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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및 기조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1) 국토계획의 기조변화

Ÿ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녹색성장전략을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

계획에 반영

 全지구적 기후변화와 에너지·식량 등 자원문제 심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선제적인 재해 

대응체제 구축 및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국토관리방안 수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 잠재력 제고와 지역특화발

전 도모

 녹색성장의 기반으로서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자원의 적극적 활용전략 마련 

Ÿ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

 전방위적 FTA 확산, 초국적 협력과 경쟁의 증대, 아시아 경제권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하여 

국토경쟁력 강화 및 개방형 국토전략 수립 

 광역경제권 중심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지

원·보완할 수 있는 전략 마련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호남고속철도 착공 등 초고속·친환경 교통망시대에 부합하는 국토

전략 마련 

Ÿ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토관리 분야별로 새로운 패러다

임과 정책방향 설정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저성장시대 진입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정책 패러

다임 제시 

 G20 정상회담 개최국 선정, ODA1) 확대 등 국가품격 제고에 부합하는 국토구조 형성 

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증여 및 차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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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정보화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국토구조로 개편 

2) 지역여건의 변화

Ÿ 민선5기 출범을 통해 성장과 개발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가치인 번영 패러다임 정착

 번영 패러다임의 기본개념은 그 동안 성장 및 개발 일변도의 지역발전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

환, 환경과 인간의 공존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성장의 열매를 고루 향유

하는 것임

Ÿ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지역내 100만 대도시 출현

 창원, 마산, 진해 3시의 행정통합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탄생. 경남은 20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행정구역이 재편되었으며, 규모면에서 대도시로 전환된 통합창원시의 

특성화발전과 타 시군의 연계발전이 지역발전의 과제로 대두

Ÿ 거가대교, KTX 개통 등 광역발전의 교통인프라 확충 

 2010년 경남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개통되어 광역교통망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수도권과 창원을 직접 연결하는 KTX가 개통되어 경남지역도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되었

음 

Ÿ 저출산·고령화의 현실화 및 다국가간 FTA 체결로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도래

 200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인구성장 정체와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

로 나타나고 있음(경남 군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2009년 30% 돌파)

 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라 한-EU, 한-미 FTA 등 다국가간 FTA가 지속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농

어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2. 계획수립의 목적

Ÿ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력과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유·무형의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한 장·단기의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함

Ÿ 2011년 1월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 등 상위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경상남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

함과 동시에 지역차원의 균형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Ÿ 또한, 민선5기 경상남도 도정철학인 번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균형을 이루며 경남의 전통적인 기간산업과 21세기 미래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등 신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

Ÿ 지역 내부적으로는 지역간 이동성 제고와 문화·관광, 생태체험학습 등 다양한 욕구증대에 대응

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창의적 활용과 잠재력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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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추구 등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생활패턴 변화추이를 수용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Ÿ 산업적으로는 조선·기계·항공 등 국가성장을 견인해 온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구조고도화와 풍

력·연료전지·태양광 등 새로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구조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Ÿ 이상의 다양한 외생적 여건변화와 지역 내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21세기 새로운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혁신적인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의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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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법적 근거

1. 계획의 성격 및 위상

 국토기본법 상에 수립근거를 두고 있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Ÿ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도 

단위 차원의 최상위 법정계획임

 경남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Ÿ 경상남도가 나가야 할 미래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1세기 경상남도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 제시

 공간환경·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을 총괄하는 “종합계획”

Ÿ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10)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공간환경·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을 

총괄·조정하는 종합계획임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도 차원의 “지역계획”

Ÿ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여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지역

계획임

 시·군별, 분야별 하위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지침계획”

Ÿ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수립하게 될 시·도시기본계획 및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하위 법정계획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상위 지침계획임

2. 계획의 법적 근거 및 범위

1) 법적 근거 및 수립절차

Ÿ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수립됨

Ÿ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에 관한 최상위계획으로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됨. 즉, 국토전

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으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도 단위에서 구체화한 계획임

Ÿ 도지사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국토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용하면서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함



제1편 제1장  계획의 개요

7

2)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Ÿ 계획기간 : 2012~2020년

Ÿ 기준년도 : 2010년

(2) 공간적·내용적 범위

 광역적 의미의 범위

Ÿ 경상남도의 지리적·공간적 위치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 국토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경상남도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부산·울산 등 동남권 일부 지

역과 전남·전북 등 호남 광역경제권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광역적 범위로 설정함

 협의의 의미의 실천 범위

Ÿ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그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의미의 공간범위로는 2010년 말 경상남도 행정구

역을 기준으로 하여 창원시, 진주시 등 8개 시와 거창, 합천 등 10개 군지역, 그리고 행정적 관리

구역에 포함되는 남해 일원을 대상으로 함

(3) 내용적 범위

Ÿ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도종합계획 수립지침(2011. 3)에 따라 지역여건과 발전 잠재력 분석, 계획

의 목표와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시․군별 발전방향, 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

였음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에서 제시한 국토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구

체화하고 창의적 수용함으로써 2020년 경상남도의 미래발전의 방향성과 전략 제시

 지난 2008년 수립된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이후에 나타난 지역차원의 변화와 

미래전망을 토대로 자주적인 지역의 미래발전 방향성과 전략, 각 부문별 실천과제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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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합계획의 내용

①『국토기본법』제13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기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1. 주택, 상하수도, 공원, 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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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지역현황

1. 지리적 여건 및 자연환경

1) 공간적 및 지경학적 위치

 공간적 위치

Ÿ 경상남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부산·울산광역시와 남쪽으로는 남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대구광역시의 달성, 경북의 청도, 고령, 성주, 김천과 접경하고 있고, 서쪽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전라북도의 무주, 장수, 남원, 전라남도의 구례, 광양과 접하고 있음

 환태평양경제권의 관문이자 환동해·환황해경제권의 연결지역

Ÿ 경상남도는 한국의 일본의 큐슈권, 중국의 상하이권으로 형성되는 환태평양경제권의 지리적 관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의 연결지역에 해당됨

 국토 남부권의 중심지역

Ÿ 국토발전전략과 공간구조 측면에서 볼 때 경상남도는 동남광역경제권, 남해안선벨트, 영남경제공

동체 등 광역적 국토발전전략을 위한 3대 광역권의 핵심지역으로 국토 남부권의 중심지역에 해당

됨

2) 자연환경

Ÿ 경상남도의 동쪽에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이 뻗어 있고, 중앙부에는 낙동강이 흐르며, 서쪽에는 

비교적 험준한 소백산맥이 호남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Ÿ 경상남도의 해안선은 침강리아스(Rias)식 해안으로 다도해와 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총 537개

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음

Ÿ 경상남도는 낙동강을 비롯하여 섬진강 등 10개소의 국가하천과 함양 위천 등 674개소의 지방하천 

등 총 684개의 하천이 입지하여 있음. 총 유로연장은 4,220.5㎞로 전국 하천 30,242.9㎞의 13.9%

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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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문환경

1) 인구

Ÿ 경상남도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010년 3,290,536인이며, 이는 전국인구(50,515,666인)

의 6.5%에 해당됨. 전국 면적대비 경상남도의 비율인 10.5%보다는 낮은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음

Ÿ 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95 - ’00년과 ‘00 - ’05년에는 전국의 증가율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05 - ’10년 기간에는 전국(0.7%) 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인구비중은 1995년 이래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대비 6.5%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2) 인구구조

Ÿ 2010년 기준 경상남도의 인구구조는 15세 미만의 인구가 16.6%로 전국 평균(15.9%)보다 조금 높

은 반면 15-64세의 인구는 71.6%로 전국 평균(73.2%)보다 낮고, 65세 이상 인구는 11.8%로 전국 

평균(10.9%)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Ÿ 15세 미만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가 전국 평균에 비

해 낮아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

고 있어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지역총생산

Ÿ 경경남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명목가격 기준의 경우 2000년 39,600십억원에서 2005년 58,251

십억원, 2009년 77,213십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2000년 46,836십억원, 2005

년 58,251십억원, 2009년 68,383십억원으로 연평균 4.29%가 성장하였음

Ÿ 경남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명목가격 기준으로는 2000년 6.6%에서 2009년 7.2%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가격 기준의 경우에는 2000년과 2009년 모두 6.8%로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4) 산업구조

Ÿ 경남의 실질 GRDP 기준으로 살펴 본 산업구조는 1985년 1차 산업 10.6%, 2차 산업 39.7%, 3차 

산업 41.6%였으며, 2010년에는 1차 산업 4.3%, 2차 산업 41.9%, 3차 산업 45.5%로 1차 산업이 대

략 6% 감소, 2차 산업 2% 증가, 3차 산업 4% 증가를 보이고 있음

Ÿ 일반적으로 각 산업비중의 변화를 경제발전단계별로 볼 때 경제적인 발전정도가 높을수록 1차 산

업에 대한 2차 산업, 2차 산업에 대한 3차 산업의 가중치가 커지게 되는데, 경남의 산업구조도 1

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이 줄고 3차 산업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발전

이 진행되고 있음

Ÿ 다만, 2005년을 기점으로 전체 GRDP 대비 2차 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05년 

37.7% → 2010년 41.9%)에 있는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2005년 49.1%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2010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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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건변화 전망

1. 미래의 여건변화 전망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자원위기 심화

Ÿ 화석연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 고조

 교토의정서(1997), 발리로드맵(2007)2) 등 글로벌 차원의 대응논의 확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요구 심화

 탄소배출권 확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범세계적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에너지 수요 증

가에 따라 한정된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감 고조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매장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에너지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Ÿ 기후변화에 따라 물부족,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

 물부족(2016년 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요구

 국토공간 디자인과 품격 향상을 위한 수변공간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 증대 예상

 거대 지역경제권 중심의 신개방 경쟁체제 가속화

Ÿ 전방위적인 FTA 추진이 확산되고, 경제 블록화 등으로 글로벌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전망

 한-미, 한-EU 등 글로벌 FTA시대의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대외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산업경쟁력 확보 및 외국자본 유치가 중요시될 전망

Ÿ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으로 지역간 경쟁이 보다 가속화 될 전망

 기존의 국가간 경쟁체제에서 지역이 직접 세계시장에서 타지역과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

라 지역간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단위 지역경제권 형성 심화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매력있는 생활환경, 양호한 인프라, 우수인재 보유 

등이 보다 중시될 전망

 인구감소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Ÿ 향후 절대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20년경 연령대별 인구구조는 역사다리꼴로 변화

할 것으로 전망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2030년 4863만 명에 이를 전망3)

Ÿ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0년에는 고령화율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

2)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통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에 대한 규칙으로 채택한 협약. 기존의 교토의정서는 38개국 
선진국을 참여대상으로 한정했던 반면,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온실
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됨. 발리로드맵 채택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 포함됨.

