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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대상 및 범위(변경)

가. 공간적 범위(변경)

• 위 치 : 부산진구 범전동 136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895,970㎡

(변경) 900,552㎡ (증 4,582㎡)
  ▷ 변경사유 :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

             (지구계 변경없음)
나. 시간적 범위(변경)

• 계획 기준년도 : 2007년
• 계획 목표연도 : (기정) 2015년 

               (변경) 2020년
다. 내용적 범위

• 부산진구 범전동 136번지 일원에 대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건축계획, 촉진구역지정 등에 대한 촉진계획 수립

[ 위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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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기본방향(변경없음)

가. SWOT분석 및 계획기본방향

SWOT 분석 기본방향
강점(Strength)
• 부산 도심인 서면에 인접 위치
• 시민공원 조성으로 대규모 유동인구 유입 기대
•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간선도로의 광역적 교통

접근성 양호. 교통 결절부
• 시민공원 조성 등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

• 서면도심 인접 및 시민공원 개발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상업․주거․공공․문화

의 복합적 용도를 갖는 도심형 개발 계획
• 구역내 미군부대 철수지역은 시민공원으로 
  개발됨에 따라 공원과 조화되는 인접지역의 
  환경개선

약점(Weakness)
• 구시가지 지역으로 내부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 주택 등 각종 시설이 노후
•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
• 상업시설과 주거 그리고 녹지공간의 혼재

• 군부대 이적지에 부산시의 상징적 공원 조성
• 시민공원 정형화로 공원 및 인접지 공간 활용성 

개선
• 4개 노선 개설 등 내부 접근 도로 여건 개선
• 지역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 계획
• 학교시설 재배치와 교사 신축 등 교육시설 정비

기회(Opportunity)
• 미군부대 이전으로 도심 내 대규모 가용 토지 

확보.
• 여건 및 제도변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개발의지
• 인근에 부산광역시 신청사가 입지하여 행정과 

업무기능 증가 추세.
• 공원조성으로 기존의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

고, 입체복합지역 개발로 새로운 이미지 창출

• 도심 내 대규모 공원 조성으로 이용 인구 유입
•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적정사업 
  방식을 이용한 지역 정비
• 도심 내 필요한 상업․주거․공공․문화 등 다양한  

기능 도입

위협(Threat)
• 신규 개발지 등과 비교하여 높은 지가(공공시설 

확보 부족)와 복잡한 권리관계(개발기간 장기화)
를 지니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음

• 서면 중심권과의 거리, 철도에 의한 단절, 
  대형할인점의 입점 등으로 상업시설 입지 
  경쟁력 약화

• 지역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 컨텐츠 
개발

•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상업기능을 통해 상업경쟁
력 확보

• 서면도심과 공원의 접근성 확충으로 연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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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목표(변경없음)

• 시민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한 친환경적 주거 공간 창출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한 도심기능의 
회복 및 건축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공원부지 정형화, 하천 복원 등을 통한 복합적 기능의 친환
경 도심개발을 목표로 함 

 계획의 Theme(변경없음)

■ 촉진지구 Theme 

• HIGH Culture City : 주거, 문화, 공원, 행복의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 H : Habitation(주거)

- 쾌적한 정주 공간 조성
- 도시 시각회랑과 원지형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주거 공간 조성
- 다양한 계층 간, 세대 간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형성으로 사회적 통합 공간 구성

• I : Inter-Culture(문화교류)
-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교류함으로서 지역의 활력화 및 주거지역의 분화 

방지
-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가능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 조성
- 국립국악원, 시민공원, 서면으로 이어지는 도심 문화축 형성

• G : Green Park(녹색공원)
-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체계
- 공원, 보행공간, 휴식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입체적 공간 활용
- 부전천, 전포천 복원을 통한 친수환경 조성

• H : Happiness(행복)
-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복지, 문화, 교육,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 주민과 시민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문화 공간 조성
- 주거와 상업, 녹지 공간이 조화된 행복한 삶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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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별 Theme

    

• 해뜨는 거리
- 주거단지와 공공영역이 융합된 커뮤니티 거리 조성
- 시각회랑을 고려한 건축 배치를 통해 거리의 경관 향상, 풍부한 빛과 바람길 제공
- 원지형에 순응하는 경사지 친환경 테라스하우스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

• 문화의 거리
- 공원, 학교, 문화시설이 연계된 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 발생 촉진
- 각종 이벤트가 열려 생동감 있는 거리가 되도록 Open Space 확보
- 상업시설 저층부여 문화시설 설치의 적극적 유도

• 예술의 거리
- 공공공간에 벽화․조각․설치미술 등을 설치하여 장소성을 부여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
- 각종 문화․예술 시설 배치의 적극적 유도
- 시민공원 친수공원과 연계한 열린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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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지표 설정(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기정 변경

인구 인구 12,351 21,078 23,489 ⋅세대당 2.9인(2020부산시도시기본계획)
  → 세대당 2.6인(2030부산시도시기본계획)

세대 4,932 7,268 9,034 ⋅기정 대비 24.3% 증가
도  로  율 6.7% 12.0% 12.4% ⋅보행자도로 포함
공원녹지율 - 53.9% 54.8% ⋅부산시민공원 계획 포함 
주   차  장 - 1개소 1개소
공 공 공 지 2개소 1개소 1개소
공 공 청 사 2개소 2개소 2개소 ⋅동사무소→공공청사, 치안센터
초 등 학 교 2개교 2개교 2개교 ⋅통학권 고려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이전
⋅초등학교 1개교 증설중  학  교 1개교 1개교 1개교

하      천 2개소 2개소 2개소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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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기본방향(변경)

■ 도시공간구조에 적합한 토지이용 개편

• 서면 도심권 인접 지역에 적합하도록 토지이용 구조를 개선
• 부산시민공원의 상징성, 개방감, 효율성 증진, 명확한 경계부의 설정 등을 위한 형태 정형화

