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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Life
Real Dream
모두가 신명나게 오늘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희망찬 내일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회!
사람을 위한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시민과 함께 참된 성장을 만들어갑니다

자연과사람, 도시의참된어울림이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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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꿈이...
활짝 피었습니다
세계가부러워하는글로벌일류도시를향한부산의꿈,
하나하나정성스레오늘의현실로
꽃피워지고있습니다

도시브랜드 파워지수 국내 1위

부산은

인구약360만명의대한민국제2도시이자세계적인 슈퍼항만을 가진 해양물류도시로서
탁월한 인프라, 우수한 인적자원 등을 바탕으로 동북아 비지니스의 전략적 허브로 성장

하고있는세계적인해양도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세계5대 영화제로 성장시킨 아시아 최고의 영화 영상 중심 도시로 한국 문화의
랜드마크가 될‘영화의전당’개관(2011.9.29)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영화 영상도시의 위엄을 보여
주며세계속의더큰부산으로힘차게발돋음하고있습니다.

또한 세계수준의 관광컨벤션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5 APEC 정상회의, 2010 G20재무장관회의, 2011 세계
개발원조총회등대규모국제행사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아시아4대국제회의도시로도약하는등동북아의
새로운중심지로떠오르고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기계등전통산업과항만물류, 영화 영상, 관광 컨벤션, 금융등고부가가치지식서비스산업이
한데어우러진선진국형미래도시인부산, 동북아를넘어세계의중심을향해힘차게비상하고있습니다.

Busan’
s Today 도시현황
인구 : 360만명(전국의 7%)
면적 : 768.13㎢(전국의 0.8%), 행정구역 : 15구 1군, 214읍 면 동
지역내 총생산(GRDP) : 60조 8천억원(전국의 5.2%)
수출 : 124억불, 수입 : 125억불
주요산업 : 항만물류, 기계, 조선, 자동차, 영화 영상, 관광 컨벤션, 금융
한 해 해외 관광객수 : 23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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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더설레입니다
매듭짓고엮어가는내일의꿈과
밝은미래가더더욱설레이는것은
열정과희망을가진부산시민이있기때문입니다

Dream of Tomorrow

크고 강한 부산이 만들어가는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크고강한 부산’
이란? 지금까지세계일류도시부산건설을위해추진해온비전사업을바탕으로
국가남부권의중추도시로서세계일류도시와견줄 큰부산을건설하고
전통산업구조고도화와미래신성장동력창출을통해경제적으로 강하고튼튼한
도시를창조하여동북아시대의해양수도로도약하고자하는부산시의의지를나타내는시정구호입니다

‘크고강한부산’
을위한 5대시정목표
풍요로운 新경제

매력있는 생활문화

조선, 기계 등 기존 지역전통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영화

사회의 전 계층이 두루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영상, 원자력, MICE 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동력

공간 확충,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창작지원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의 경

시스템을 마련하여 문화의 향기가 있는 세계적인 축제도시

쟁력을 키워 나갑니다

부산, 즐거움이 있는 매력도시 부산을 만듭니다

사람중심 창조도시

글로벌 일류부산

서민주거환경개선, 도심생태하천 조성 등 보존과 재생을

안으로 내실있는 튼튼한 동남경제권의 주도적 경제중추로

기반으로한 자연과 어우러진 창조적 도시 재창조를 통해,

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밖으로는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허브로서의 명품 글로벌도시로 만
들어갑니다

함께하는 선진복지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는 복지시책
과 공교육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체계있는 전문 공
교육시스템의 개발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부산
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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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타오르는희망과열정,
뜨거운무한가능성의도시, 부산

I 북항재개발 조감도

Chapter1
무한가능성의에너지로

미래를일구다
끊임없는 희망과 열정의 시민정신이 있었기에
위기는 기회로, 난관은 디딤돌이 되어
오늘의 부산, 저력의 도시가 가능했습니다
그 무한가능성의 정신으로 부산이 제2의 웅비를 준비합니다

풍요로운 신경제
01. 세계 물류중심으로 우뚝!
02. 부산의 특화된 메가파워
03. 한 발 앞선 新미래전략
04. 일할 맛 나는 도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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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신경제

세계물류를 움직이는 도시가 바로 세계경제의 중심!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물류 중심도시가 되겠습니다

세계물류중심으로우뚝!

