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주택 정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산시 교통망 확
보 대책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복동 사업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부산시민들은
평소 시정의 어떠한 사항이 궁금한지, 서병수 시장의 평소 생각은 어떠한지, 솔직한 답변이 오가면서 서로 간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 역량이 강화된 수료생들은 한 사람의‘시민계
획가’로서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우선,‘부산 도시계획헌장’제정을 위해 7월부터 진행되는 시
민계획단에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시민 누구나 지키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이 도시를 바라보는 척도가 될 수 있는, 미래 부산 도시계획 100년을 지향할 헌
장을 만드는데 일조할 예정이다.
<서병수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제3기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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