■ 주거․상업․업무․문화․휴식기능이 연계된 복합단지의 조성

•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예정구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은 주상복합기능 으로 계획
• 주택재개발예정구역 및 유형유보예정구역은 공동주택 용도로 계획
• 시민공원 인접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의한 공원․휴식 기능의 확보
• 시민공원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보

■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녹지축 형성

• 보행브릿지, 생태통로 등의 연결을 통한 광역 자연녹지 체계 확보
• 서면도심․부전역․시민공원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확충
• 북측의 어린이공원․국립국악원으로부터 시민공원 그리고 인접지 문화시설과 연계되는 문화축 

형성

■ 상위계획 및 관련․주변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토지이용계획 수립

•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한 촉진사업 추진
•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예정구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주

택재개발예정구역 및 유형유보예정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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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기본 구상도 ]

[ 공간구조 구상도 ] 개발기본구상(변경없음)

가. 공간구조구상

■ 도시공간구조와 연계

• 국립국악원-시민공원-서면으로 이어지는 
부산의 새로운 문화축 형성

• 화지산 자연환경을 공중회랑으로 연결
하여 시민공원과 연계된 녹지축으로 
발전

• 공원을 중심으로 남측을 최대한  개방
시켜 시각회랑 확보

• 시민공원으로의 다양한 접근통로 확충
나. 개발기본구상

■ 친환경․경관

•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화지산, 광장, 
소공원 등이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
체계 형성

• 복개된 부전천을 복원하여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

• 공원 남측으로 교육시설, 공공시설, 
Open Space를 집중 배치하여 공원
과 주변지역의 개방성을 확보

•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여 공원과 조화
되는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

■ 공간구조․교통

• 새싹로, 범전로, 동평로와 연결되는 
공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공원경계
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본골격을 형성
하고, 지구 내부 연결 통로로 활용

■ 기능배분․사업방식

•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방식을 적용. 간선도로변이며 상업지역인 공원 서
측과 남측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거지역인 동측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

• 상업지역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조화된 주상복합용도로, 주거지역은 주거중심용도로 개발
• 행정구역과 이용 접근성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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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변경 사유

• 2008년 4월 최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기반시설 우선 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
필) 변경사항 반영

나. 주상복합용지

•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예정구역 중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예정구역은 주상복합기능 배분

• 도심 및 역세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싹로변과 역세권주변지역은 상업․문화․주거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

• 공원과 조화되는 문화관련 시설 도입 유도
• 복합용도에 적합한 입체적 공간 구성 계획
• 공원 인접 지역은 위압적이고 폐쇄적인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선 지정에 의해 공원으

로부터 이격하여 건물 배치
• 2007년 신축 준공 건물인 사업지 북측의 기존 주상복합단지 일동미라주 존치

다. 공동주택용지

• 2020 부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 및 유형유보예정구역은 주
거기능 배분

• 사업지구 내부 주거환경 불량지역 주거환경 개선
• 사업지구 내외부의 지형여건․경관․시각회랑을 고려한 건축배치 유도
• 공동주택용지 내 세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이 더불

어 사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대규모 공적 공간(시민공원)으로부터 급격한 기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인접도로변

에 연도형 상가 배치



- 11 -

라. 기반시설용지

■ 도로

• 지역여건에 맞는 가로망체계 정비 및 교통계획 수립
• 기존 간선가로도로와 연계되는 연결도로 및 세부 가로망 정비 확충
• 시민공원 경계부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가로망 형성
• 보행자도로 및 광장, 공원 등의 적정한 배치를 통한 보행네트워크 형성

■ 공원․ 녹지(변경)

• 형태의 정형화를 통한 시민공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경계 설정
• 화지산과 시민공원, 황령산을 연결하는 광역녹지축 형성
• 지구 남측 철도변 공해 완화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 부전역 철도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방지 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신설

■ 공공공지

• 주거환경의 보호 및 보행자의 통행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

■ 주 차 장

• 공공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 계획

■ 학 교(변경)

•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 및 증설 계획
• 203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의 2020년 교육시설 지표 수용
• 지구 내 증가 세대수 및 학교현황을 고려한 계획

■ 광 장

• 부전역과 연계된 시민공원 남측 시각회랑 확보
• 부전역세권 개발 및 시민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광장계획
• 새로운 문화축의 중심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이벤트 공간 조성

■ 공공청사(변경)

• 수요와 접근성을 감안한 치안센터 배치 및 동사무소를 공공청사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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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95,970 증) 4,582 900,552 100.00

주
거
용
지

소    계 255,959 감) 2,794 253,165 28.1 

주상복합 95,790 증) 355 96,145 10.7 존치지역(일동미라주) 포함
(면적:5,931㎡)

공동주택 160,169 감) 3,149 157,020 17.4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640,011 증) 7,376 647,387 71.9 
공    원 483,186 증) 1,723 484,909 53.8 시민공원, 소공원, 하천 2개소 포함

학    교 26,766 감) 17 26,749 3.0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양성초등학교

완충녹지 4,662 증) 3,978 8,640 1.0 3개소
공공공지 969 - 969 0.1 1개소
광    장 13,207 증) 402 13,609 1.5 1개소
주 차 장 371 - 371 0.0 1개소
공공청사 629 - 629 0.1 동사무소→공공청사, 치안센터
보행자

전용도로 881 증) 893 1,774 0.2 
도    로 109,340 증) 397 109,737 12.2 



- 13 -

[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 



- 14 -

4.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기본방향(변경없음)

■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고려한 계획

• 부산시 주택정책에 적합한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계획 기준의 설정 

■ 주거여건 및 주민요구를 수렴한 인구 주택 계획

• 대상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요구를 고려하여 주택계획을 수립
• 촉진구역의 개발가능밀도 및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계획
• 향후 세대구성 및 희망 평형을 고려한 평형 배분
• 세입세대의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변경)

가. 법적 기준에 따른 주택계획

■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주택재개발사업) 

구분 정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법적
기준

-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정비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부산
광역시고시(제2005-179호))

-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시행령 제21조)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60%이상



- 15 -

■ 임대주택 건립기준(주택재개발사업)(변경)

 (기정)

관련규정 건립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부산광역시고시(제2005-179호)