I 북항 컨테이너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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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산신항

I 북항재개발(센트럴베이) 조감도

I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조감도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
최첨단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나아갑니다
해양·물류산업육성

세계 5대 슈퍼항만도시, 부산항 컨물동량 1,600만TEU 돌파

동북아 허브항만 부산신항 육성
- 2015년까지 가덕도 일원 컨테이너 부두 30선석 건설, 세계적 항만경쟁력 강화
- 부산신항 배후단지 조성(1,095만㎡) : 유류중계기지 구축(2014년), 선박수리조선단지 건설(2015년)
- 부산신항 배후철도(2010년 12월 개통) : 신항~삼랑진역간 38.8㎞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 강서지역 33㎢에 2020년까지 세계적인 첨단산업물류단지 조성
- 광역산업단지(20㎢) : 동남권 전략사업, 융합부품·해양복합산업 등
- 복합물류단지(9㎢) : 글로벌 조립 가공·부품 소재 등
- 지식창조도시(4㎢) : 국제업무, R&D, 교육, 관광, 주거 등
북항재개발(센트럴베이)
- 부산항 연안부두~제4부두 일원 153만㎢을 2019년까지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
- 친수·해운시설, 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을 갖춘 국제 해양비지니스·관광거점
- 북항재개발과 연계,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 종합개발
해양수산·R&D 클러스터 조성
- 영도구 동삼동 61만㎡에 2012년까지 동삼혁신지구 조성
- 부산해양경찰서, 국제크루즈터미널, 해양환경기술센터 등 해양관련기관 집결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수산물안전부 이전
- 국립해양박물관 개관(2012년 5월) : 세계 최초 해양종합박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2012년 7월) : 해양분야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I 동삼혁신지구 조감도

I 국제산업물류도시 & 중심지역 조감도

풍요로운 신경제

I 해양플랜트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부산의 저력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부산의특화된메가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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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라첨단산업단지 조감도

I 사상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지역 기간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합니다
수송·기계부품소재등동남권주력사업육성
기계공업협동화단지(화전산단내) 및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장안산단내) 구축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조성(2013년) : 미음산단내 456천㎡
한국해양플랜트기술원 설립(2016년) : 미음산단내 101천㎡, 해양플랜트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장비산업단지 조성(2015년) : 녹산 20만여㎡, 완성품제작업체,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노후 사상공업지역 재정비, IT 등 첨단업종 아파트형 공장건립
- 사상첨단산업단지(2020년) : 감전역 인근 12만3천㎡
- 모라첨단산업단지(2013년) : 모라동 일원 11천㎡

녹색성장선도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 동남권 풍력부품산업 육성 지원센터 건립,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수소에너지 부품소재 연구센터 건립(2015년) : 기장 동백리
-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준공(2011년 10월) : 화전산단내, 5.6MW 규모 발전
지역산업 융복합 촉진 : 해양로봇센터 지원, IT융합부품연구소 등 운영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 R&D 기술개발, 독일 베를린공대 생명공학연구소 개소(2011년 9월) 등

I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감도

I 조선소 선박건조 작업

I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풍요로운 신경제

신성장동력 개발과 과감한 미래지향적 투자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한발앞선 新미래전략

I 부산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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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2 BEXCO

I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합니다
해양·파생특화금융산업육성

파생상품 거래량 세계1위

남구 문현동 102천㎡에 글로벌 해양·파생 특화 금융 클러스터 조성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립(2014년) : 102천㎡ 63층 규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공공기관 이전 추진
파생상품R&D센터,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파생금융기관 유치

영화·영상산업육성

아시아 최고 영화 영상 중심도시

시네포트단지 내 61,135㎡에 센텀시티 영화·영상 클러스터 조성
I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전 추진
- 영화의전당 개관(2011년 9월), 영화후반작업시설 개관(2009년),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개관(2012년 2월)
영상문화 인프라 조성 : 영화체험박물관 건립(2013년),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2013년)