3) 통계청. 2009.1.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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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고령화 속도4)는 OECD국가 중 1위(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일본 24년, 한국 18년)

로 급속히 진행될 전망

Ÿ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경제성장 시스템과 산업, 기업 및 개인의 행동양식 등 경제·사회 모

든 분야에 걸쳐 근본적 변화 예상

 도시기반시설 정비, 다양한 정주 및 교통환경 구축 등 대응전략 마련 필요

 경제저성장시대의 도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량공급 위주의 공공정책이 한계를 노정

 교통·생활 혁명으로 U-Green 통합형 시대 전개

Ÿ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기술이 연계 발전하는 유비쿼터스-그린(Ubiquitous-Green) 통

합형 시대가 본격 전개될 전망

 신속·안전한 이동 및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교통기술과 IT기술이 결합된 지능형교통시스템

(ITS)5), 스마트하이웨이 구축 등이 보다 확대될 전망

Ÿ 고속철도, 스마트 하이웨이 등 저탄소 고속교통망의 구축으로 통근권, 경제·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생활패턴의 변화 예상

 2017년까지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어 고속교통망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환경, 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Ÿ 환경관련 국민의식 변환, 소득증대 등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경제, 산업의 양적 발전에서 문화적 질적 생활환경의 추구와 환경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국토공간에의 요구 증대

 늘어난 여가시간과 소득을 생산적인 문화활동으로 소비하기 위한 여가·문화공간 수요 및 쾌적

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예상

Ÿ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배려 필요성 증대 

 고령인구를 위한 정주 및 여가시설 공급, 장애인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한 생활시설공급 등이 더

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

2. 기존 도종합계획 진단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Ÿ 지난 2008년 수립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 – 2020)에서는 계획의 비전을 “인간․
환경․지식 중심의 남해안시대 중추 경남”으로 설정하여, 인간과 환경 그리고 지식의 3대 개념을 

4) 고령화 속도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5) 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

스템.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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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의 중요 가치로 설정한 바 있음

Ÿ 이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미래 중요 가치를 토대로 설정한 것

이며, 당시 민선 4기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인 남해안시대를 도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채택한 것임

Ÿ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해 ① 기술‧정보주도의 첨단경남, ② 세계와 하나되는 열린경남, ③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경남, ④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경남, ⑤ 남해안시대의 거점경남 등 5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계획지표

Ÿ 2008년 수립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지표를 인구와 경제지표 중심

으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먼저 인구는 당시 2010년의 경남도 인구를 314만으로 계획한 

바 있는데 2010년 현재의 인구가 추계인구 기준 318만으로 약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Ÿ 경제지표 중 지역 총생산은 104조로 계획하였으나, 2010년 현재 실질기준 77조로 약 70% 정도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또한, 1인당 GRDP 역시 2,990만원 정도를 목표로 삼았으나 2010년 현재 

2,460만원 정도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Ÿ 반면, 수출과 수입은 상당한 초과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2008년 계획에서는 353억 달러를 수출할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2010년 584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253억 달러의 수입액을 예상하였으나 2010

년 현재 303억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Ÿ 전체적으로 인구지표는 계획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추계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경제지표는 

총생산 관련 지표가 상당 수준 미달되었고, 수출수입액은 초과 달성되어 경제지표 전반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함

Ÿ 경제지표의 목표치와 실제의 차이는 계획수립 당시의 지역여건이 IMF 외환위기가 있던 시기를 

제외하면 1990년 이후 보여 온 지속적인 고성장(연간 10% 내외의 경제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

로 예측한 때문으로 보여지며, 수출액의 초과 달성은 최근의 조선경기 활황에 따른 지역 조선산

업의 수출액 증가가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됨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 ~ 2020)

14

제3절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경남도민의 요구

1. 지역의 발전수준

 주거분야

Ÿ 현재의 경상남도의 주거환경에 대한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보통’이 가장 높게(56.2%) 나타났고, ‘낮

음’과 ‘우수’는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경제분야

Ÿ 현재의 경상남도의 경제적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보통’이 가장 높게(42.3%) 나타났고, ‘낮음’이 

29.0%, ‘매우 낮음’이 5.7%로 평가되고 있음

 교통인프라분야

Ÿ 현재의 경상남도의 교통인프라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보통’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낮음’이 30.9%, ‘매우 낮음’도 10.1%로 평가하여 교통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음

 문화관광분야

Ÿ 현재의 경상남도의 문화관광분야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보통’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나, ‘낮음’이 30.3%, ‘매우 낮음’도 10.5%로 평가하여 교통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복지분야

Ÿ 현재의 경상남도의 사회복지분야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보통’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나, ‘낮음’이 28.6%, ‘매우 낮음’도 7.4%로 평가되어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지역의 미래

 미래모습

Ÿ 앞으로 경상남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문화 

중심지역’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첨단산업 중심지역’이 20.9%, ‘교육/연구 중심지

역’이 20.2%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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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발전의 중요 가치

Ÿ 경상남도의 미래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균형성장’이 21.9%로, ‘경제발전’이 21.4%의 순으로 나타났음

 미래의 중요 산업

Ÿ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앞으로 어떤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

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선/기계/항공산업’이 24.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금융/교

육/서비스산업’ 18.8%, ‘신재생에너지산업’ 17.7%의 순으로 나타났음

 지역개발의 정책방향 

Ÿ 앞으로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위해 경상남도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답변으로 ‘경남 전체 균형개발’이 43.4%, ‘환경보호와 개발의 조화’ 17.6%

의 순으로 나타났음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Ÿ 앞으로 경상남도의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의 답변으로 ‘생태/환경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이 24.8%, ‘과학 첨단 농어업 육성’이 

20.2%의 순으로 나타났음

 행정분야의 역량강화

Ÿ 앞으로 경상남도 및 시군의 행정이 어떤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답변으로 ‘경

제/산업발전분야 행정역량 강화’이 28.9%, ‘복지분야 행정역량 강화’ 28.4%의 순으로 나타났

음

3. 도민 의식조사결과의 시사점

1) 지역발전수준의 평가

Ÿ 경상남도의 현재 발전수준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결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간정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 그러나, 경제·사회복지·문화관광·교통인프라 등의 항목에서는 낮음 혹은 매우 낮

음에 해당되는 부정적 평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되

고 있음

2) 지역의 미래에 대한 요구

Ÿ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 모습은 문화 중심지역, 첨단산업 중심지역, 교육/연구 중심지역의 

순으로 나타나 지금의 제조업 중심지역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을 희망하고 있음

Ÿ 향후 경남의 미래발전을 위해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가치로는 균형발전과 경제성장, 사회복

지의 순으로 나타나 도내 전체의 불균형발전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성장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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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지강화를 원하고 있음

Ÿ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미래의 중요한 산업은 조선/기계/항공산업, 금융/교육/서비

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의 주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상

대적으로 부족한 3차 산업의 강화,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기대가 

큼을 알 수 있음. 다만, 첨단산업 중심지역의 미래를 희망하는 문항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현재의 

주력산업인 조선/기계/항공산업의 첨단화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Ÿ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생태/환경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 과학 첨단 농어업 육성, 

전원지역으로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의 미래발전방향

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다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매우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Ÿ 향후 경남도의 행정분야 중 ‘경제/산업발전분야와 복지분야의 행정역량이 중점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강화를 동시에 요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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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의 발전잠재력 및 계획과제 도출

1. 강점요인

 동북아시아의 국토관문

Ÿ 경남은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임. 신항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국제적인 개방거점을 통해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음

Ÿ 또한 신국제공항 건설, 부산·경남·전남 등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횡축의 광역교통망과 영남 내

륙으로 연결되는 종축의 교통축이 완비될 경우 교통․물류․관광의 전 분야에 걸친 국토 남부 광역

경제권의 핵심적인 발전거점이 될 수 있음

 첨단 제조업 ‧ 미래형 신산업의 메카

Ÿ 경남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여 세계적인 산업지대로 발전해 왔음. 창

원국가산업단지 등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기반위에 지식기반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산업 등 4대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이 진행되어 왔음

Ÿ 최근에는 그 동안의 산업발전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

산업과 에너지산업으로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임

 풍부한 관광·문화자원 보유

Ÿ 경남은 남해, 지리산, 섬진강, 낙동강 등 풍부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대장경, 가야문화 등 세

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역사문화자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청정환경과 전통의 문

화·역사자원은 21세기 문화경쟁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 기회요인

 동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확대와 한일-한중간 경제협력의 강화

Ÿ 경상남도는 동북아시아경제권의 지속적인 확대와 한일-한중간 경제협력의 강화라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지경학적 조건과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환

태평양경제권의 국제교류 및 관문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Ÿ 특히, 최근 동남권 차원에서 일본과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부한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 한일해협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해양자원의 관심 증대

Ÿ 그 동안 개발과 활용에서 벗어나 있던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은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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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남해바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Ÿ 경제성장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로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해상풍력, 바이오 등 무궁한 해양자원의 새로운 활용을 지역발전의 요인으로 활용할 가능

성이 높은 지역임

 혁신도시, 로봇랜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Ÿ 창원에 건설 중인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며, 이

를 통해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국가 로봇산업 발전의 견인차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임

Ÿ 또한, 진주에 건설 중인 남가람 혁신도시는 산업기능과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방면의 성장을 유

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기업지원지구 등 혁신클러스터의 구성요소를 보

완해 주고 연계체제를 강화할 경우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줄 것으로 전망됨

3. 약점요인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지속적 불균형

Ÿ 경상남도는 지리적 여건에 의해 창원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과 부산에 인접한 김해, 양산 등 일

부 지역의 급격한 산업발전에 비해 지리산 인근 지역 등 서부지역은 아직까지 특성화된 발전성과

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

 독립된 경제권으로서의 규모․경쟁력 미흡

Ÿ 경상남도는 전국 3위권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비교해 볼 때 독립된 경제권으로서의 규모와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Ÿ 즉, 국내의 수도권 또는 동북아시아의 상해, 동경, 북경, 홍콩, 오사카 등과 경쟁하기에는 규모, 

경쟁력 등에서 아직 열위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부산, 울산, 전남 등과 연계

한 광역경제권의 활성화가 필요함

 IBEC-T(IT, BT, ET, CT) 등 신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반 취약

Ÿ 경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의 거점으로 기존 기계, 조선 등 전통적 제조업은 경쟁

력이 있지만, 새로운 21세기형 첨단산업은 부족한 실정임. 기존 산업과 첨단산업을 융복합화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IT, BT, ET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임

4. 위협요인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및 중국의 급성장

Ÿ 2008년 세계경제질서를 붕괴시킨 경제위기로 인해 산업전반에 대한 새로운 미래전략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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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너지 위기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또

한, 경남의 최대 산업기반인 조선산업의 경우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경쟁력 개발이 필

요한 상황임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한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 부문의 지속적 악화

Ÿ 최근 농어업 인구의 감소․고령화 및 농수산물시장 개방확대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농수산업 부문

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

Ÿ 이러한 상황에서 농수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 향후 경남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

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농수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Ÿ 경쟁력의 중심이 가격에서 품질로, 생산방식이 토지집약적에서 자본기술집약적으로 전환되는 추세

에 맞추어 농수산업구조를 어떻게 고도화하느냐가 관건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

Ÿ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중요한 사회·경제적 화두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경남의 군지역은 전

국의 고령인구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합천군, 의령군, 남해군 등 일부 

군지역은 30%를 초과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인구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Ÿ 향후 복지시설, 요양시설 확대 등 지속적인 복지강화가 요구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

가를 초래할 것임. 아울러 농촌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는 정주기반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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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O) 위협(T)

∙동북아 경제권 확대에 따른 
  사람과 자본이동 확대
∙해양자원개발의 관심 증대
∙농수산물 생산․소비의 
  패러다임 변화
∙주변 아시아 국가(중국 등)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제
관광 수요증대

∙세계경제 침체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
∙중국 급성장에 따른 
  저부가가치 산업 분야
  경쟁 심화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한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 부문의 지속적 
  악화

(SO) 계획과제 (ST) 계획과제

강점
(S)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관광, 문화자원 
  보유
∙전통 제조업의 집적․
  특화 및 산업간 
  네트워킹 활발
∙제조업 혁신 및 성장
  동력 창출에 필요한 
  인적자원 보유
∙우수한 거점 항만  
  보유

∙지역자원의 다각적 개발을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인 관광․휴양산업의 거
점 개발(특히, 중국 

  관광객 집중 유치전략)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항만․물류산업 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산업 
  발굴
∙조선, 태양광산업 분야의 
  중국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화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연산업의 특화 및 연계
∙농업생명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WO) 계획과제 (WT) 계획과제

약점
(W)

∙독립된 경제권으로서의 
  규모․경쟁력 미흡
∙해양 및 도서자원 활용 
  미흡
∙IBEC-T(IT, BT, ET, 
  CT) 등 신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반 취약
∙SOC 투자의 지역간 
  격차
∙수도권 등 국토 내륙권과

의 접근성 미흡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 불균형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미
래 성장산업 개발

∙기존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SOC 투자효과 확대를 위한 
  광역인프라 구축
∙농수산물의 고품질 및 
  브랜드화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 
  형성
∙철도 등 저탄소형 SOC 
  확충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후계농어업 인력 등의 
  유치를 위한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 
  배후주거지 조성을 통한 
  창조인력 유인

<표 1> 경상남도의 잠재력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제1편 제2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21





제2편 제1장  지역의 미래상과 계획목표

23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지역의 미래상과 계획목표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경남 !!!