- 건설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건립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

대수의 2.5%이상 확보(단, 건설세대수가 200
세대 미만인 경우 제외)


• 건설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 건설
• 임대주택 건립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2.5%이상: 전용면적 40㎡이하 

 (변경)

관련규정 건립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부산광역시고시(제2012-499호)

- 건설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 건립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 확보 


• 건설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건설
• 임대주택 건립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으로 임대주택 비율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건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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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3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 주거용지 평균인구 밀도의 구분(용지별 소요면적 산정 식)

(기정) 202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 2020년 목표인구 410만의 계획인구 중 93%인 382만 5천명이 주거용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계획
• 주거용지는 고밀, 중밀, 저밀로 분류하고, 각각의 인구밀도는 다른 도시의 원단위를 검토하여 

각각 650인/ha, 350인/ha, 200인/ha으로 설정
[ 주거용지 평균인구 밀도 ]

구 분 인구배분율(%) 수용인구(천인) 인구밀도(인/ha) 비 고
계 100 3,825

고밀지역 30 1,147 650
중밀지역 40 1,530 350
저밀지역 20 765 200

초저밀지역 10 383 125

(변경) 203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 2020년 목표인구를 390만으로 추정
• 주거용지는 고밀, 중밀, 저밀로 분류하고, 각각의 인구밀도는 타 광역시의 원단위를 고려하여 

각각 400인/ha, 250인/ha, 150인/ha 설정
[ 주거용지 평균인구 밀도 ]

구 분 인구배분율(%) 수용인구(천인) 인구밀도(인/ha) 비 고

중부산

계 100 1,863
고밀지역 40 745 400
중밀지역 40 745 250
저밀지역 20 373 150



- 17 -

 인구 및 가구 현황(변경없음)

가. 부산시 인구 및 가구

• 부산인구는 2004년에는 3,684,153명이었고, 2013년 3,563,57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세
대 당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음

[ 부산시 연도별 인구현황 ]

년도 세대수 인구(명) 인구밀도(인/㎢) 세대당
인구 비고계 남 여 면적(㎢)

2004 1,251,069 3,684,153 1,838,789 1,845,364 4,826 763.40 2.9
2005 1,270,612 3,657,840 1,823,636 1,834,204 4,785 764.43 2.9
2006 1,288,672 3,635,389 1,812,627 1,822,762 4,752 765.10 2.8
2007 1,300,724 3,615,101 1,801,832 1,813,269 4,722 765.64 2.8
2008 1,311,724 3,596,063 1,791,273 1,804,790 4,695 765.94 2.7
2009 1,323,771 3,574,340 1,778,834 1,795,506 4,666 766.08 2.7
2010 1,371,346 3,600,381 1,791,455 1,808,926 4,692 767.35 2.6
2011 1,381,257 3,586,079 1,783,378 1,802,701 4,667 768.41 2.6
2012 1,389,526 3,573,533 1,774,993 1,798,540 4,649 769.69 2.6
2013 1,404,663 3,563,578 1,767,963 1,795,615 4,629 769.86 2.5

자료 : 부산시 통계연보, 2014

나. 부산진구 인구 및 가구

• 부산진구의 인구증가추이는 과거 80년대까지는 연평균 0.8%의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90년대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2013년 현재 인구는 391,957인으로 부산광역시 전체인구 
3,563,578인의 11.0%를 차지함

• 부산시의 인구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 부산진구의 일반가구수는 162,795가구로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인구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증가하는 사유로는 세대 당 인구가 2.9인에서 2.4인으로 감
소됨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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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연도별 인구 현황 ]

년도 세대수 인구(명) 인구밀도
(인/㎢) 면적(㎢) 세대당

인구 비고계 남 여
2004 142,108 406,860 202,930 203,930 13,704 29.67 2.9
2005 147,811 412,055 204,890 207,165 13,878 29.69 2.8
2006 149,836 407,397 202,417 204,980 13,726 29.68 2.7
2007 151,256 404,331 200,609 203,722 13,623 29.68 2.7
2008 152,942 402,942 199,531 203,411 13,576 29.68 2.6
2009 153,413 398,101 196,892 201,209 13,409 29.69 2.6
2010 158,253 398,174 196,864 201,310 13,411 29.69 2.5
2011 159,915 397,411 196,205 201,206 13,385 29.69 2.5
2012 160,699 395,032 194,777 200,255 13,305 29.69 2.5
2013 162,795 391,957 192,656 199,301 13,202 29.69 2.4

자료 : 부산진구 통계연보. 2014

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구 및 세대수 현황

•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구는 12,351인이며, 자가 6,332인, 세입자 6,019인으로 자가 비율이 
51%로 나타남

• 세대수는 4,932 가구로서 세대 당 인구수 2.5인으로 나타남
[ 촉진구역별 인구 및 세대수 현황 ]

구 분
거 주 인 구 거 주 세 대

비고계 자가 세입자 계 자가 세입자
재정비촉진1구역 1,430 707 723 631 312 319

재정비촉진5구역은 시민공원  계획 부지임

재정비촉진2-1구역 1,325 506 819 602 230 372
재정비촉진2-2구역 904 332 572 395 145 250
재정비촉진3구역 6,682 3,877 2,805 2,585 1,500 1,085
재정비촉진4구역 2,010 910 1,100 719 322 397

 계 12,351 6,332 6,019 4,932 2,509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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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계획지표의 설정

∙ 2030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주거용지 평균인구 밀도의 구분을 통해 고밀지역과 중밀지역에 대
한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대상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계획지표 설정

∙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중 재정비촉진1, 2-1, 2-2구역의 상업지역과 재정비촉진 3, 
4구역의 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시민공원 면적은 제외

∙ 재정비촉진1, 2-1, 2-2구역은 상업지역임을 감안하여 인구밀도 650인/ha를 적용하고, 재정
비촉진3, 4구역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고밀지역 인구밀도 400인/ha를 적용하여 계획세대를 
추정

[ 계획세대수 산정 ]
 (기 정)

구 분 면적
(ha)

인구밀도
(인/ha)