관광·컨벤션산업육성

아시아 4위, 세계 17위 국제회의도시

제2벡스코 개관(2012년 6월) : 전시장 2만㎡, 오디토리움 4,002석
2009년부터 국제게임전시회(G-스타) 4년 연속 유치, 2014년 ITU전권회의 유치

I 영화후반작업시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2017년),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2015년)

동남권원자력의·과학특화산업육성
기장군 장안일원 2.3㎢에 원자력 의·과학시설이 집적된 원자력 의·과학특화단지 조성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개원(2010년 7월), 중입자가속기센터 개원(2016년), 수출형 신형연구로 건립(2015년)
원자력 관련 R&D산업 육성 : 방사선 의·과학기술원 설립(2016년)

I 센텀혁신지구

I BEXCO

풍요로운 신경제

부산형 신고용정책과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을 통해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일자리 걱정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할맛나는도시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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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1 부산잡페스티벌

I 대학생 중소기업탐방

부산만의 新고용정책으로
일자리 넘치는 활력있는 도시가 됩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기금 조성 : 1,800억(2012~2018년), 장기임대용지 확보 등
해외인턴지원사업 추진 : 2004년 전국최초 시작, 4,000여명 40여개국 파견
사회적기업 육성 : 2014년까지 200개 발굴 육성, 5,000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가 양성, 대학생 중소기업탐방단 운영
부산창업비지니스센터 개소(2011년 11월) : 전국 지자체 최초 설치,
1인 창조기업 및 소규모기업 육성지원
산업단지 추가 확충 : 2014년까지 22개 단지 3,297만㎡ 조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 해양, 영화·영상, 전시·컨벤션, 금융 등

상생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까지 함께 합니다
중소기업지원

I 부산시 선도기업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자금 및 R&D 지원, 공동구매,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등 수출지원
동반성장협의체(기계조선, 자동차, 유통) 운영으로 기업간 협력도모
지역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중견기업으로 집중 육성
I 르노삼성자동차

서민경제안정
소상공인 창업 및 자금 지원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지원(부비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 문화관광형 시장 등 특화시장 육성, 시설현대화 등

I 자갈치시장 현대화

I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약식

I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

Human
과거에서미래까지
사람을향한깊은울림의도시, 부산

Chapter2
도시,사람을향하다
작은 씨앗이 드넓은 숲을 이루듯
소중한 사람 하나 하나가 모이고 엮이어
대도시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이룹니다
도시와 사람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눈높이로
마음과 마음이 함께 공명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듭니다

사람중심 창조도시
01. 보존과 재생을 통한 도심 재창조
02. 도심에서 누리는 천혜의 자연
03. 더 빨라지고 편리해진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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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창조도시

보존과재생을통한도심재창조
그리스의 아테네, 이태리의 밀라노, 프랑스의 파리...
세계인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회자되는 아름다운 도시들처럼
우리네 삶과 시간의 소중한 흔적들을 부산의 참 자산으로 재생시킵니다

I 산복도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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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감천동 샛바람신바람마을

삶의질향상을위해보존과창출로
새로운도시재창조가이루어집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산복도로(35.3㎞) 주거취약지역의 역사·문화·자연경관을 활용,
공간 + 생활 + 문화재생을 통한 도시재생(2011년~2020년)
6개구(중·서·동·부산진·사하·사상) 54개동 634천명 거주
보행환경개선, 테마형 골목길 조성, 마을 녹화, 문화공간 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에코뮤지엄 등

I 감천동 문화마을

강동권(북, 사상, 사하구) 창조도시 조성
낙후된 강동권 공업 및 주거지역의“江”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2012년~2020년)
- 공간재생 : 기존 산업단지(사상, 신평·장림)를 첨단·생태산업단지로 재생
- 문화재생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복원, 문화예술지구 조성 등
- 생활재생 : 낙후된 주거지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정비구역외 틈새 빈곤지역에 주거, 문화, 복지 등 통합환경개선
행복마을 추진협의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재생모델 개발
괘법동 괘내마을 행복센터 개소(2011년 12월)
I 괘법동 괘내마을 행복센터