■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그림 1>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Ÿ 지금까지 국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경남은 풍부한 산업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제

조업 위주의 양적·물적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음

Ÿ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인구증가의 정체 등 사회경제적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 갈 

것이 예상되며, 그 동안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악화,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증가

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등 많은 과제를 노정해 오고 있음

Ÿ 따라서,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미래는 지금까지의 팽창적 개발시대를 벗어나 사회와 경제, 그리

고 공간이라는 지역발전의 구성요소가 통합되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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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지역발전의 실천 가치 : 지속가능한 순환사회

Ÿ 본 계획에서는 계획의 비전을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경

남”으로 설정함

Ÿ 이는 사회·경제·공간 등 지역발전 3요소의 선순환 시스템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

하는 것임. 즉, 성장과 복지, 녹색산업과 전략산업, 개발과 보전 등 지역발전의 실천가치가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를 지향함 

 사회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경제 : 기존 전략산업과 녹색산업의 동반성장

 공간 : 개발과 보전의 조화 / 인간과 환경의 공존 추구

Ÿ 또한, 민선 5기 경남도정의 지역발전 철학인 번영 패러다임의 포괄적 개념화를 통해 미래발전의 

새로운 가치로 정립하고자 함

<그림 2> 지속가능한 순환사회의 개념

2. 계획의 목표

①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Ÿ 점차 심화되어 가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차원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구축 및 

환경정책 추진

Ÿ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재해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도민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재체계 구축 

② 더불어 나아가는 균형발전

Ÿ 지역발전을 위한 공평한 기회의 균형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립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균형잡힌 경남 구현 및 통합과 성숙한 지역공동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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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경남의 2대 도시권을 인재·자본·정보가 모이고 집적되는 지역발전의 핵심지역(Mega City- 

region)으로 육성 

Ÿ 활력있는 농축수산업 육성(일터), 살기좋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삶터), 깨끗한 농촌성(Rurality) 

보존과 유지(쉼터) 등 농어촌의 산업적 경쟁력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전체가 활력 넘치는 

균형발전 달성

③ 다함께 누리는 복지

Ÿ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평생건강의 개념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다양화·고급화 추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 보장

Ÿ 생활복지 강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저변을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의 제공을 통해 다함께 

누리는 체감복지 실현

Ÿ 여성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고, 이해를 넘어 상생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하고 가족이 안전한 여성친화적 지역환경 구축

④ 세계 속으로의 도약

Ÿ 지역발전의 광역화시대에 부응하고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 기능적 + 공간적 연계협력을 

통한 경남과 주변 지역의 통합적 상생발전 추진

Ÿ 개방경제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개방형 경제

구역(FTZ, FEZ 등)의 활성화 및 과학기술 역량 제고 추진

⑤ 지속가능한 성장

Ÿ 기계·조선·항공 등 기존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첨단 수송기기 생산의 

동북아 거점 육성

Ÿ 풍력·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에너지 장비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할 그

린 신성장동력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⑥ 매력적인 문화창조

Ÿ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고품격의 문화․예술 기반 확충

Ÿ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관광 개발 및 관광경남을 선도할 창조적인 명품

관광 프로젝트 개발

Ÿ 지역간 고유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연계하여 경남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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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계획지표 설정

1. 인구지표

1) 인구추계

 전국 인구 전망

Ÿ 최근 2011년 1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인구(2010년 기준)의 장래추계에서는 2020년 5,143만명

으로 추계되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총조사인구기반

Ÿ 총조사인구기반은 과거의 인구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통계청의 2010년 인구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망한 것이며, 2010년 인구는 2005년도 기준 전국대비 비중이 2010년에

도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Ÿ 추정결과 2010년 약 3,177천명에서 2015년에는 약 3,229천명, 2020년에는 약 3,256천명으로 나타

나, 연평균 0.25%가 증가되며 절대인구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인구성장의 안정화기간이 도래할 것

으로 전망됨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10~'15 '15~'20 '10~'20

전국인구 49,410 50,617 51,435 0.48 0.32 0.40

경남인구
3,177
(6.5)

3,229
(6.5)

3,256
(6.5)

0.33 0.17 0.25

자료 : 전국인구는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의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에 제시된 수치(2010)
경남인구는 2005년도 기준 전국대비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함(2012년 발표결과에 따라 변경예정)

<표 2> 통계청 추계인구에 의한 인구지표 전망(단위: 천명, %)

 주민등록인구기반

Ÿ 주민등록인구기반으로는 코호트법, 시계열분석, 등차수열, 등비수열,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5가지

의 인구추계방법을 활용하여 추계하였음 

Ÿ 추계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가 336만으로 가장 낮고, 코호트법이 340만, 등비수열 345만, 

시계열분석이 350만, 등차수열이 355만 등으로 추계되어 336만 - 355만 정도의 인구성장이 예상

됨. 연평균 증가율은 0.35% - 0.76% 정도로 추계됨

2) 계획인구 설정

 통계청 추계인구 기반 계획인구

Ÿ 분석작업에 의해 통계청 추계인구(인구총조사 자료) 기반 2020년의 경남인구는 325만명으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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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Ÿ 따라서, 2020년 경상남도의 계획인구는 추계된 325만명을 1안으로 검토하고, 시계열 추계의 95% 

신뢰수준(±15만명 내외의 오차)과 진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서부지역의 사회적 인구성장, 일자

리 창출, 출산지원대책, 귀농귀촌정책 활성화 등 향후 관련 정책추진을 통해 15만명 정도의 자연

적·사회적 증가를 거둘 것을 목표로 하여 340만명의 계획인구를 2안으로 검토한 후 2안인 340만

명을 2020년의 계획인구로 제시함

2. 경제지표

1) 경제성장 계획목표 설정(실질가격 기준 GRDP)

 향후 GRDP 전망

Ÿ 과거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 2005년 기준가격 자료

를 기반으로 시계열분석, 변이할당분석, 등차수열분석, 등비수열분석 등 4가지 통계적 방법을 활

용하여 GRDP를 전망하였음

Ÿ 또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장기전망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장기 GDP 성장목표가 제시되

지 않고 있으므로, 비전 2030과 비전 2040에서 KDI가 추계하고 있는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비

교지표로 활용하였음

Ÿ 시계열분석의 결과 경남의 GRDP는 2020년 96,627십억원으로 연평균 3.24%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

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변이할당분석의 결과 역시 2020년 108,017십억원으로 

연평균 3.96%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등차수열분석 결과에

서도 동일한 추세인 2020년 103,184십억원, 연평균 3.49%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Ÿ 등비수열기반에서는 2020년 115,990십억원으로 연평균 4.71%가 성장하여 전국에 비해 높은 성장

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이 경우 경남의 GRDP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6.9%에서 2015년 7.1%, 2020년 7.2%로 미세한 증가추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GRDP 성장 계획목표

Ÿ 통계청 자료에 의한 2010년 경남의 실질 GRDP 잠정치는 73,228십억원이며, 시계열분석, 변이할당

분석, 등차수열 및 등비수열 추세에 의한 2020년 경남 실질 GRDP 전망치는 96,627십억원에서 

115,990십억원 사이로 추계되었음

Ÿ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시계열 추정치의 연평균 성장률 3.2%, 둘째, 여러 추정법에서 나온 연

평균 성장률 평균인 3.6%, 그리고 국가성장률 4.2%를 고려한 세 가지 안을 검토 대안으로 설정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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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안) 2안) 3안) 

2020년 경남 GRDP
(연평균증가율)

100,000
(3.2)

104,000
(3.6)

110,000
(4.2)

<표 3> 2020년 경남 GRDP 전망(실질가격)(단위: 십억원, %)

Ÿ 최종적으로는 경남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질적 성장을 고려하여 연평균 4.2%에 해당하는 2020

년 경남 GRDP 목표를 110조로 제시함. 다만, 이 목표치는 2005년 기준가격으로 물가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Ÿ 인구, 경제(GRDP) 등 주요 항목 이외의 복지, 사회기반, 환경, 관광 등 주요 계획분야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한 2020년 계획지표는 다음과 같음

분야 및 지표 2010 2020

인구 총인구(추계인구) 317만명 340만명

경제
GRDP 73조원 110조원

1인당 GRDP 2,300만원 3,235만원

복지 및 생활환경
지역성평등지수

레벨 4
(최하위그룹)

레벨 2
(차상위그룹)

주택보급율 103.4% 117%

사회기반
도로밀도 1.21 1.43

상수도 보급율 88.8% 95%

환경

온실가스 감축 -
BAU(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좋은물 달성비율
(Ⅱ등급 이상)

89.7% 94.5%

관광 내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3.7
4.0

(80% 수준, 우수)

<표 4> 인구․경제 등 분야별 계획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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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간구조 설정

제1절 다축환상형 공간구조 구상

1. 다축환상형 공간구조의 개념

Ÿ 본 계획에서는 발전축과 성장벨트의 공간적 통합을 통해 도시권과 정주·산업거점이 광역교통망

으로 연계되고,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공유자원이 벨트로 구축되는 다축환상형 공간구조를 경남

의 미래 공간구조로 제시함

<그림 3> 지역발전축과 성장벨트에 의한 다축환상형 공간구조

 다축환상형 공간구조의 기대효과

Ÿ 다축환상형 공간구조는 지난 4차례의 경상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공간구조와 달리 도시 

및 교통망 중심의 발전축과 자원 중심의 성장벨트라는 두 가지 개념을 종합적으로 구성한 것임

Ÿ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과 연계함으로 인해 보다 실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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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발전축과 성장벨트

1) 지역발전축

Ÿ 21세기 지속가능한 순환사회를 구현하고 광역·초광역개발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토

발전전략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거점과 교통망을 고려한 지역발전축 설정

<그림 4> 지역발전축 구상도

 연안발전축 

Ÿ 경남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주축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김해-창원-진주의 산업 및 도시발전축

을 강화하는 축임. 산업 및 도시거점 중심의 수평축에 해당됨

Ÿ 경남 전체로는 연안발전축을 중심으로 하는 환상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유도함

 내륙발전축(신규 발전축)

Ÿ 새롭게 건설될 함양-울산간 고속국도를 통해 연결되는 축으로 관광 + 녹색 + 산업 기능의 수평

축임. 낙후된 내륙지역과 성장하고 있는 동부도시권,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발전축에 해당

 낙동강환경축 

Ÿ 영남권 전체를 관통하는 젖줄인 낙동강을 생명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축으로 설정. 자연환경 + 

생명 수직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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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연계축(신규 발전축)

Ÿ 기존의 내륙연결 교통망과 새롭게 건설될 김천-거제간 내륙철도, 기존의 중부내륙고속국도 등 광

역교통망과 지역의 거점도시를 연결하여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영남내륙권과 공유하는 축임. 영남 

및 내륙권 연계 수직축에 해당

2) 성장벨트 

Ÿ 산악·해양·생태자원과 지역의 발전거점을 벨트형태의 성장지대로 연결하여 지역내부의 자원공유 

및 인근 시·도와 광역경제권을 초월하는 연계개발 촉진

Ÿ 백두대간벨트, 남해안선벨트 등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초광역개발권의 지역차원 실천전략 제시