세대당인구
(인)

계획세대
(세대) 비고

재정비촉진1, 2-1, 2-2구역 19.9 650 2.9 4,465 시민공원 면적 제외
재정비촉진3, 4구역 21.0 350 2.9 2,537 시민공원 면적 제외

※ 세대당 인구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변 경)
구 분 면적

(ha)
인구밀도
(인/ha)

세대당인구
(인)

계획세대
(세대) 비고

재정비촉진1, 2-1, 2-2구역 19.9 650 2.6 4,980 시민공원 면적 제외
재정비촉진3, 4구역 21.0 400 2.6 3,234 시민공원 면적 제외

※ 세대당 인구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 계획지표 산출 결과 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세대수는 8,214세대로 검토되었으나, 주민의견 수
렴 및 현실여건 반영 등을 고려하여 8,740세대로 계획

 - 세대 당 인구수 산출근거 :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의 주택수요 추
정에서 일반가구 증가 추계와 부산광역시 인구추계 결과를 감안하여 목표연도의 세대당 인
구수 2.6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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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단계별 주택공급 지표 ]
구   분 2009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계획인구(명) 3,574,340 3,750,000 3,900,000 4,000,000 4,100,000
가구당인구(명/가구) 2.7 2.6 2.6 2.5 2.5

세대수(세대) 1,323,771 1,442,308 1,500,000 1,600,000 1,640,000
주택보급률(%) 107.5 110.9 113.9 116.9 120.0

주택수(호) 1,020,977 1,460,270 1,564,260 1,631,640 1,660,440
자료 : 2030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나. 주택공급 계획(변경)

• 인구밀도 225인/ha를 기준으로 계획지표를 설정하여 촉진지구의 세대수 계획
• 재정비 촉진구역별 주택 수용계획은 각 구역의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 세대수 산정 
• 촉진지구

- 재정비촉진구역 : (기정) 6,974세대, (변경) 8,740세대
- 존치지역 :  294세대(일동미라주)

현     황 계     획

4,932세대 (12,351인)
기정 변경

7,268세대 
(21,078인)

9,034세대 
(23,489인)

[ 구역별 주택공급 계획표) ]
 (기 정)

구 분 전체세대수 분양세대수 임대세대수 비  고
촉진1구역 1,374 1,374 -

촉진2-1구역 1,450 1,450 -
촉진2-2구역 550 550 -

촉진3구역 2,900 2,649 251
촉진4구역 700 640 60
존치지역 294 294 -

계 7,268 6,957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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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세대당 인구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반영하여 2.9인/세대 적용
주2) 상기 촉진구역별 계획세대수(분양, 임대)는 계획상 기준 세대수이며, 최종 건립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사업계획에 따라 상기 계획세대수의 ±3%범위내에서 조정가능(촉진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포함)없음)

 (변 경)
구 분 전체세대수 분양세대수 임대세대수 비  고

촉진1구역 1,820 1,820 - 증) 446
촉진2-1구역 1,885 1,885 - 증) 435
촉진2-2구역 715 715 - 증) 165

촉진3구역 3,480 3,306 174 증) 580
촉진4구역 840 798 42 증) 140
존치지역 294 294 - -

계 9,034 8,818 216 증) 1,766
 ※주1) 세대당 인구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반영하여 2.6인/세대 적용

주2) 상기 촉진구역별 계획세대수(분양, 임대)는 계획상 기준 세대수이며, 최종 건립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사업계획에 따라 상기 계획세대수의 ±3%범위내에서 조정가능(촉진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포함)없음)
주3) 촉진구역별 계획세대수의 5%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간에 협의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촉진구역별 상호간 세대수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수 조정으로 재정비 촉진구역별 계획세대수 
변경이 수반된 경우에는 별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포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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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기본방향(변경없음)

• 재정비촉진계획의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보계획 수립
•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효율적 공급
•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재배치 및 증설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

• 총 15개 노선
• 변경(2개 노선), 신설(4개 노선), 폐지(2개 노선)

■ 공원․녹지

• 근린공원 변경(1개소), 소공원 변경(2개소)
• 완충녹지 변경(2개소), 신설(1개소)

■ 학교

• 성지초등학교 변경없음
• 양성초등학교 변경없음
• 부산진중학교 면적변경

■ 기타 공공시설

• 공공공지 변경없음(1개소)
• 주차장 변경없음(1개소)
• 광장 면적변경(1개소)
• 동사무소 공공청사로 명칭 변경(1개소)
• 치안센터 변경없음(1개소)

■ 하천(변경없음)

 • 부전천
 • 복개하천인 부전천, 전포천을 생태하천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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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설치계획표(변경) ]
구 분 기존 기반시설 계획 기반시설 비 고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촉진지구 면적 895,970 100.0 900,552 100.0  

기반
시설

소계 640,011 71.4 647,387 71.9  
도로 109,340 12.0 109,737 12.2  

보행자도로 881 0.1 1,774 0.2 
공원 483,186 53.9 484,909 53.8 시민공원, 소공원, 하천 2개소 포함
녹지 4,662 0.5 8,640 1.0 
학교 26,766 3.0 26,749 3.0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양성초등학교
공공공지 969 0.1 969 0.1   1개소
주차장 371 0.1 371 0.0 
광장 13,207 1.5 13,609 1.5   

공공청사 629 0.2 629 0.1 동사무소→공공청사, 치안센터

[기반시설설치계획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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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 계획(변경)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하게 될 학생 수 변동에 대비
 • 보수 및 증축되어온 교사 시설물의 노후와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시설과의 연계

를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
 • 군부대 인근 및 상업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공간 구조개선

나. 학교시설 수요 추정(변경)

■ 학교 현황 

(기정)
 • 대상지내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는 성지초등학교와 양성초등학교이며, 중학교는 부산진중학교

가 위치
 • 부산진중학교의 경우 6개교의 초등학생을 수용(성지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 개림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개원초등학교)
[ 학 교 현 황 ]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급 수/
학교 학생 수 학생 수/