I 강동권 도시재생사업(공간재생 & 생활재생)

사람중심 창조도시

I 부산시민공원 조감도

도심에서누리는천혜의자연
도시가 새로운 숨을 내쉽니다
도심안의 또다른 자연을 위한 부산시의 에코 프로젝트!
이제 도심 속 자연에서 삶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I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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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을숙도 생태공원

자연의 깨끗함이 살아 숨쉬는
도심 속 휴식공간 가득한 생태도시로 거듭납니다
부산시민공원
2013년까지 미 하야리아 이전부지(53만㎡)를 세계적인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조성
5대 테마 숲길, 인공폭포, 도심백사장 등 조성

낙동강유역세계적생태관광지

I 해운대수목원 조감도

을숙도 및 낙동강 4개 둔치지구 자연복원, 친수 이용공간 조성
화명둔치생태공원 조성(2010년 9월), 아미산 전망대 개관(2011년 2월),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2012년)
을숙도생태공원 조성(2016년) : 을숙도 일원 283만㎡, 습지복원, 탐방로 설치 등

부산중앙광장
교통체증구간, 가로환경 낙후지 구간을 2013년까지 새로운 도시녹지광장으로 조성
부전동 삼전교차로 ~ 양정 송공삼거리(하마정사거리), 광장조성 A=34,740㎡, 도로확장 8→11차로

부산해운대수목원
2016년까지 해운대구 석대쓰레기매립장 628천㎡에 국내 최대의 도시형 수목원 조성
산림치유기능 수목원, 산림자원 연구기능, 커뮤니티 공간 등 조성

도시하천생태공원
도시하천 복원 생태공원화, 시민들의 도시문화 탐방 명소로 재생
온천천, 동천, 학장천, 수영강 하류, 초량천, 석대천, 우동천 등

금강공원드림랜드
2015년까지 온천동 금강공원 일원 306천㎡ 재정비, 도심속 테마파크 조성
다도체험장, 어린이직업체험관, 시민안전체험테마파크 등 조성

I 온천천 생태하천

I 화명둔치생태공원

I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조감도

사람중심 창조도시

더빨리지고편리해진
스마트한교통시스템
어디든 신나게 달려가는 녹색도시 속 에코바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 스마트 교통시스템으로
친환경 교통시대를 열어갑니다

I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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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시철도 4호선

스마트한 에코교통시스템으로
도심 곳곳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저탄소녹색교통망확충
도시철도 확충
- 4호선 개통(2011년 3월) : 미남 ~ 안평, 사상 ~ 하단선 건설(2016년)
- 1호선 연장 : 신평 ~ 다대포(2016년), 노포 ~ 북정(2019년)
자전거 전용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CNG버스 조기보급 추진
보행낙후지역 보도만들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걷기좋은 도시 조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2011년 5월) : 부산

양산, 김해

시내버스 내 WI-FI 구축, 안전모니터 설치 등 시설 개선
브랜드 콜택시(등대콜, 부산콜) 콜ARS 접속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향상

첨단교통인프라구축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MS) 설치로 실시간 버스정보 확인
첨단 IT시설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RFID활용 승용차 요일제 자동관리시스템 구축(2010년 8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2015년)

I 실버존

I 자전거 전용도로

I 버스정보안내기

I 스쿨존

I 교통정보서비스센터

Relation
세상 두루두루,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시정의 도시, 부산

Chapter3
사람과사람, 마음으로맺어지다
따뜻한 미소가 큰 웃음 보다 더 깊은 울림을 지니듯
행여나 보지 못한 곳까지, 어쩌다 들어주지 못한 곳까지
묵묵히 챙겨가는 참 시정을 펼쳐갑니다

함께하는 선진복지
01. 다름이 차별되지 않는 따뜻한 세상
02. 행복한 출산, 든든한 노후생활
03. 공교육으로 한국의 스티브잡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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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선진복지