※ 전체로서는 3대 성장벨트의 연계를 통해 도시발전축을 감싸는 창조의 링(Ring)으로 육성

<그림 5> 3대 성장벨트 구상도

 백두대간벨트 

Ÿ 지리산·덕유산 등 경남의 서북부 산악지대는 백두대간 종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광역경제권을 

연계하는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시켜 녹색성장 거점으로 형성

Ÿ 산림, 수변자원(섬진강) 등을 연계한 Green-Blue Network 구축으로 휴양․레저 기반의 관광지 활성

화 및 특화품목 융․복합을 통한 미니식품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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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선벨트 

Ÿ 섬·바다·연안 등 우수한 해양자원과 발전된 산업여건, 그리고 환태평양과 유라시아의 관문기능 

등을 기반으로 초광역개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

 신내륙벨트(신규 벨트) 

Ÿ 백두대간벨트와 남해안선벨트는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초광역개발권)으로 추진 중인 

성장지대임

Ÿ 신내륙벨트는 백두대간과 남해안선벨트의 성장여력을 지역차원에서 확산․연계할 수 있도록 김해-

양산-밀양-창녕-의령 등 경남 내륙지역의 첨단산업·문화·생태 융합의 신성장벨트를 조성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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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권역별 발전전략 및 발전거점의 육성

1. 권역의 구분

 권역의 구분과 지역적 특징

Ÿ 경상남도의 지역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권역구분의 개념을 수용하여 4대 권역으로 설정함

<그림 6> 동남권 6대 지역경제권 

     

<그림 7> 경상남도의 4대 권역 구분

권역 특징 시군

서북부권
(서북부 성장촉진권)

․경남 서북부지역의 4개 시군으로 지리산, 덕유산, 가
야산 등 국립공원의 산악자원 풍부
․그 동안 지리적, 산업적 공간환경의 제약으로 성장과
정에서 가려져 있었으나, 풍부한 자연환경과 녹색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과 성장촉진이 요구되는 
지역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서부권
(사천만 환상도시권)

․사천만 중심의 2개 시, 2개 군으로 구성되는 권역
․혁신도시 건설, 항공산업의 발전, 해양관광의 요구증
대 등 내외부적 환경요인의 변화를 바탕으로 지역발
전의 전기 마련

진주, 사천, 하동, 남해

동북부권
(내륙성장 도시권)

․김해, 양산 등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인구유입이 이루
어지는 도시와 창녕, 밀양, 의령 등 농촌지역이 복합
된 권역
․권역 전체의 총량적 경제규모는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군지역의 새로운 발전가치를 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김해, 양산, 밀양, 창녕, 의령

동부권
(진해만 환상도시권)

․진해만을 중심으로 창원 등 기계, 조선산업의 거점지
대
․기존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남의 산업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하는 
지역

창원, 거제, 통영, 고성, 함안

<표 5> 경남의 4대 권역 구분 및 지역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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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발전전략

1) 동부권 : 진해만 환상도시권(로봇+기계+조선․해양플랜트+해양관광)

Ÿ 창원의 기계·메카트로닉스산업 기반과 로봇랜드 개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기계·로봇·신재생에너지산업의 허브 조성

Ÿ 거제·통영·고성의 조선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해양 플랜트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국제적 해

양플랜트 거점화 유도

Ÿ 진해만을 중심으로 하는 내해와 거제, 통영의 외해를 활용한 해양 및 문화관광의 발전기반 구축

Ÿ 당항포 관광지․공룡엑스포․경비행장을 연계한 신개념의 복합휴양관광거점 육성

Ÿ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내실화 및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동북아시아 글로벌 개방경제의 

거점지대화

2) 동북부권 : 내륙성장도시권(나노+의료․의생명+생태관광+광역연계)

Ÿ 밀양의 나노산업단지 개발과 양산의 메디칼폴리스, 김해 의생명단지 등을 상호연계 개발하여 동

남 내륙권의 첨단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

Ÿ 우포늪과 낙동강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적 가치의 실천지역으로 육성

Ÿ 동남내륙문화권 개발을 통해 동북부권을 동남내륙권의 산악․역사문화․관광중심지로 육성

Ÿ 경남의 4대 권역의 접점지역의 장점을 살려 의령의 광역연계형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동남권 3개 

시도의 광역접경지역인 양산을 동남권 상생특구로 육성   

Ÿ 일본 큐슈권과의 전략적 연계와 부산광역시와의 연계전략을 통해 김해의 동북아시아 글로벌 IT센

터화 유도

3) 서부권 : 사천만 환상도시권(항공우주+소재+해양관광+광역연계)

Ÿ 사천 항공산업단지의 외연적 확산과 소재산업단지의 신규개발을 통해 항공우주산업과 소재산업의 

복합 신성장 거점 육성

Ÿ 서부권과 서북부권의 특화된 지역발전을 견인할 발전거점으로 진주의 역할을 부여하고 집중 육성 

 뿌리산업 지원센터 활성화 / 항노화 R&D 거점 개발

Ÿ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극대화, 기존 산학연 연구거점 등을 상호 연

계하여 서부권 신성장지대 조성

Ÿ 남해안선벨트 남중권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섬진강을 접경지역으로 호남경제권과

의 광역개발 추진

Ÿ 여수, 광양의 산업 및 문화역량과 남해의 전략적 입지성을 연계 통합할 수 있도록 한려대교 등 

광역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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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북부권 : 서북부 성장촉진권(녹색생명+창조지대+광역연계)

Ÿ 거창·산청·함양 등 지리산 인근의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농업클러스터·친환경농업단지·향토산

업 개발을 추진하여 녹색과 생명의 국가적 거점으로 육성  

 친환경 청정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의 일관체계 구축(물류센터 등) 

Ÿ 한반도의 대표적 생태축인 백두대간권역을 초광역 생태 네트워크로 육성하여 생태·역사·문화가 

융합된 창조지대로 조성

Ÿ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 등 3대 국립공원벨트의 광역적 연계를 통해 전남, 전북, 경북 등 인접 광

역도와의 공동자원화 추진

Ÿ 산청, 함양의 한방과 산삼을 전국적인 생명산업의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 청정 농산물 식품클러

스터 구축

Ÿ 합천 해인사 대장경 등 천년 역사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신개념의 문화 + 환경관광거점으로 육성

<그림 8> 동부권(진해만 환상도시권) 발전전략

    

<그림 9> 동북부권(내륙성장 도시권) 발전전략

<그림 10> 서부권(사천만 환상도시권) 발전전략

    

<그림 11> 서북부권(성장촉진권)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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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권역별 발전전략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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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부문별 계획

제1장 지역개발 부문 

제1절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균형발전 기반구축

1. 계획목표 

■ 기회와 희망이 함께하는 골고루 잘 사는 균형경남 실현

Ÿ 지역발전을 위한 공평한 기회의 균형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립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여,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균형잡힌 경남 구현 및 도민 통합과 성숙한 지역공동체 완성

Ÿ 궁극적으로 ‘장소의 번영’과 ‘사람의 번영’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번영”을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 번영 1번지 완성의 발전기제로 작동해 나감

■ 내생적 지역발전·자립형 지방화의 실현 : 상향식 지역발전

Ÿ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내부의 기술·산업·문화를 토대로 자립적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학습하고 계획하고 경영함으로서 자생적인 지역발전을 유도

Ÿ 중앙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지방이 스스로 차별화되는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

하고, 역량에 걸맞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효율성, 경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천

2. 주요 추진시책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1)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추진배경

Ÿ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더하여 지역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

원을 통해 균형발전사업의 계획적·안정적 추진동력 확보

Ÿ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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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Ÿ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Ÿ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의 10% 이내의 보조금 등

 주요 기능

Ÿ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사업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계획수립, 전문가 활용 등 부가

비용 지출

Ÿ 예비비 등

Ÿ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2)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

 도-시군 + 시민사회의 상생협력체제 구축

Ÿ 경남도 균형발전 담당부서와 일선 시군의 균형발전 담당부서의 조직적 연계 강화

 도지사와 시장·군수 정책회의 정기적 개최 

 정책 발굴을 위한 시군 행정경영대회 개최, 시상

 도정 역점시책 추진 시군 우수과제에 재정 인센티브

Ÿ 지역사회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

 균형발전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시민참여

를 활성화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내생적 시스템을 확립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Ÿ 균형발전계획과 사업 등 체계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

기구 설치(도지사 직속)

Ÿ 주요기능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균형발전사업의 심의 및 자문

 균형발전사업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지원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균형발전 역량강화

Ÿ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학습, 성과전파를 위해 균형발전 아카데미 운영

 경남도 균형발전 담당부서와 지역사회 전문가를 주축으로 일선 시군의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샵, 특강 등 균형발전 학습의 장 마련

Ÿ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전략 수립 및 사업추진상의 컨설팅 등 전문적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팀 

운영

Ÿ 경남도내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

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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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본격 추진

(1) 균형발전계획 수립

 5년 단위 균형발전계획 수립

Ÿ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전

역을 대상으로 5년 단위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

Ÿ 균형발전계획에는 경남도 전역의 지역간 불균형과 원인 진단, 균형발전 전략과 정책 수립, 균형발

전사업의 선정, 균형발전사업 투자협약, 균형발전사업의 평가․환류시스템 등 균형발전정책의 전반

적인 내용을 포함

Ÿ 단발성 지역개발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컨설팅을 통해 계획수립과정에서

의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집행과정에서의 지속적인 평가와 사업예산의 확보 

등 계획의 실천성과 효과를 제고함

(2) 경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경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개념

Ÿ 각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마다의 색깔과 특성이 하나의 ‘모자이크’

를 만들어 경남 발전을 추구하고, 도가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내 전역이 균형발전하고,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경남형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Hard + Soft의 시너지 창출 및 낙후지역의 특별지원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성

 균형발전 선도사업(모자이크 프로젝트)

Ÿ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함으로써 도내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선 5기 도정과 시․군정의 비전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장기적 지역발전 

프로젝트

 창원시 야구장 건립,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18개 시군의 특성화 발전을 견인

할 물리적 거점개발형 지역선도사업으로 구성

 낙후지역 지원사업

Ÿ 2011년 제정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역 내부의 평가

를 통해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사업 이외

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

Ÿ 특성화 발전, 내생적 자립화 등 낙후지역이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둠

 균형발전 네트워크사업(연계 및 협력사업)

Ÿ 균형발전 선도사업(모자이크 프로젝트)이 물리적 개발사업의 성격인 점을 보완하고, 타 지역발전

사업과의 연계 시너지를 거두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균형발전 보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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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균형발전 선도사업의 지역내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마케팅, 스토리텔링 등의 사업 혹은 선도사업

을 중심으로 지역내 지역발전 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의 유형

Ÿ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적(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공동의 자원 또는 

차별화된 자원활용)이나 기능적(둘 이상의 기능․유형을 연계한 사업)으로 연계된 사업

 공간적 네트워크사업 : 함양과 산청의 산삼 + 한방을 연계한 공동자원화 및 브랜드 구축, 공동 

마케팅사업 등

 기능적 네트워크사업 : 서부권의 귀농귀촌 인력에 대한 공동유치, 공동 영농교육시스템 구축, 

공동 마케팅사업 등

 

3) 기존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Ÿ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개발, 신발전지역 등 중앙정부 차원의 낙후지역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Ÿ 중앙정부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대부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로 등 기반 인프라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으므로, 도내 낙후지역 발전정책의 큰 틀에서의 인프라 정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Ÿ 따라서, 지역발전 거점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 자체 낙후지역 지원사업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 하드와 소프트가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함

 신발전지역 개발(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근거)

Ÿ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신발전지역특별법”