학급 수 비고
초등학교 소계 2 73 36.5 2,132 29.2

성지초교 1 25 25.0 645 25.8 지구 내
양성초교 1 48 48.0 1,487 31.0 지구 외

부산진중학교 1 26 26.0 972 37.4 지구 내

(변경)
 • 대상지내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는 성지초등학교와 양성초등학교이며, 중학교는 부산진중학교

가 위치
 • 부산진중학교의 경우 7개교의 초등학생을 수용(성지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 개림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개원초등학교, 개금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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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교 현 황 ]
구분 학교 수 운영

학급 수
학급 수/

학교
보통

교실 수 학생 수 학생 수/
학급 수 비고

초등학교 소계 2 55 27.5 56 1,247 22.7
성지초교 1 20 20.0 20 446 22.3 지구 내
양성초교 1 35 35.0 36 801 22.9 지구 외

부산진중학교 1 17 17.0 17 513 30.2 지구 내
※ 자료 : 각 학교 홈페이지 현황 참조

■ 인구대비 취학률 기준

(기정)
• 초등학교에 대한 인구대비 취학률은 부산광역시 7.0%, 부산진구 6.6%이고 중학교에 대한 인

구대비 취학률은 부산광역시 3.3%, 부산진구 1.2%로 나타남
[ 인구대비 취학률 ]

구 분 학교 수 학급 수 학급 수/
학교 학생 수 학생 수/

학급 수 인구현황 인구대비
취학률 비고

초등
학교

부산광역시 295 8,804 29.8 252,856 28.7 3,635,389 7.0%
부산진구 32 967 30.2 27,493 28.4 407,397 6.6%

중학교 부산광역시 128 3,399 26.6 119,486 35.2 3,635,389 3.3%
부산진구 14 344 24.6 4,809 14.0 407,397 1.2%

(변경)
• 초등학교에 대한 인구대비 취학률은 부산광역시 4.3%, 부산진구 4.2%이고 중학교에 대한 인

구대비 취학률은 부산광역시 2.4%, 부산진구 2.1%로 나타남
[ 인구대비 취학률 ]

구 분 학교 수 학급 수 학급 수/
학교 학생 수 학생 수/

학급 수 인구현황 인구대비
취학률 비고

초등
학교

부산광역시 305 7,068 23.2 155,754 22.0 3,563,578 4.3%
부산진구 32 758 23.7 16,549 21.8 391,957 4.2%

중학교 부산광역시 133 2,813 21.1 84,935 30.2 3,563,578 2.4%
부산진구 14 275 19.6 8,399 30.5 391,95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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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지구 개발 후 예상 학생 수 추정

(기정)
∙ 촉진지구의 현재 세대수는 4,932세대이며, 인구수는 12,351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촉진계획에 

의하여 7,000세대, 20,300인의 인구 및 주택 계획 제시
∙ 개발 후 예상 초등학교 학생 수는 부산진구 인구대비 취학률인 초등학교 6.6%를 감안하여 

1,340명으로 추정됨
∙ 개발 후 예상 중학교 학생 수는 부산시 인구대비 취학률과 부산진구의 중간치 취학률을 감안

하여 2.0%를 기준으로 인구 20,300인에 대하여 학생수는 406명으로 추정됨
(변경)
∙ 촉진지구의 현재 세대수는 4,932세대이며, 인구수는 12,351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촉진계획 

변경에 의하여 8,740세대, 22,724인의 인구 및 주택 계획 제시
∙ 개발 후 예상 초등학교 학생수는 부산시 인구대비 취학률과 부산진구의 취학률인 4.2% 를 감

안하여 954명으로 추정됨
∙ 개발 후 예상 중학교 학생 수는 부산시 인구대비 취학률과 부산진구의 중간치 취학률을 감안

하여 2.3%를 기준으로 인구 22,724인에 대하여 학생수는 523명으로 추정됨

■ 학생수 및 학교시설의 수요

(기정)
∙ 학생수에 대한 수요 추정결과 초등학교 학생 수는 1,340명, 중학교는 406명으로 추정되며, 

각 학급당 학생수 및 기준 학급을 고려하여 필요 학교 수를 산정함
∙ 현재 지구 내 통학가능 학교 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학급 검토 시 초등학교는 45학급으로 추

정되며 최대학급수를 감안하여 학교시설을 계획
∙ 초등학교는 지구 내 학교의 증축이나 신설을 통해 필요 학급 수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며, 중

학교는 현재 학급 수 및 통학권을 고려하여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학생수 수요 추정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촉진계획에 따른 총 학생 수 1,340 406

학급당 기준학생 수 30 30
기준학급 36 24

필요 학교 수 1.24 -
현재 학교 수 1 1

추가 필요 학교 수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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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학생수에 대한 수요 추정결과 초등학교 학생수는 954명, 중학교는 523명으로 추정되며, 각 

학급당 학생수 및 기준 학급을 고려하여 필요 학교수를 산정함
∙ 현재 지구내 통학가능 학교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학급 검토시 초등학교는 42학급으로 추정되

며 최대학급수를 감안하여 학교시설을 계획
∙ 초등학교는 지구내 학교의 증축이나 신설을 통해 필요 학급수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며, 중학

교는 현재 학급수 및 통학권을 고려하여 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학생수 수요 추정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촉진계획에 따른 총 학생수 954 523

학급당 기준학생수 23 25
기준학급 36 24

필요학급수 42 20
필요 학교수 1.15 0.82
현재 학교수 1 1

추가 필요 학교수 0.15 0

다. 학교시설 계획(변경)

• 상업지역과는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며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광장, 공원 등 공공시설과 연계될 
수 있는 위치에 이전 학교 부지 확보

• 공원조성과 연계한 주변지역의 발전 및 세계적인 시민공원과 어울리는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촉진지구 내에 기존 성지초등학교와 부산진중학교 위치 이전 및 증설

• 사업지역의 장래 수용 여건을 감안하여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양성초등학교의 규모 결
정

• 기존 양성초등학교는 부지면적을 일부 확장하고, 기존 학교의 옹벽 등을 제거하여 증설 계획
• 성지초등학교의 학급규모는 49학급으로 계획
• 이전된 위치에 신축되는 학교시설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복합화가 가능

