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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배경
◯ 2016년 수립한 남구 환경보전계획의 중간평가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환경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환경계획 수립 필요
◯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남구민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함
◯ VISION 2030 남구 장기발전계획인 “살기 좋은 미래 평화 도시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 만족하는 도시, 생각나는 도시, 발전하는
도시의 목표 추진을 위한 환경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남구는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지역의 현황 및 특
성, 향후 환경 여건 전망 등을 분석하여 장기적 환경보전 관리·이용의 정
책 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함

나. 계획의 목적
◯ 남구 환경계획은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기본조례 제5조(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인간과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
◯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기본조례에 의거 2016년 수립한 “남구 환경보전계획
(2016~2025)”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추진사업의 수정 및 보완으로 남구의
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발전시키기 위한 방향, 목표, 추진방안 등
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계획의 성격
가. 법정계획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여 쾌적
3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계획(2021-2040)

한 환경조성 및 인간과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수립 하여야 하는 법정계획
◯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기본 조례」 제5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
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

나. 종합계획
◯ 환경계획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이용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전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계획
◯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리·보전·이용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
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

다. 연동계획
◯ 행정 및 재정 여건 변화에 맞추어 20년을 주기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연동계획
◯ 환경관련 각 분야별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남구 부서별 행정지침이 되는 계획

3.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2021년 ~ 2040년(20년간)
◯ 목표연도: 2040년
◯ 조사 기준연도: 2020년

나.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전체: 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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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구 행정구역도

다. 내용상 범위
◯ 계획의 개요
◯ 직전계획의 평가 : 성과평가
◯ 환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환경의식조사 및 의견수렴
◯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공간환경구조 구상
◯ 부문별 계획의 수립
◯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 통합계획
◯ 계획의 추진 및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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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의 수립과정

<그림 2> 남구 환경계획 수립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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