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신발전지역)과 인접지역(기존 발전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통

합적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추진

Ÿ 지역내 만성적인 낙후성을 보이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지정 9개 군과 진주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새로운 지역성장을 견인하도록 함

 대상지역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9개 군과 진주시

4) 낙후지역의 자원활용형 전략개발사업 추진

 한방의료 및 항노화 클러스터 형성

Ÿ 지역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명품약초 생산지원을 통한 약초생산 기반확대, 소비

자 기호에 맞는 기능성 한방약초상품 개발 등 서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성 확보를 도모

함

Ÿ 한방의료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진주의 연구거점과 서부권의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항노화산업클러스

터 구축 추진. 1차 산업인 약재 및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2차 산업으로서 약재 및 농산물에 대

한 연구개발, 3차 산업인 의료관광 연계육성

 산림도시 조성

Ÿ 최근 숲에 대한 휴양 및 리조트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산림청 자료(2002∼2010)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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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국내 휴양인구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했고, 숙박이 주가 되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자수

도 지난 10년간 2.5배(운영수익은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Ÿ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서북부 산악지대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자원과 산림문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산림리조트 또는 커뮤니티형 산촌마을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모델로 개

발

<그림 13> 자원활용형 낙후지역 개발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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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광역적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의 실천

1. 계획목표

■ 광역·초광역 개발을 위한 연계협력의 실천지대 형성

Ÿ 경상남도는 그 동안 남해안선벨트 등 인접 시도와의 연계와 협력에 기반한 초광역적 지역개발을 

선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추진의 근저에는 남해, 지리산, 덕유산, 낙동강 등 광역적 공유자원

의 풍부함이 있음

Ÿ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광역 및 초광역개발의 의미를 반영하여 지역 공유

자원의 창조적 활용을 통해 경남이 속한 동남권은 물론, 인접한 대경, 호남광역경제권과의 동반발

전, 나아가서는 일본 큐슈권과의 월경적 상생을 위한 연계협력의 실천지대로 육성할 것을 계획목

표로 제시함

Ÿ 이와 더불어,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통합국토의 미래를 고려한 지역차원에서의 대북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함  

2. 주요 추진시책

1) 초광역 연계협력

 백두대간벨트 개발

Ÿ 한반도의 척추이자 국토발전의 중심축으로서 백두대간 생태네트워크를 보호·보전함과 동시에 무

공해·저탄소 관광·산업·스포츠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토의 신성장산업지대로 구축

Ÿ 정부의 4+α 초광역벨트 개발계획 반영

Ÿ 청정 농식품과 약초 등의 특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생명의 중심지로 특화

 대상지역 :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안선벨트 개발

Ÿ 수려한 해안경관과 함께 기간산업이 집약된 남해안을 지역간 협력·통합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

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로 조성

Ÿ 정부의 4+α 초광역벨트 개발계획 반영

 대상지역 :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

 남중권 협력지구 개발

Ÿ 남해안 선벨트의 중앙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결절성을 고려하여  동서간 연계협력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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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남중권 협력사업 구상 

 대상지역 : 하동군, 남해군, 사천군, 진주

시와 전남 동부지역(여수, 순천, 광양, 고

흥, 보성)

 동남권 상생협력의 적극적 추진

Ÿ 동남권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고려

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남광역경제권의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

역차원에서의 상생협력을 지금보다 강화해 

나감

Ÿ 이를 위해, 교통물류분야의 인프라 확충, 통

합 관광벨트 구축 등 추진

 창원·울산간 경제산업고속도로,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위한 환승체계 구축, 동남권 

공동물류단지 개발 추진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관광자원의 공동 

활용, 공동 마케팅 사업, 동남권 광역관광

협의체 구축 등 추진

Ÿ 또한, 동남권 3개 시도의 공간적 접경지역인 

양산시의 전략적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3개 시도가 공유할 수 있는 첨단산업 연구거점 개발, 동남

권 광역교통본부 등 보완적 광역행정의 거점으로 육성

 신내륙벨트 형성 추진

Ÿ 백두대간벨트, 남해안선벨트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양대 국가벨트의 개발효과를 경남 내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신내륙벨트 형성 추진

 대상지역 :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의령군

Ÿ 신내륙벨트는 대상지역 5개 시군의 성장잠재력과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첨단산업·문화·생태 융

합의 신성장벨트로 조성함

 김해와 양산의 의생명 + 의료산업 육성

 양산 나노융합산업 육성(나노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관련 R&D 거점 유치)

 창녕(우포 람사르 습지, 부곡온천), 의령(역사문화, 친환경농업) 등 내륙지역 환경가치 극대화를 

위한 생태환경 융합지대 조성

 밀양, 양산 등 울산과 연계한 동남 내륙문화권 개발

 한일해협 월경협력 추진

Ÿ 일본과의 경제교류는 한일해협을 중심으로 한국의 동남권과 일본의 큐슈권이 향후 국경을 초월한 

초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월경적 경제블록을 지원하는 단계

별 전략 추진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 ~ 2020)

46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및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기능강화

 경남 국제화센터 등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추진조직 구성

 일본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등 실질적 경제교류 강화

 국제교류 인력양성 및 월경적 국제협력 추진계획 수립 등

<그림 15> 공유자원을 매개로 한 광역적 연계협력 구상

 중국과의 경제교류․관광객 유치 강화

Ÿ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 연계한 경제·관광 측면에서의 국제교류 강화 추진. 경남의 대표적인 산업

군인 자동차·기계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향후 대중국 수출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통상정책 등 강화 필요

Ÿ 또한, 세계적인 관광송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중국인이 

선호하는 문화·관광자원과 상품개발, 관광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숙박 및 관광 안내체

계를 개선

 대북교류 및 지원사업 추진

Ÿ 경상남도에서는 그 동안 통일 딸기, 남북 공동 벼농사, 과수단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교류와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음

Ÿ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대북교류 협력과 지원사업 추진. 이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에 기초한 사업을 발굴하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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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추 도시권 육성

1. 계획목표

■ 글로벌 경쟁을 고려한 메가 시티리전(Mega City-region) 형성

Ÿ 울산-부산 대도시권과 경남의 동부+서부도시권으로 이어지는 선형의 도시회랑을 장기적으로는 하

나의 광역도시권으로 형성하도록 촉진. 동남광역경제권의 핵심지역(Mega City- region)으로서 인

재·자본·정보가 모이고 집적되는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서의 육성

■ 광역경제권 발전의 선도지역 육성

Ÿ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여 경제‧공간정책의 핵심지역을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하고, 광역권내 주요 도시지역(동남광역경제권 중추지대)을 세계적 수준의 도시권(global 

city-region)으로 육성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을 촉진

■ 연성적 네트워크발전의 도시지대로 육성

Ÿ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공간영역(hard space) 중심이 경성(硬性)적 지역발전에서 벗어나, 도시권 

내외 및 글로벌시장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갖는 연성(軟性)적(soft space)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공간적 연계와 기능적 융합을 도모함

2. 주요 추진시책

1) 광역적 공간구조 개선

 도시권 중심 다핵공간구조의 체계적 형성

Ÿ 창원·김해·양산과 함안으로 구성되는 동부 도시권과 진주·사천 등 서부 도시권의 양대 도시권 

발전을 통해 경남 내부적으로는 다핵적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부산-울산으로 이어지는 광역 도시

회랑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결 강화

 경남 2대 도시권과 부산광역시와의 기능･역할 분담 및 전남 동부권과의 연계 강화

Ÿ 부산은 물류‧금융‧서비스 등 보다 고차화된 산업과 기능을 중심으로 동남광역경제권내 중추도시의 

위상에 맞는 기능분담과 역할을 하도록 하고, 경남의 동부 도시권은 광역경제권의 신성장동력인 

첨단산업의 생산거점으로의 기능을 하도록 함

Ÿ 또한, 경남의 서부 도시권은 낙후된 서부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광역적 중추도시권으로서의 역

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광양, 여수 등 전남 동부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 강화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 ~ 2020)

48

2) 경남 내부 도시권 기능강화

 동부 및 서부 도시권 자족기능 강화

Ÿ 동남광역경제권 전체 메가 시티리전(Mega city-region)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도

시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2대 도시권이 자족적 도시기능을 갖추도

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함

Ÿ 동부 도시권은 창원-김해-양산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중심으로 네트워크형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서부 도시권은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도시간의 기능적 연계성도 미약한 만큼 도시권 전체의 

자족성을 확보하도록 유도

 동서 도시권 간 연계 강화

Ÿ 장기적으로 볼 때, 광역경제권의 추진에 의해 경남지역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동부 도시권과 서부 도시권을 광역교통인프라(남해고속도로·경전선 KTX)를 통해 연계성

을 강화하여 서부 도시권 발전의 추동력을 제고

Ÿ 아울러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도시기능의 적정배분을 통한 균형적인 단일 도시권 형성을 위해 

도시권 내부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함

 도시권 중심 다핵공간구조의 체계적 형성

Ÿ 창원·김해·양산과 함안으로 구성되는 동부 도시권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형(扇形)을 보이

는 도시권의 공간적·기능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중심·부심·지역중심 개발‧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다핵공간구조를 형성함

Ÿ 장유·진영·진례·함안·웅상 등의 부심·지역중심을 전략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창원·함안-김

해-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와 도시지대가 체계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함

 도시재생을 통한 중심부 활력 제고

Ÿ 창원, 진주 등 중심도시의 기존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도심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

고함.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중심에서 산업 활성화 및 도시의 기능 회복을 중시하는 도시재생으

로 전환하고, 낙후된 도심의 기반시설 정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기존 도심의 활력을 증진

3) 발전거점의 육성

 동부권 발전거점

Ÿ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개방경제 거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

가차원의 성장·대외 개방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와의 기능적·산업적 연계 강화

Ÿ 창원에 건설 중인 로봇랜드를 도내 로봇산업 발전의 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로봇비즈니스벨트 구

축 등 산업연계전략을 국책사업화하여 추진하고, 김해-거제 등 산업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R&D 거점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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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KT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으로 “김해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는 등 동북아시아의 지역여건

이 변화하고 있음. 초국경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의 접속지점인 부산의 인접지역인 지리적 강점과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부도시권을 국제적 데이터 허브지역으로 육성

 서부권 발전거점

Ÿ 진주 혁신도시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혁신도시 주변에 

입지한 기업·대학·연구소·관공서(혁신주체)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지식창출의 거점으로 육성

Ÿ 항공부품·소재 산업단지 조성과 항공부품·연구개발체제 구축, 소형 항공기 콤플렉스 조성 등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부 도시권을 국가항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Ÿ 금형, 열처리 등 동남권 뿌리산업을 견인하는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설립 및 서부권 및 서북부

권의 생태적 자원을 활용한 청정농산물, 항노화산업의 R&D 거점 기능 부여 

<그림 16> 경남 도시권의 메가시티리전 지역구조 개편(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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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경제 부문

제1절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1. 계획목표

■ 첨단 에너지장비‧수송기기 생산의 동북아 거점 육성

Ÿ 그 동안 국가 기간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해 온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주력 제

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새롭게 진출 가능한 해양플랜트, 레저선박, 친환경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

지(풍력·연료전지 등)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여 첨단 에너지장비와 수송기기 생산의 동북아 거

점 지위를 확보해 나감

■ 전략산업 + 그린 신성장동력산업의 동반발전

<그림 17> 미래 산업구조의 재편 방향 

2. 주요 추진시책

1) 산업별6) 전략

(1) 중점 전략산업 

 기계산업(지능형 기계부품산업)

Ÿ 경남의 중점 육성대상인 기계산업은 고효율·지능형 전기, 정밀, 공작기계 및 부품과 소재생산 산

6) 이하의 중점전략산업과 그린 신성장동력산업은 경상남도가 제시한 핵심전략산업과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을 기반으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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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의미함