한 구조로 조성
• 학급규모는 기정의 내용을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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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협의를 통한 학교시설 계획 및 규모 반영

(기정)
 • 증가 인구에 따른 학교시설 종류 및 규모 확보 
 • 남측 주택사업관련 일조영향을 검토하여 이전부지 전체에 대한 일조권을 확보하고, 교사동은 

적절한 배치를 검토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하도록 계획
 • 현 통학구로 분할하여 증가 학생 수를 수용할 경우 성지초등학교 49학급(병설유치원 4학급 

별도), 부산진중 25학급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양성초등학교는 본관동 재건축, 동관 건물은 
유지하여 총 49학급 규모로 계획

 • 성지초등학교와 부산진중학교에서 요구한 성지초등학교 조경 복원 및 부산진중학교 씨름부 
실내연습장(1층, 연면적 180㎡) 설치

[ 학 교 시 설 계 획 ]
구 분 위      치 면 적 학급규모 건축 비고

부산진중학교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47-1 일원 11,562㎡ 25학급 이전 신축 씨름부 실내연습장

(1층, 연면적180㎡)
성지초등학교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43-1일원 13,641㎡ 49학급 이전 신축 병설 유치원
4학급 별도

양성초등학교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445-386 일원 13,629㎡ 49학급 본관 재건축

동관 유지

(변경)
 • 증가 인구에 따른 학교시설 종류 및 규모 확보
 • 남측 주택사업관련 일조영향을 검토하여 이전부지 전체에 대한 일조권을 확보하고, 교사동은 

적절한 배치를 검토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하도록 계획
 • 현 통학구로 분할하여 증가 학생 수를 수용할 경우 성지초등학교 49학급(병설유치원 4학급 

별도), 부산진중 30학급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양성초등학교는 본관동 재건축, 동관 건물은 
유지하여 총 49학급 규모로 계획

 • 성지초등학교와 부산진중학교에서 요구한 성지초등학교 조경 복원 및 부산진중학교 씨름부 
실내연습장(1층, 연면적 180㎡) 설치

 • 향후 초등학교가 부족할 경우 인근의 부암초등학교로 분산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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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교 시 설 계 획 ]
구 분 위      치 면 적 학급규모 건축 비고

부산진중학교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47-1 일원

11,545㎡
(감 17㎡) 30학급 이전 신축 씨름부 실내연습장

(1층, 연면적180㎡)
성지초등학교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43-1일원 13,641㎡ 49학급 이전 신축 병설 유치원
4학급 별도

양성초등학교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445-386 일원 13,629㎡ 49학급 본관 재건축

동관 유지
※ 부산진중학교의 경우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에 따라 면적 17㎡가 감소됨

■ 학교시설에 대한 사업시행 시 조건사항(변경없음)

• 이전예정지가 부전역 쪽으로 치우쳐 있어 열차 등의 소음에 노출 될 우려가 많으므로 실시 계
획시 소음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계획

•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이전시기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자와 부산시 남부교육청이 별도 협의하여 추진

• 공동주택의 재개발 시 인근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분진 방지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시행

※상기 사업시행시 조건사항은‘Ⅰ.14 촉진구역별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에서 정한 설치주체가 
실시계획 수립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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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시설 계획도 ]

     

[ 학교 시설 예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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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복원 계획(변경없음)

가. 하천 복원의 필요성

• 도시생태계 복원을 통한 환경도시로의 전환(개발 → 환경, 자동차 → 사람)
• 오염 물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화
 - 생태학적인 요인을 배제한 하천정비사업의 결과로 하천 경관이 점차 파괴되며 결국 하천 생

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
•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감과 부정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학적, 사

회적, 문화, 역사적 경제 측면에서 많은 이익 실현 가능
• 홍수, 태풍 등의 자연 재해 시 피해의 최소화
• 부산시 하천 살리기 운동

- 부산시는 ‘부산 江 포럼’, ‘낙동강 둔치의 바람직한 정비방안 제시를 위한 내부 
워크샵’등을 통해 친환경적 하천 살리기를 추진 중

나. 촉진지구 내 하천 복원

• 유로 변경을 통한 생태하천 조성
• 동천환경개선 및 시민공원 친수공간 확보차원 에서 부산시민공원과 연계
• 부산시민공원 내 통과 복개 부전천 및 전포천을 공원조성과 연계 복원

하천명 하천연장 복원구간 비고

부전천 4,190m L=550m

전포천 2,600m L=500m
※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은 부산시에서 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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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기본방향(변경없음)

• 시민공원 및 주변 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광역적 녹지체계의 구축
• 다양한 공원녹지 공간의 조성
• 시설이용자 중심의 공원녹지 계획

 공원·녹지계획(변경)

가. 기본구상(변경없음)

■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린네트워크 구상

• 화지산과 시민공원, 황령산을 연결하는 광역녹지축 계획
•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지구 내 공원ㆍ녹지 연결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공원녹지 조성

• 시민공원과 연계를 위한 공원 기능의 설치 유도
• 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공해방지대책 수립
• 부전천의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생태계 복원

[ 공원․녹지 구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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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진지구내 공원 ․녹지의 확보(변경)

• 촉진지구내 공원․녹지는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 당 3㎡ 중 큰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확보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함

구   분 공원녹지 확보기준

재정비촉진지구
∙ 촉진지구내 공원․녹지는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 이상 확보(촉진구역내 기존의 도시계
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확보면적에서 제외)

재정비촉진구역 ∙ 구역면적(30,000㎡이상)의 5%또는 세대 당 2㎡중 큰 면적, 
  구역면적 30,000㎡이하는 세대당 2㎡ 이상

(기정)
• 촉진지구내 공원․녹지는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 895,970㎡의 54.4%인 487,848

㎡로 계획되었으며, 기존 결정된 공원면적 287,480㎡을 제외하고 그 비율은 22.4%로 공원녹
지를 계획하였음

 

구분 면적(㎡) 전체 구역 
면적의 5%

세대당 
3㎡

공원녹지
면적(㎡)