다름이차별되지않는따뜻한세상
세상 모든 이의 행복할 권리, 존중받아야 될 권리를 마음에 새기며
사회의 작은 부분, 외롭고 쓸쓸한 곳까지 꼼꼼이 챙겨나갑니다

30_31 I Real Life & Real Dream I BUSAN Metropolitan City

I 무장애숲길

따뜻한 나눔과 사랑의 온기 가득한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희망디딤돌사업으로저소득층자활지원
주민참여형 저소득지역 주거환경 개선, 자활사업 참여, 자녀장학금 지급
희망강좌(전국최초 자립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희망키움통장 운영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장애인활동및자립지원강화
구·군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복지시설 확대, 찾아가는 문화나눔 활동 지원
두리발택시,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
육교철거 등 보행환경개선, 무장애숲길 조성

다문화가정의복지와정착지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종합상담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찾아가는 방문서비스’실시
합동결혼식 지원, 다모아 축제 개최 등

I 다문화가정지원센터(결혼이민자 교육)

I 두리발택시

함께하는 선진복지

행복한출산, 든든한노후생활
다양한 출산장려 프로그램과 노후생활 지원 시스템이
행복한 출산과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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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장 연화리 젖병등대

가족사랑카드 I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2010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증가율 전국 최고

2010년 이후 출생 둘째이후 자녀 취학전 보육료 전액 지원
2010년 이후 출생 셋째이후 자녀 : 취학전 보육료 전액, 초·중·고 무상교육 및 대학 첫입학금 지원
출산장려기금 1천억원 조성(2010~2019년) : 매년 100억원 적립
출산지원금 지급 :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원씩 1년간
전국 최초‘가족사랑카드’
시행,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 제공
공립보육시설 지속 확충 등 육아·보육서비스 강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 시니어클럽 확충,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운영, 노인고용 사회적기업 육성
노인복지 문화인프라 확충 :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확충, 노인대학 및 교실 운영 활성화
전국유일 지경부 지정「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운영, 고령친화용품 개발 지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 기장군 오리단지내, 바이오·고령친화산업 공동개발

I 시니어 클럽 학교급식활동

I 부산국제실버엑스포

I 노인이동복지관

함께하는 선진복지

공교육으로
한국의스티브잡스만들기
보다 창의적이고 특화된 공교육 시스템으로
누구에게나 부담없고 공평한 열린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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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푸른 꿈을 키워가는
희망찬 선진 교육도시로 나아갑니다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
종일돌봄교실 확대운영, 배움터 지킴이 운영 지원
자율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지정
초·중·고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지원확대, 친환경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I 종일돌봄교실 운영

글로벌 인재 육성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 공교육 연계, 우수 영어프로그램 발굴·전파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 확충
광역권 선도산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
부산지식네트워크(BKMnet) 구축, 지역대학인재양성
「BB21」
사업 확대 등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개원(2011년 4월) : 부산테크노파크 내, 과학연구단지의 산학협력 연구 지원

평생교육 환경 조성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으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2014년)
대학 ~ 구·군간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공모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I 무상급식 실시

I 부산글로벌빌리지 전경

I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Culture
수준높은 문화를 통한
소통과어울림의도시, 부산

Chapter4
삶의중심에서
열린문화를누리다
1년 365일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맘껏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삶의 수준과 도시의 품격이 함께 올라갑니다

매력있는 생활문화
01. 아시아의 대표 문화도시, 부산
02. 바다 안에서 만나는 더 큰 바다
03.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의 도시
04. 생활 가까이에서 누리는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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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있는 생활문화

I 영화의전당 전경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문화인프라 조성으로
아시아의 문화중심이자 세계를 향한 新한류의 메카로 거듭납니다

아시아대표문화도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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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지붕
‘빅루프’
축구장 1.5배 크기(163×62m), 무게 4천톤, 4만 2천여개의 LED전구 조명

I 영화의전당

부산은 지금, 문화적 랜드마크들로 가득한
세계적 수준의 문화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 국립해양박물관