Ÿ 최근 기계기술에 전자, 정보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융합기술이 창출됨에 따라 경남의 기계부품

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능형 기계부품산업으로 진화,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음

Ÿ 유망품목으로는 수송기계의 신패러다임 창출과 글로벌 리더를 위한 인지융합기반 지능형 수송기

계부품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고효율 동력전달부품, 동력발생장치, 제어계측 및 정밀생산기기, 지

능형 그린제어기계부품 등이 있음

Ÿ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동남권 지능형 기계부품 R&D 체제 재정비를 통한 글로벌 기술혁신체제 구축

 R&D 기관의 역할 구분을 통한 R&DB체계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 우수 기술자 국내유치

 민간 R&D 투자활성화

 조선해양산업(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호화레저선박)

Ÿ 경남은 세계최고의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고유가 추세로 인해 세계적으

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생산에서 톱 사이드(Top-side) 기술력을 강화해

야할 과제를 안고 있음

Ÿ 한편, 그린선박 기자재산업은 그린선박의 건조와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와 원자재를 총칭하

는 것으로 경남의 조선해양산업이 빠르게 개척해야 할 분야임. 아울러, 호화레저선박(크루저, 수

퍼요트) 생산기술 확보 및 생산을 추진할 필요도 있음 

 그린선박(Green Ship)이란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 혹은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 선박, 에너지 및 자원의 새로운 운송수단,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정의됨 

Ÿ 최근 세계 조선해양기자재 산업계에서는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건조공정 자동화 및 선박

자동화를 통해 에너지절약형 및 친환경 건조공정과 선박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Ÿ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고신뢰성, IT-융복합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개발

 미래 해양플랜트 연계형 기자재 기술개발

 개발제품 성능검증 인프라 보완

 IT 등 융복합화 기술지원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 개발제품 브랜드 인지도 개선방안 확보

 중소기업 선주대상 마케팅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중소조선소 연계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자동차산업(친환경 차량부품산업)

Ÿ 세계 자동차산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 및 온실가스 규제 대책까지 포함하는 그린카 

개발이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친환경성과 고효율성 및 안전 편의성을 

고루 갖춘 친환경자동차로 선호가 전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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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과 확산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유해·배

기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함과 동시에 연비효율도 우수한 친환경자동차 개발이 전세계적으로 활발

히 진행 중임

 친환경차량부품 산업이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동력시스템을 활용 또는 장착

(Built-in Green)하거나 이에 준하는 개선으로(Green Effect) 기존 내연기관 대비하여 연비가 높

고 배출가스나 CO2 배출량이 적은 차량 및 그에 사용되는 관련 부품과 기술을 개발 및 생산하

는 산업”으로 정의됨

 Built-in Green : 하이브리드차(HEV), 클린디젤, 바이오연료,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Green Effect :  경량화, 효율향상, 유해물질 배출감소, 친환경 소재 적용 및 공정 친환경 개선

Ÿ 동남권, 특히 경남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역량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핵

심기술 개발을 주도할 대학 연구기관의 분포나 연구원의 수는 확보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인 연구

성과의 확보는 미진한 상황임

Ÿ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네트워크를 통한 선지화 및 개방형 혁신을 통한 R&D 중심 기반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기술실용화를 통한 R&BD 체계구축

 동남권 R&D 체제 재정비를 통한 글로벌형 기술혁신체제 구축

 항공산업

Ÿ 항공산업은 제조업 관련 기술이 모두 결집되어 제품화 되는 종합산업이며, 비행에서의 안전성, 신

뢰성, 효율성이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관련 최첨단 기술들이 결집되는 시스템 종합(SI)의 정점에 

위치하는 최첨단 산업임

Ÿ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10위 항공기 생산국가 진입, 아시아 5위의 항공기 완제기업체 보유를 목

표로 하고 있고 최근 들어 국내 항공산업의 메카인 경남지역 부품업체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발전전망은 매우 밝은 편임

Ÿ 항공산업의 발전전망과 기술개발 동향, 국가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을 감안할 때, 항공기 복합

재 구조물, 항공기 보조기기, 항공기 피로 치명성 구조용 부품, 소형 항공기 친환경 추진장치, 회

전익 항공기 부품, 항공기 탑재 소프트웨어 등을 유망품목으로 설정할 수 있음

Ÿ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기업중심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민항기 핵심 항공기술 확보 및 부품생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로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거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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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 신성장동력산업 

 풍력부품산업(육해상용)

Ÿ 국내 풍력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2009년의 4,381억원에서 2011년에는 5,256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풍력산업의 수출액은 2009년의 762억원에서 2014년에는 2,132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Ÿ 2004년 이후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평균 설치 증가율은 36.1%에 달하며, 

동일한 기간의 평균 누적 설치용량 증가율은 27.3%임 

Ÿ 또한 현재 38,103MW 수준인 연간 신규 설치용량이 2014년에는 약 71,650MW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Ÿ 경남의 유망품목으로는 풍력핵심 기계 및 전기부품 개발과 제조, 풍력핵심 소재개발(금속), 풍력

핵심 주단조 부품, 풍력핵심 부품 인증 및 성능 평가, 해상풍력 Subsea Structure(준심해용) 등임

Ÿ 풍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대용량 풍력발전기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풍력발전용 핵심소재 개발

 개발 기술의 수출을 위한 신뢰성 확보 및 대량생산 기술 기반 마련

 풍력부품 전장품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Multi-MW급 풍력기계류 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Subsea structure 핵심부품 개발

 차세대 전지산업(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Ÿ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건전지)와는 달리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복하여 사용가능한 

전지를 말하며, 차세대 전지산업은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발전용 연료전지까지를 포함한 산업분야

를 말함

Ÿ 이차전지 시장은 모바일 IT 중심의 소형에서 자동차용, 에너지 저장설비 등의 중대형으로 급속히 

재편 중으로, 향후 10년간 소형 이차전지 시장은 2.3배 증가할 전망(220억 달러)이나, 중대형전지 

시장은 19.3배 증가할 전망(559억 달러)임

Ÿ 소형은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세계시장의 95%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대형은 일본이 선두

이고 한국, 중국, 미국, 독일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경남이 의욕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산업임

Ÿ 한편, 발전용 및 수송용(항공기 및 선박용) 연료전지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설에 대비하여 경남지역

특성에 맞는 연료전지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Ÿ 경남은 수송용(자동차·조선·항공기)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인프라 조성사

업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Ÿ 차세대 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중점지원시책을 시행함

 중대형 이차전지 유망상품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인프라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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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 3대 유망상품 및 1개 실증화 시설 개발 및 보급

 연료전지 핵심기술 및 소재부품 개발지원 사업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및 해외실증 등 글로벌 산업화 사업 지원

2) 단계별 전략

 1단계 : 시·군별로 분포된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 지원

Ÿ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 전략산업 및 경남 핵심전략산업(나노산업, 

그린홈 산업, 금형 등 뿌리산업, 실크산업, 바이오산업 등)은 해당 시군과 경상남도가 일차적인 

육성전략을 추진함 

Ÿ 지역전략산업 가운데 미래신성장동력 분야에 해당하는 산업은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지역연

고산업은 경쟁력 있는 상품화 전략 및 시장확대에 중점을 두는 시책을 추진함

 2단계 : 시·군 경계를 벗어나는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의 육성 중점지원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사업 선정, 중점 육성지원

Ÿ 시·군 경계를 벗어나며 동남권 인근 시도와 연계되는 선도전략산업은 국가정책 및 동남광역경제

권 선도전략산업 육성정책에 의거하여 중점 육성하도록 함

Ÿ 선도전략산업 육성전략은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화 지원에 중점을 두

어 지역산업계의 기초체질을 강화하도록 함 

3) 지역별 전략

Ÿ 지역연고 및 향토산업 중 기존 전략산업과 선도전략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고성의 조선산

업은 거제와 연계하여 선도전략산업 전략에 포함하여 육성

Ÿ 바이오산업은 진주지역 전략산업으로 독자 육성하고 창원의 지능형 홈 산업은 선도전략산업의 지

능형 기계부품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기계 IT 융합산업으로 육성 

Ÿ 경남지역의 주요 산업이 대부분 진해만환상도시권(창원·함안·고성·통영·거제)과 내륙성장도시

권(양산·김해·밀양·창녕·의령)에 편재되어 있는바, 경남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들 주

요 산업의 인근지역 확산(산업단지 조성 등의 경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4)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1) 기술개발

 대학-기업-지자체의 전략기술개발 프로그램 운영 

Ÿ 지역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의 지역단위 기술개발 지

원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Ÿ 주력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 그린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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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업-지자체’의 삼자가 참여하는 ‘전략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계획기간 동안 

운영함

Ÿ ‘전략기술개발 프로그램’은 경상남도(TP) 주도로 조직하여 TF팀으로 운영하며 정부 및 경상남

도의 산업정책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지향형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함

Ÿ 전략기술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비(운영비)와 기업(연구개발비) 및 대학(현물 및 

연구수행)의 분담으로 조달함  

 국가 R&D자금 확보전략(사전기획) 추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Ÿ 동남권 선도전략산업 및 경상남도 핵심전략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자금을 확보

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바, 산업정보, 연구개발 정보 및 정책정보를 공유하면서 국가 

R&D자금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TF팀이 필요함

Ÿ TF팀은 국가 R&D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하는 지역내 기업-대학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구성하고 연

구개발과제를 사전기획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

축하도록 함(주기적인 전략회의 및 제안서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도모)

Ÿ 아울러, 국비확보가 용이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국비확보를 위해 사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지역의 첨단산업분야 중소기업의 R&D 수요에 일정부

분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도록 함

(2) 기업지원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보·법률·무역 및 국제인증 등) 강화

Ÿ 기계 및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제조역량을 갖

추고도 독자적인 경영역량이 부족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자

생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지원체제는 주체와 기능에 있어 분절·분산적임

Ÿ 따라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경영활

동(정보·법률·무역 및 국제인증 획득 등) 역량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

역차원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국제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

Ÿ 중소기업국제화지원센터는 정보·법률·무역 및 국제인증 획득 등 지원활동에 특화된 기능을 수

행하도록 운영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혹은 자금지원 기능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경남지역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독자생존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차별화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경영 애로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추진(산업단지 토지이용 등)

Ÿ 지역내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업종제한 및 필지제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영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Ÿ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에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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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함으로써(산업단지 관리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규제조항

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함

Ÿ 아울러 기타 부문에서의 기업경영애로를 위한 규제완화 과제들을 찾아내어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

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

 R&D 및 운전자금 지원 확대

Ÿ 지역중소기업이 상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R&D·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Ÿ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정부시책으로 지원되는 자금지원 외에도, 경상남도가 

매년 예산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에 지원하

도록 함으로써 의도하는 산업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Ÿ 특히, 동남권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에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조성

하여 활발하게 운용함으로써 역외기업 유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3) 기업유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의 전략적 유치

Ÿ 국책과제로 추진 중인 풍력부품 테스트베드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 및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제조기업의 적극적

인 유치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Ÿ 또한, 연료전지, 가스터빈 등 경남에서는 취약하나 경남의 기존 기계산업과 산업연관관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및 항공클러스터 추진

Ÿ 거제에 계획되어 있는 요트 등 레저선박 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

남지역의 우수한 선박제조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레저선박 제조산업 진출을 도모해야 함 

Ÿ 레저선박 제조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도내 중소조선업체 참여가 가능한 수퍼요트 분야의 특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탈리아 등 슈퍼요트 선진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의 합작 추진

Ÿ 진주·사천지역에 집적된 항공산업이 유망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는바,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클러스터를 추진함

Ÿ 항공클러스터는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네트워킹, 기술교류,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4) 인력양성