기존 결정된 공원
면적(㎡) 비고

재정비
촉진지구 895,970 44,798.5 21,000 487,848

(54.4%)
287,480
(22.4%)

(변경)
• 촉진지구내 공원․녹지는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 900,552㎡의 54.8%인 493,549

㎡로 계획되었으며, 기존 결정된 공원면적 287,480㎡을 제외하고 그 비율은 22.9%로 공원녹
지를 계획하였음

 

구분 면적(㎡) 전체 구역 
면적의 5%

세대당 
3㎡

공원녹지
면적(㎡)

기존 결정된 공
원 면적(㎡)

신설
공원녹지
면적(㎡)

비고

재정비
촉진지구

900,552
증)4,582

45,027.6
증)229.1

27,102
증)6,102

493,549
(54.8%)

287,480
(31.9%)

206,069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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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원 ․녹지 계획(변경)

•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부산의 Landmark 기능을 수행할 상징적인 시민공원 조성
을 위한 근린공원 확장

• 도심지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의 정형화를 통한 지구내 효율적인 근린공원을 계획
• 황령산 방향의 광역녹지축 연결을 위한 공원 계획
• 보행 브릿지, 생태통로 등의 연결을 통하여 녹지네트워크 조성
• 주요간선도로변 공원을 배치하여 접근성 향상
• 지구내 보행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구내 공원ㆍ녹지 네트워크 구축
• 동해남부선의 철도와 주거지역과의 완충녹지 계획

[ 공원․녹지 계획(기정) ]
구  분 개소수 면적(㎡) 비 고

계 5 487,848

근린공원
(시민공원) 1 470,758 1개소

소공원 2 12,428 2개소

완충녹지 2 4,662 2개소

[ 공원․녹지 계획(변경) ]
구  분 개소수 면적(㎡) 비 고

계 6 493,549
근린공원

(시민공원) 1 471,544 변경(1개소)

소공원 2 13,365 변경(2개소)

완충녹지 3 8,640 신설(1개소), 변경(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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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 계획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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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원 ․녹지 조성계획(변경)

(1) 근린공원(부산시민공원)(변경)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시민공원 근린공원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136일원 470,758 증)786 471,544

￭ 변경사유

• 촉진1구역 남측 일부 정형화 및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 등에 따른 면적 변경
￭ 계획의 목적

• 여가 및 교육, 문화 활동에 부흥하는 상징적 도심공원 조성
•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시의 질적 발전 방안 모색
• 군부대 주둔으로 왜곡 되었던  생활권 기능회복

￭ 추진일정

• 2007. 2.      : 기본구상(안)확정               • 2008. 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8.~2014.  : 공원개방 및 기반조성          • 2014. 5.      : 공원 개장

￭ 기본 THEME

  'ALLUVIUM' : 흐름과 쌓임의 비옥한 충적지
[ 기본구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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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공원의 5대 목표

• 세계도시 부산을 향한 공원
• 미래를 향한 공원
• 모두를 위한 공원
• 문화가 있는 공원
• 도심 재생성을 촉진하는 공원

￭ 부산시민공원의 5대 활동주체

•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
￭ 부산시민공원의 3대 공간주제

• 흐름, 쌓임, 연결
[ FLOW 흐름 ]

 [ ACCUMULATION 쌓임 ]              [  CONNECTIVITY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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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공원 계획(변경)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
• 가로망 계획 및 녹지체계와 연계하여 결절점에
  소공원 배치
• 보행자의 편의성을 보다 강조하고 조경시설 
  위주로 조성 
• 가로별 테마와 어울리는 주제 공원 조성
   (예술 공원, 해뜨는 공원)

■ 예술 공원(2,724㎡→2,123㎡ 감 601㎡)

• 공원구상(안)
- 예술을 테마로하여 다양한 조형물로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 
- 공원 부지내에 대로변으로 공원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보행로 조성
-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보행자의 휴식공간 조성 

■ 해뜨는 공원(9,704㎡→11,242㎡ 증 1,538㎡)

∙ 공원구상(안)
- 해뜨는 공원을 주제로 하여 남북측의 통경축 및 공간적 시야를 최대한 확보
- 공원 부지내 학교 경계를 따라 공원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보행로 조성
- 학교와 인접한 공간으로 교육마당, 놀이마당을 통한 교육의 장 조성
-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보행자를 위한 휴식공간 조성

(3) 철로변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 계획(변경)

 (기정)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공공공지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396일원 969

녹지 완충녹지 부산시 진구 범전동 332-13일원 2,421
녹지 완충녹지 당감동 125-10번지 일원 681,141 지구내(2,241㎡)

시 민 공 원

해뜨는 공원

광장

예술 공원

시 민 공 원

해뜨는 공원

광장

예술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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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공공공지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396일원 969

녹지 완충녹지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332-13일원 2,409 감) 12㎡
녹지 완충녹지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250-12일원 2,332 신설
녹지 완충녹지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125-10번지 일원 682,799 지구내(3,899㎡)

증) 1,658㎡

■ 완충녹지

• 주거지의 공해차단 및 생활공간 보호를 위하여 철로변 완충녹지 3개소 계획
• 완충녹지는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폭 10m 이상이 유지되도록 설치
• 완충기능, 도심속 녹지확보 차원의 수종의 다양화 확보

■ 공공공지

•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
• 철도변으로 주거지의 공해차단 기능
•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 계획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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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계획(변경)

 기본구상(변경없음)

■ 종합적 교통체계 구상

• 주변지역과의 가로망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통체계구상
•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 가로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도로망 체계 구축

■ 보행축 조성을 통한 연계체계 구축

• 보행활동 중심의 가로 조성을 통한 연계성 강화
• 보행공간 확보 및 입체적 연결을 통한 접근성 강화

 교통계획(변경)

(1) 도로 정비계획(변경)

■ 기존 간선도로의 확장

• 시민공원과 주변지역의 개발 계획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환경 및 도로기능 개선을 위해 
범전로(25m → 40m), 새싹로(25m → 40m), 동평로(30m → 45m)의 확장 계획