글로벌수준의문화시설확충
영화의전당 개관(2011년 9월) : 센텀시티내,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영상복합문화공간(상영관 3관, 야외극장, 레스토랑 등)
오디토리움 건립(2012년) : BEXCO내 4,002석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2018년) : 센트럴베이내 연면적 23,000㎡ 1,500석
제2시립미술관 건립(2015년) :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내, 비엔날레관, 창작촌 등
국립부산과학관 건립(2015년) : 동부산관광단지내, 동남권의‘과학기술대중화’
를 위한 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개관(2012년 5월) : 동삼혁신도시내, 세계최초 종합 해양박물관
UN평화기념관 건립(2013년) : 대연동 당곡공원내, 전시기념관, 체험실, 전망탑 등
부산국립극장 건립(2015년) : 부산시민공원내, 대·중·소극장 등

I UN평화기념관 조감도

체류·휴양형복합관광단지개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2017년) : 기장읍 일원 364만㎡, 테마파크·레포츠·비치 등 선도개발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2015년) : 101층 규모, 워터·테마파크 등 4계절 체류형 복합관광리조트
가덕도 복합관광휴양지 조성(2020년) : 카지노, 리조트 등을 갖춘 체류형 해양관광휴양지

I 해운대관광리조트 조감도

I 동부산관광단지 조감도
I 가덕도 복합관광휴양지 조감도

매력있는 생활문화

세계적 수준의 해양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곳!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익사이팅 워터 스포츠 메카입니다

바다안에서만나는더큰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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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운대 포트카멜리아

I 세계요트대회

해양수도 부산, 누구나 언제든지
해양스포츠를 사계절 즐길 수 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문화도시조성

요트의 도시, 요트계류 가능 척수 국내 최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2014년) : 해양레포츠 다목적 허브 마리나 개발, 마리나, 숙박시설 등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조성(2012년) : 용호만 매립지 일원 2,600㎡
광안리 웨일크루즈 건립(2013년) : 수상관광호텔, 테마별 체험관, 극장, 레스토랑 등
Busan Marine School 설립(2014년) : 2개소(구 해포분교, 구 송정초교)
운촌항「포트카멜리아」(2016년) : 친수공간, 크루즈계류장·복합터미널 등 조성
낙동강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 : 3개 지구(화명, 삼락, 대저), 수상계류장, 육상편의시설 등 조성
부산 강레포츠 스쿨 조성 : 가락초등 해포분교, 장비보관소, 학교와 강 연결로 등 조성
송도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다대포해수욕장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조성
해양레포츠 축제 개최 : 부산슈퍼컵국제요트대회(5월중), 강 스포츠 축제(6월, 9월중), 국제서핑대회(6월중),
부산마린스포츠(8월중), 아시아드래곤보트선수권대회(9월중),
I 웨일크루즈

세계여자매치레이스요트대회(10월중)

I 누리마루호

I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조감도

매력있는 생활문화

세계5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세계불꽃축제, 바다축제 등
사시사철 문화와 축제의 열정이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의 도시

42_43 I Real Life & Real Dream I BUSAN Metropolitan City

I 부산항축제

I 부산국제영화제

365일 즐거운 축제의 도시 부산,
자유와 낭만이 넘쳐납니다
세계적인축제문화도시, 부산

3년 연속 해외관광객 200만명 돌파

부산국제영화제(10월, BIFF광장일대 등) : 아시아 최고 국제영화제
부산세계불꽃축제(10월, 광안리해수욕장) : 광안대교와 어우러진 최첨단 불꽃쇼
부산바다축제(8월, 해운대 등 6개 해수욕장) : 락페스티벌, 국제힙합페스티벌, 국제매직페스티벌 등
부산항축제(5월, 부산항국제크루즈터미널) : 세계5대 항만인 부산항을 알리는 특화된 해양항만 축제
부산비엔날레(짝수 해 10월~11월, 시립미술관 등) : 국제미술축제
프레타포르테부산(5월, 10월, BEXCO) : 한국 패션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국내유일 국제 패션쇼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12월~다음해 1월, 광복로 일원 등)
2011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총회 최우수축제 선정