 신성장동력분야 기능‧기술인력 양성 지원 확대

Ÿ 경상남도의 핵심전략산업(21개) 및 동남권 선도전략산업(8개) 분야 육성에 필요한 기능 및 기술인

력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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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우선적으로 이들 분야의 경남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시점(+2, +5, +10년)의 기능인력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사․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양성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Ÿ 아울러, 고급숙련 및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내 폴리텍 및 재교육담당기관 등을 통한 공급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인력수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함  

 지역대학 및 국책연구소의 고급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Ÿ 항공, 해양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고급기술인력(대학원과정) 양성과정을 지원

하도록 함

Ÿ 또한, KIMS 등에서 양성되는 기술인력 양성과정도 경남의 미래 산업정책방향과 부합되는 인력양

성과정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 신성장동력 분야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활한 인력양성

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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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방경제 대응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진흥

1. 계획목표 

1) 과학기술 육성

■ 계획목표 :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도시 경남 육성

Ÿ 세계적인 기술 및 산업발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창출과 효율적 활용으로 경남의 산

업역량을 혁신주도형으로 개선

Ÿ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혁신, 지방과학의 자치육성 역량강화, 산학연관의 지(知) 네트워크 강화 등 

과학기술의 기반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의생명 분야의 혁신 추진, 기초연 연구단 유치 등 과학

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 지식서비스산업 진흥

■ 계획목표 : 첨단신기술 제조업 지원형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Ÿ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수도권으로의 의존도를 줄이고, 도내 서비스업 육성에 의한 

구조개편을 추진함

Ÿ 경남의 지역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등 신기술 및 신공정개발 관련 

지식서비스업에 초점을 두어 육성하며, 서비스 R&D, 기술도입,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함

3) 개방경제 추진과 대책

■ 계획목표 : 기업, 산단, 물류, 공항, 지원시설의 개방경제시스템으로 전환 

Ÿ FEZ 등 개방형 경제구역의 활성화 및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확보

함과 동시에 외국 우수인력 및 유수 다국적 기업을 유치 추진

4) 일자리대책과 인적자원관리

■ 계획목표 : 일자리 걱정 없는, 인력난 없는 경남 만들기

             (평상시 실질실업률 2.3% 이내, 청년실업률 4.5% 이내 유지)

Ÿ 일자리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조화롭게 

유도하고 고용실태조사, 고용보조금 확대 기금 조성 등 일자리 확대정책의 기반확보

Ÿ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모든 경제주체의 사회적 책임(SR)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갈 수 있

도록 보완하고, 도 단위에서도 도민과 경제주체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의 7대 분야인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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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소비자, 공정경쟁, 사회공헌, 노동, 환경 등에 주안을 두면서 계획수립과 실천방향을 정립

2. 주요 추진시책

1) 과학기술 육성

 녹색융복합기술원 건립 

Ÿ 현실적인 어려움과 미래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결국 경남 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경남 스

스로 녹색융복합기술원을 설립하여 기술개발과 융복합화 및 산업의 녹색화에 진력하도록 해야 함

Ÿ 도내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된 첨단 융복합기술을 활용하는 터전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한 경남 

녹색융복합기술원 설립은 기존의 산업기술에 더하여 다양한 T-자매군을 개발하고 융합하여 제품

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함

 경남 사이언스 파크 조성

Ÿ 진주권에는 항공산업, 항공교육원, 항공산업품질인증, 실크산업, 수송기계 부품소재업, 뿌리산업지

원센터 등 지역에 오랜기간 입지

Ÿ 최근 들어 육성되는 부문, 그리고 아직 입지하지는 않지만 입지를 통한 관련산업 발전분야 등에 

대해서 발전적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Ÿ 진주권에 이와 관련된 중규모의 사이언스파크 형태가 설립되어 기술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규모라 함은 대덕연구단지 등과는 규모 면에서 차이를 보이겠지만, 중규모의 테크노파크 형

태에서 출발하는 규모임

 사이언스 파크는 기업지원이 주목적인 테크노파크와 달리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함

Ÿ 기존 진주권의 대학과 특화센터 등과 협력하고 연구개발에 매진 가능한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

여 지역산업혁신을 도모. 이 사이언스 파크에는 당연히 혁신도시에 이전될 기관인 요업, 승강기, 

주택건설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능을 포함하게 함

※ 참고 : 창원에 조성 중인 「경남 과학연구복합파크(SP)」는 그대로 추진․육성함

 과학연구재단 설립

Ÿ 과학연구복합파크의 운영의 주체로서 또한 경남의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의 개발, 산업화 촉진, 사

업화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연구재단 설립이 필수적임

Ÿ 연구단, 사이언스 파크, 과학연구복합파크 연구개발 기능 및 과학영재육성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경남과학연구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야 함. 과학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 형태가 경남과

학연구재단이 될 것임

 경남 과학기술원(GyNIST) 유치·설립

Ÿ 경남과학기술원(GyNIST) : GyeongNam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기초과학과 응용과

학 및 과학기술의 이전과 산업화촉진의 진원지에 설립한다는 의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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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우리나라 기간산업과 장치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면서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Ÿ 부산과 울산은 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불충분하고, 유사한 과학기술 관련 교육․연구

기반이 충분하며, 기술개발과 교육을 담당할 대학도 충분한 편이나, 경남은 조속한 기간 내에 반

드시 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요함

2) 지식서비스산업 진흥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Ÿ 조례 내용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그리고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확보의 용이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정함  

Ÿ 예산편성과 지원조직 구축

 서비스산업 중 지원 대상분야 선정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서비스산업 사업 발굴과 지원확대

 중장기 재정지원계획 수립방안 검토  

 경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센터 설립

Ÿ 도내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 기술개발, 인력양성, 상생을 위한 협력 등을 도모하

는 중추기관으로 센터를 설립함

Ÿ 센터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지식산업을 발굴하여 도내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

기능을 겸비하게 함

Ÿ 센터가 담당하는 분야는 앞서 열거한 5대 생산자서비스업, 5대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그리고 5대 

신지식서비스업을 주로 담당함

Ÿ 센터의 주요 기능

 신규 서비스의 사업화, 기업의 성장 촉진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창업보육,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

출 등 종합적인 지원

 중소 제조기업에 질 좋은 지식서비스 제공,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동종과 이업종, 지식서비스와 제조,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킹 구축과 활성화 

지원

 지역 지식서비스 육성을 위한 가계의 요구 수렵 및 네트워킹 촉진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 확보 및 제공

Ÿ 센터의 연구기능 강화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선진화 전략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기

관 육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므로 실태조사·통계DB 구축 등 정책적 자료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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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

Ÿ 산학연계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인력확보 및 경력 상승작용 기반 마련

Ÿ 고등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방안 모색

Ÿ 서비스 제공은 대부분 사람이므로 종사자의 질에 따라 산업의 발전정도가 결정됨. 중급인력의 고

급화 전략 필요

Ÿ 일자리 창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용이한 지식기반서

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기반의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

3) 개방경제 추진과 대책

 국토 남부권 무역센터 조성

Ÿ 경남을 중심으로 한 국토 남부권은 2개소의 경제자유구역, 다수의 무역항과 신항만 등 국가거점

항만, 국제공항 등 국제물류의 거점지역이며 항만 배후단지, 국가 기간산업의 밀집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지이자 수출 전진기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무역센터 등 거점시설이 부재한 실정임

Ÿ 경상남도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혹은 그 인근 국제물류 거점지역에 국토 남부권 무역센터를 건

립하여 국제물류와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함

Ÿ 무역센터의 주된 기능은 무역협회, 상사의 입주. 국제교역의 확대에 의한 세계경제 및 부의 증진. 

국제거래관계의 이해증진. 전시회, 회의 컨벤션, 정보교환. 거래대금의 문제점 보완, 무역금융 허

브 기능 등을 담당하도록 함

 사천공항의 남부권 물류전용 공항화 및 배후 공항물류단지 조성

Ÿ 남부권을 포괄하는 물류공항이 없는 실정으로 현재 모든 항공물류는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음

Ÿ 이로 인해 내륙 수송비용의 과다, 교통체증과 오염과중, 수출상품의 물류비 상승압박으로 대외경

쟁력 저하 등을 야기시킴

Ÿ 이에 오래 전부터 남부권 물류전용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

함

Ÿ 사천공항의 항공활주로와 주요 부대시설 기능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상품의 물류비 저감을 위해 

공군과 협의하여 물류전용공황으로 추진 필요

Ÿ 이와 더불어 사천 일원에 항공물류전용단지를 중규모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해외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Ÿ 중소 수출기업은 개별적으로 미국 등 수출전략지역 내 물류창고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 높은 물류

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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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수출한 중소기업 제품은 LA에서 하역하여 운송업체 중간 기착지인 시카고를 거쳐 비

용이 저렴한 소규모 도시의 물류 창고에 보관하다가 다시 최종 납품처인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로 배송

 KOTRA에서 운영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는 비용이 너무 비싸므로 지역 중소기업이 기피하고 있음

Ÿ 따라서, 미국 등 해외지역을 대상으로 경남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창고 설치를 추진함. 일

차적으로 디트로이트, 시카고 등 자동차 부품, 기계류 수출이 많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

고, 미국 주정부, 시정부와 협의하여 현지인력 고용을  조건으로 빈 공장 활용 또는 물류창고 부

지를 요구하면 큰 부담 없이 중소기업 물류창고 운영 가능

Ÿ 본 사업을 통해 한미 FTA에 따른 경남 지역의 자동차․기계 부품 업체들의 물류경쟁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가 기대됨

 국제특허 분쟁 컨설팅 지원 

Ÿ FTA 확대에 따라 해외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빈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특허괴물

(patent troll) 등장으로 유사 특허권 분쟁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기업에 대

한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날 것임

Ÿ 따라서, 자체적인 역량부족으로 개별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분쟁 가능성 분

석, 분쟁예방 등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4) 일자리대책과 인적자원관리

 중기 도내 고용대책 및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

Ÿ 고용창출 목표 인원(연차별 또는 사업별)

Ÿ 소요 예산 규모 및 예산 확보 방안

Ÿ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Ÿ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Ÿ 창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실태조사의 반기별 수립과 치밀한 고용대책 강구

Ÿ 지역 고용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관련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 수립

Ÿ 지역 고용통계의 질적․양적 부족, 낮은 자료 접근도 문제 해결

Ÿ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고용지원사업 수행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Ÿ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가족기업 등 사회적일자리 확대 창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연계한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확

충 및 지역공동체 복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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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강화, 공동판매망, 공동브랜드 개발

Ÿ 노령층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계층별 적합 직종 발굴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Ÿ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후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베이비 부머의 경우, 향후 10년간 매년 전국적으로는 73만명, 경남도는 48천명 정도 은퇴할 것

으로 예상됨

 이러한 급속한 계층적 은퇴현상은 숙련된 노동인력의 공백과 함께 대규모의 실업 발생으로 나

타날 것임. 따라서 지역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실태, 재취업 가능성 등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지원가능한 일자리대책 마련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Ÿ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창업활성화 지원강화

Ÿ 산학관의 협조와 유대강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강화 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훈련 후 취업확대

Ÿ 청년 인턴사업 국내외 확대 실시

Ÿ 미취업자와 대학생 등 경력관리제를 통한 취업 및 재취업시까지 관련 정보 지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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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환경 산업용지 공급

1. 계획목표

1) 계획목표

■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친환경 산업용지 공급 

Ÿ 지역의 산업구조전환 및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변해가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산업단

지를 공급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도록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며 기존 산업용지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친환경 산업용지 공급체계 구축