• 주요 가로별 위계에 따라 도로기능과 성격을 부여

■ 공원우회도로의 신설

• 획지의 효율적 이용과 시민공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원우회도로를 신설
• 공원우회도로는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
 - 단기계획은 4차선~5차선(공원 진출입차선 포함), 장기계획은 6차선~7차선(공원 진출입차선 

포함)으로 계획하고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 증진을 위하여 보도폭은 5.0m~7.5m로 확보하며 
자전거도로는 2.5m로 계획 

■ 지구내 연결도로 계획

• 지구내 도로의 신설 계획을 통해 도로의 기능과 성격을 부여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연결도로 신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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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지 및 학교,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도로의 계획
• 정비구역별 적정 개발밀도에 부합하는 도로시설의 효율적인 공급 및 확충

■ 보행활동 중심의 가로 조성

• 학교, 공원, 공공청사와 인접한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 시민공원 남측부에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촉진2-2구역 서측부 새싹로변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 교통계획(변경) ]

구 분  시 설 명 정비규모 비 고
광로3-47 새싹로 B=40m
광로3-48 공원우회도로 B=40m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현황반영
광로3-49 범전로 B=40m
광로3-1 동평로 B=45m

중로1-404 3,4구역 경계도로 B=20m
중로1-405 2-1구역 진출입도로 신설 B=20m 공동주택 진입로확보
중로2-518 1구역 동평로 연결도로 B=15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변경
중로2-519 3,4구역 동측 진입도로 B=15m
중로2-520 2-1구역 부전역 북측도로 B=15m
중로2-521 3구역 학교 진입로 B=15m
중로2-522

→ 중로1-406 2-1구역 광장서측 도로 B=15m → 20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변경
소로1-50 2-2구역 남측도로 B=11m
소로2-372

→ 중로3-524 1-2구역 진출입도로 신설 B=8m → 12m 공동주택 진입로확보

소로2-372
→ 소로3-427 시민공원 서측 공원 접근로 B=8m → 4m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

소로2-373 2-2구역 새싹로변 공원 접근로 B=8m 보행자전용도로
소로3-374 3구역 학교시설 공원 연결로 B=6m 보행자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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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계 획 도 (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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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계 획 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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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운용 계획(변경)

■ 새싹로

• 새싹로는 촉진구역 서측에 접하며 서면 중심가에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나 어린이공원으로 이
어지는 주요간선망으로서 현재 폭원이 17m이고, 도시계획시설로는 25m로 결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민공원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25m도로를 광로40m로 확폭 계획 
함

도로
현황

보도
2.0m

보도
2.0m

차도(측구포함)
13.0m

계획

■ 범전로

• 범전로는 촉진지구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로에서 시민공원으로 접근하는 중앙축으로서  
시민공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접근의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기존 25m도로를 40m로 확
폭 계획함

도로
현황

보도
3.0m

보도
3.0m

차도(측구포함)
19.0m

보도
3.0m

보도
3.0m

차도(측구포함)
19.0m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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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평로

• 촉진지구 북측에 위치한 광로로서 기존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금회 사업시행 시 일부 미개
설된 도로를 45m로 확장 계획함

도로
현황

계획

■ 공원 우회도로 계획
∙ 공원우회도로를 폭원 40m로 계획함

위치

및

입면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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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전용도로

• 공원으로의 원활한 보행기능을 위하여 학교 남측지역 및 재정비촉진2-2구역 서측에 보행자전
용도로를 계획함

• 보행자전용도로 폭원 6m, 8m 계획 및 시민공원 서측 폭원 4m 신설
                                [ 위치도 및 예시도(변경) ]

시민공원서측
- 폭원 : 4m
- 연장 : 240m

재정비촉진2-2구역 서
측
- 폭원 : 8m
- 연장 : 102m

학교남측
- 폭원 : 6m
- 연장 : 
31m

  

  ■ 가로 횡단면(변경)
<공원우회도로(40m) A-A'>

<20m도로 B-B', 15m도로 C-C'>

 

<15m도로 D-D', 11m도로 E-E', 8m도로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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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공원 주변지역 보행연결 계획(변경없음)

• 도심지내 위치한 시민공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후 서면․부전역 역세권과 어린이대공원․화지산 
등 다양한 루트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촉진구역 내 보행동선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함

■ 6개 보행축 조성을 통한 연계 강화

 ① 부전동역(지하철)-부전역-광장-시민공원-국립국악원-어린이대공원
 ② 서면역-문화으뜸로·새싹로-시민공원-어린이대공원
 ③ 부전시장-보행육교-시민공원-국립국악원
 ④ 진양삼거리-부산진구청-시민공원-화지산
 ⑤ 화지산-시민공원-중앙로
 ⑥ 부암교차로-시민공원-화지산-하마정사거리 

[ 보행축 조성 계획 ]

롯데백화점

화지산

진구청

‘

국립국악원

부전동역

부암역

서면역

지
하

철
1호

선

지하철 2호선

중
앙

로

�

진양삼거리

삼전교차로Ž

부암교차로

송공삼거리

하마정사거리

�

�

�

�

�Œ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롯데백화점

화지산화지산

진구청

‘

국립국악원

부전동역

부암역

서면역

지
하

철
1호

선

지하철 2호선

중
앙

로

�

진양삼거리

삼전교차로Ž

부암교차로

송공삼거리

하마정사거리

�

�

�

�

�Œ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지하철 1호선

범 례

공원 출입구

지하철 2호선

버스정류장 기정

버스정류장 신설

지하철 1호선

범 례

공원 출입구

지하철 2호선

버스정류장 기정

버스정류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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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도로 계획(변경없음)

∙ 자전거도로 계획은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 및 자연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시민공원과 주변
지역 및 역세권과의 통행을 고려하고,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 자전거도로는 확장도로와 공원우회도로 연계 계획
∙ 서면역에서 새싹로와 공원우회도로를 통해 시민공원으로 연결이 되도록 자전거도로 계획 

[ 자전거 도로 계획 및 예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