I 부산국제락페스티벌

I 부산세계불꽃축제
I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I 부산비엔날레
I 프레타포르테부산

매력있는 생활문화

알찬 문화생활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일상 가까이에서 보다 쉽게 참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생활가까이에서누리는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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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직종합운동장

I 강서 국민체육센터 조감도

생활 가까이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고 누구나 쉽게 누립니다
생활속다양한문화향유기회확대
도시철도역 북카페조성 등 공공시설 활용 문화공간 조성
- 예술인 창작공간 또따또가, 용두산 미술거리 등 미술창작공간 지원
부산대학로 예술의 거리 등 대학가 문화거리 조성
기장 도예촌, 부산진구 문화으뜸로 관광테마거리 등 지역 특화거리 조성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 시립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 무료개방
I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

다양한생활체육환경조성
간이 운동장 등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추가 확충
월드컵빌리지 조성(2012년) : 일광면 일원, 종합운동장, 풋살경기장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 북구, 사상구, 기장군 등 2014년까지 6개소 추가 건립
구덕운동장 재개발 : 체육·상업·문화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

I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I 기장 칠암 야구등대

I 지하철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Globalization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역동적 다양성의 도시, 부산

Chapter5
세계의중심을질주하다
세계로 뻗은 부산의 길이 더 넓어진 만큼
사람과 문화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국제적 비즈니스에서 부터 생활환경까지
부산은 지금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일류부산
01. 세계로 이어지는 부산의 길
02. 초광역경제를 통한 슈퍼시너지
03. 외국인이 살기좋은 글로벌 시티

I Real Life & Real Dream I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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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일류부산

부산에서 전국으로~ 부산에서 세계로~
이제 부산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의 길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세계로이어지는부산의길

I 거가대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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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북항대교 조감도

I 광안대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와 부산의 길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부산중심의광역교통개막

I KTX

KTX 2단계 완전개통(2010년 11월) : 대구 ~ 부산 130㎞, 서울 ~ 부산간(2시간18분)
신항 배후철도 조기개통(2010년 12월) : 녹산 ~ 삼랑진 39㎞, 철도 수송시대 개막
부산 ~ 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로) 개통(2010년 12월) 국내최초, 세계최대 침매터널
- 녹산공단 ~ 거제시 장목면 16.32㎞(교량 및 침매터널 8.2㎞, 천성~눌차 7㎞, 가덕대교 1.12㎞) 4~6차로
부산 ~ 김해 경전철 개통(2011년 9월) : 사상역 ~ 김해 삼계 23.8㎞(부산 12.2km)

광역철도확충
부산 ~ 울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2015년), 부전 ~ 마산 복선전철 건설(2017년)
복합환승센터 개발 : 부전역 국가복합환승센터(307천㎡),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116천㎡)

광역도로망확충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2015년) : 진해웅동 ~ 김해 ~ 부산 기장, 64.06㎞, 4차로

I 천마산터널 조감도

부산해안순환도로 : 광안대교, 북항대교(2014년), 남항대교, 천마산터널(2015년),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남해고속도로(냉정 ~ 부산) 확장(2013년) : 낙동대교 구간 3.96㎞, 도로확장 53.28㎞, 6~8차로

김해국제공항활성화
국제노선 및 국제여객청사 확충, 국제정기화물노선 신설, 저비용항공사(LCC) 거점 공항화
김해공항 가덕 확장이전(2024년)
- 강서구 가덕도 동남쪽 해안 6.8㎢(210만평, 지원시설 포함), 연간 3,400만평 수송

I 부전역 국가복합환승센터

I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I 부산 ~ 김해 경전철

글로벌 일류부산

아시아의 대표적 메가시티리젼(MegaCity Region)인 부산과 후쿠오카!
하나로 뭉친 슈퍼시너지의 중심에 부산이 있습니다

초광역경제를통한슈퍼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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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체제 흐름에 맞는 동남광역경제권 구축과
초국경 경제벨트를 구축합니다
동남광역경제권구축사업추진
세계20대 MCR중 14위인 동남권을 대표적 국제교역중심지로 육성
기계융합부품 소재 등 동남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동남권내 협의기구간 네트워크 구축 : 부울경발전협의회, 선도산업지원단, 인재양성센터 등

부산-후쿠오카간초광역경제공동체활성화
부산-후쿠오카간 교류사업 추진
- 부산 ~ 후쿠오카 경제협력사무소 설치 운영, 항공노선 증편
- 부산 ~ 후쿠오카 비즈니스 CEO포럼 개최, 전시·컨벤션 상호협력
- 무역상담회 개최, 부산-후쿠오카간 전자머니 공동이용 등

I 부산 ~ 후쿠오카 경제협력사무소 화상통화

I 부산 ~ 후쿠오카 비즈니스 CEO포럼

I 부산 ~ 후쿠오카 경제협력협의회

I 후쿠오카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글로벌 일류부산

외국인을 위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세계인 모두가 친구이자 가까운 이웃이 됩니다

외국인이살기좋은글로벌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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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전경

I 외국인콜센터

외국인이 살기좋은 편리한
글로벌 수준의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외국인이살기좋은도시조성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개교(2010년 8월) : 기장읍 소재, 정원 350명 규모

I 부산글로벌센터

독일 FAU 대학원 분교 개교(2011년 3월)
-부산테크노파크 내 과학·생명공학 등 대학원 및 연구소 운영
외국인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화교 학교 주변 환경정비(2010년), 녹산 외국인 근로자 쉼터조성(2011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 : 국내대학생과의 교류지원, 글로벌 문화페스티벌 등
부산글로벌센터 개소(2011년) : 콜센터, 교육·문화프로그램, 이동 상담실 등 운영
영어FM방송국(90.5MHz) 개국(2009년), 내·외국인 커뮤니티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I 영어FM방송국

I FAU부산분교

미래부산발전을 위한

10대Vision
&주요 프로젝트 맵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부산의 꿈!
하나 하나 오늘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1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02

부산항(북항) 재개발

03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

04

부산시민공원 조성

05

동부산 관광·컨벤션 클러스터 조성

낙동강 하구 강서지역 일대 약33㎢
신항 배후지역에 첨단산업과 복합물류가 집적된
산업물류허브 도시 조성

부산항 일반부두(연안부두 ~ 제4부두 일원), 153만㎢
북항지역을 국제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
부산역과 원도심을 재창조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 30선석 건설
신항과 북항의 효율적인 기능분담으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만으로 성장

부산진구 주한미군 하야리아 부대 53만㎡
5개의 테마숲길, 넓은 잔디밭, 각종 공연시설 등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평지공원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제2벡스코 건립
기장, 해운대 지역에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및
컨벤션 시설 확충

06

영화·영상타운 조성

07

문현금융단지 조성

08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09

김해공항 가덕 확장 이전

10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해운대 센텀시티 씨네파크 일원 36천㎢
영화문화콘텐츠인프라 집적, 영상관련 공공기관 이전

남구 문현동 102천㎡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립
한국 해양파생 금융중심지 지정, 한국 대표 금융클러스터로 조성
파생상품R&D센터,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파생금융기관 유치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도로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등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광역교통망 조성
남해고속도로(냉정 ~ 부산간) 확장(2013년)
항만배후도로(신항 ~ 북항)건설(2015년) 등

천가동(가덕도) 동남해안 6.8㎢
신항만, KTX 등과 연계한 국제복합교통망을 구축하여
남부권의 개방거점 형성

주변여건 등을 감안, 2024년 등 유치시기 탄력적 추진
부산의 브랜드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도시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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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Vision &
주요프로젝트맵

들리세요?
행복이흐르는소리...
닫힌 곳들이 이어지고 흐린 것들이 투명해지며
하나 아닌 여럿의 소통과 공유,
열린 기쁨의 소리가 세상 가득 흐르는 도시 !
Real Life & Real Dream!
여기는 행복의 메아리가 울려퍼지는 부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