2) 향후 산업용지 공급목표 

 2020년 산업용지 공급목표 : 132.02㎢

Ÿ 산업단지 지정 현황(‘11년 현재) : 158개 단지 111.45㎢

 국가 7단지 58.26㎢, 일반 70단지 41.3㎢, 농공 81단지 11.89㎢ 등 

Ÿ 2011년 현재 완공 76단지 20.23㎢, 추진 중 82단지 91.22㎢, 향후 2020년까지 공급예정(2012 ~ 

2020년) 20.57㎢ 

2. 주요 추진시책

1) 산업용지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급

Ÿ 세계적인 경제질서의 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고도화 및 개방경제의 추진으

로 인한 국내외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 등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의 산

업용지 공급정책의 추진 필요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Ÿ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둠 

Ÿ 1970년 조성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이미 입주기업의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음. 수정만 일원에 제2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여 해외 정보기술(IT)·정밀기기 업종 등 미래형 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 산

업을 유치

 장기임대산업단지 공급

Ÿ 최근 정부의 산업입지 공급정책 중 중요한 방향의 하나로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적극적인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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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즉, 그 동안 일반적인 분양위주의 산업단지 공급정책이 갖는 한계를 개선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산업용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대산업용지 공급을 대폭 확대토록 

하였음

Ÿ 정부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매년 평균 약 330만㎡의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대도시권 공급을 확대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임

Ÿ 수도권에 비해 임대산업용지의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주도적인 

장기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계획함. 또한, 공공에서 공급하는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과 임대

(저가 장기임대형)가 혼합된 형태의 탄력적 공급방식의 도입을 추진함

2)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

 자본재 생산부문의 취약성 개선 및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용지 공급

Ÿ 경남은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자본재산업의 미성숙으로 핵심부품의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선박, 기계 등의 산업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기여도가 낮은 편임

Ÿ 또한, 경남의 기계산업은 기술집약적이 아닌 단순 자본집약적 가공조립에 치우쳐, 후발개도국의 

추격이나 수출입, 환율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편이며, 첨단기술산업 중 항공·우주와 메카트

로닉스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비중이 낮은 편임

Ÿ 따라서,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항공, 기계, 로봇 및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됨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단지

Ÿ 국내 최대 항공산업 집적지인 진주․사천 연담도시권에 항공우주산업 생산단지와 항공산업 소재 부

품 중소기업단지, 연구거점 및 R&D(연구개발)센터, 비즈니스센터, 지원시설 등으로 특화된 항공우

주 산업단지를 조성

Ÿ 항공우주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자립기반 마련과 국가균형발전 달성 및 우리

나라가 장기적으로 항공우주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기대함

 밀양 나노융합첨단산업단지

Ÿ 밀양의 지리적, 환경적 장점을 살려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나노 융합분야를 육성하고 이를 위한 

거점으로 나노융합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함

Ÿ 나노국책연구원, 나노융합, 연구시설, 관련 제조업 등을 집적하여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육성

3)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지 재생 및 생태단지화

 노후 산업단지 재생

Ÿ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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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보고 있음. 산업화의 시작이 빨랐던 경남의 경우, 다수의 산업거점들

이 노후산업단지에 해당되고 있음

Ÿ 노후 산업단지의 방치는 산업구조의 변화, 복합이용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당초 의도하지 

못했던 산업구조와 공간구조의 왜곡을 경험하며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음

Ÿ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혹은 재생은 도심경제활성화, 집단적 오염배출관리, 생산적 산업구조조정

과 공간구조합리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그 중요성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됨. 진주 지역의 상평공단 

등 대표적인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정비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 부여

 녹색 및 생태산업단지 조성

Ÿ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녹색 및 생태산업단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 녹색산

업단지는 녹색산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혹은 산업단지의 생태적 가치를 높인 산업단지를 의미함

Ÿ 경남의 대부분의 산업단지에 아직 녹색 혹은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녹색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과 기존 산업단지의 생태환경정비 등 생태산업단지로의 

정비를 추진함

Ÿ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7)에의 전략적 참여도 필

요함

4) 개별입지 난립 산업집적지 관리강화

 준산업단지 도입

Ÿ 준산업단지는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계획적 관리

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공장 난립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

해 운용하는 제도임

Ÿ 1990년 중반 이후 무분별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개별입지 집적지로 인한 환경오염, 비효율적 토지

이용 등 제반 문제점이 지역내 김해, 함안 등 일부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음

Ÿ 김해, 함안 등 산업집적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 준산업단지를 활용하여 환경정비 및 

환경용량을 고려한 입지관리를 실시함

7)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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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화관광 부문

제1절 문화예술․문화산업 육성

1. 계획목표 

■ 생활 속의 문화복지 확대 및 창조적 문화산업 기반구축

Ÿ 문화향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형·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의 확

대를 추진함 

Ÿ 지역 문화산업의 미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차원의 육성 지원책 마련과 함께 지역 특화산업

의 발굴과 육성을 추진함

■ 전통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과 보존

Ÿ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활동의 전개를 통해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영속적으로 보존

하고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토대를 구축하고 역사문화자원의 고유한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

여 자원화해 나감

2. 주요 추진시책

1)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 육성 및 전문예술인 지원

 주민 문화예술활동 육성 지원조례 및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

Ÿ 경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 문화예술활동 육성 조례

를 제정함

Ÿ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

 주민 문화예술지원센터 구축

Ÿ 주민참여형 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각

종 지원사업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지원센터가 필요함

Ÿ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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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운영,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단위, 혹은 마을단위의 (가칭)‘주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센터’ 

를 설치함 

Ÿ 이 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관련 주민 문화예술 활동조직과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의 

발굴 및 전개를 담당함으로써 주민 문화예술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

원기능도 같이 수행함

 사회적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 프로젝트 개발 

Ÿ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지역이나 마을만들기 참여, 문화공동

체 활동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전담조

직의 필요성이 있음

Ÿ 문화예술을 활동 매개체로 하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일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사회

적 기업 참여 공모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전개함

Ÿ 본격적인 사업전개에 앞서 다양한 사례 검토와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홍보 등 선행작업의 실시 

후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베이비붐세대 및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Ÿ 현재 베이비붐세대가 우리사회 문화소비의 큰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특화된 문화예

술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일반 노년층들의 여가활동

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대하고 있음

Ÿ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 지역문화시설 등을 통해 개발·보급하고, 이러한 

시설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함

Ÿ 또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나 시니어클럽 등의 조성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함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보급

Ÿ 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이들이 우리사회의 문화적 약자 또는 소외층으로 전락함을 방

지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분명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하게끔 유도해야 함 

Ÿ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또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참

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시·군별로 제공함

 도시재생 및 도시경관과 연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시

Ÿ 도시재생이나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에 결부하여 주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공

공미술 프로젝트를 연계함으로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만들기와 그 예술창작의 기회와 공간을 

동시에 제공함

Ÿ 이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고 관련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함

 경남형 엘 시스테마 추진

Ÿ 엘 시스테마 운동을 지역에 도입‧확산시켜 지역의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가족, 그리고 전체 지역

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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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가와 연계하여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므로, 전문 지도인력 확보와 

악기나 도구 등의 후원‧지원활동을 조직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Ÿ 또한,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트레이닝,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성취와 활동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인 공연발표 기회의 장도 마련함

 문화예술교육 쿠폰제 실시

Ÿ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문화바우처와 유사한 문화

예술교육 쿠폰제를 실시

Ÿ 문화소외계층과 노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접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예술 소양교육을 받게 함

Ÿ 이를 통해 이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다

양한 사회적 활동과 역할을 가능케 함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Ÿ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문화향유

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특성과 고령화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

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문화예술행위를 체험토록 함

Ÿ 군지역 마을마다 조성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의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마을 

순회 문화예술교실의 운영을 추진함. 또는 이러한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노인 요양병원을 찾아가

는 프로그램도 고려함

 경남문화재단 재정지원 확대

Ÿ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기관인 경남문화재단에 대한 도차원의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사업 집행과 더불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활동케 유도함

Ÿ 또한, 현재의 사업 집행 위주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확대함

 아마추어 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Ÿ 도내 아마추어 창작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기함 

Ÿ 아마추어 창작예술대회 개최와 도내 지역축제 등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

함

Ÿ 아마추어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상호정보 교류를 위한 아마추어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웹사이

트를 개설

Ÿ 주민들의 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강화토록 함

 전문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Ÿ 도내 전문예술인의 어려운 창작여건 현실을 강화하여 이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많은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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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Ÿ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강화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

을 기함

Ÿ 전문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전시 공개 등의 행위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 

2) 주민 친화형 문화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 확대

Ÿ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공동체로서의 작은 도

서관의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화토록 함

 주민 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Ÿ 생활 문화예술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거지와 인접한 소규모 공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일상생활 

가운데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함

Ÿ 이를 위해 신규 인프라의 건립보다는 기존 문화시설의 재활용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권장됨 

Ÿ 문화향유의 일상화와 중산·서민층의 문화 복지 확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공연·전

시장 등 복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읍·면별로 아파트단지, 마을공터, 학교운동장 등에 주민의 열

린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지원함

Ÿ 근대문화유산의 문화창작공간화 사업, 폐교 활용사업, 산업시설의 문화예술 창작 공간화 사업 등

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시설에 대한 발굴·활용을 추진함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Ÿ 현재 지역에는 많은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어나 그 운영이나 지역민의 이용도 측면에서 많

은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기존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와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

Ÿ 이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화와 업무 전문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함. 또한,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수용함으로 주민 친화형‧밀착형 문화시설로 운영토록 함

Ÿ 또한, 특정 또는 개별 문화기반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지역민의 직접적인 문화수요에 부

합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복합시설로 운영함을 적극 추진함

3) 문화유산 가치 재창조 및 체계적 관리 

  문화재의 복원 및 정비 사업의 계속 추진

Ÿ 노후·퇴락된 문화재의 철저한 복원과 보수를 실시하여 조상의 슬기가 깃든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원형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애호정신을 고취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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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관리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Ÿ 지역 문화재의 관리 활동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

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랑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유도 함

Ÿ 더불어 공적 영역에서는 현재 지자체의 문화재관리 인력의 부족 상황을 조속히 보완하고 전문 학

예인력을 충원하여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함 

 지정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Ÿ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정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함

Ÿ 지정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정기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전문

가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

 남명 유교문화권 개발 정비 사업

Ÿ 경남 서북부 함양, 산청, 거창, 진주 일원의 남명 유교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 개발과 유적의 정

비·복원을 추진함

Ÿ 경북의 안동북부 유교문화권과 대응하는 남명 유교문화권역의 설정과 장기적인 개발 정비사업 마

스트플랜을 수립함

 가야 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Ÿ 경남의 뿌리인 가야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경남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화로 지역 문

화경쟁력을 확보함

Ÿ 경남 전역에 산재해 있는 가야문화유적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경남의 문

화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함

Ÿ 가야문화유적의 발굴·정비는 단위시설물 및 특정유물‧유적에 한정되는 점적인 정비가 아닌 지구

단위의 면적인 정비·보존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체에 풍부한 문화성을 창출함

Ÿ 특히, 대가야 관련 유적 환경 정비사업은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경북, 대구, 전북 등

의 지자체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함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장 및 주민참여교육프로그램 운영

Ÿ 지역의 소중한 각종 무형문화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상설공연장을 마련하여 연중 상시 

각종 공연이 가능토록 함

Ÿ 공연장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배우고 이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살아 있는 전통유산이 될 수 있도

록 함

 유·무형문화재 스토리텔링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Ÿ 지역의 유·무형문화재에 감추어진 다양한 민중의 이야기와 지역색채를 잘 드러내기 위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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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여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토록 함

Ÿ 이러한 스토리텔링과 유·무형문화재의 다양한 문화원형을 문화콘텐츠화하여 지역의 특화 문화콘

텐츠로 개발함

 근대문화유산 자원조사 및 DB 구축

Ÿ 지역의 많은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자원이 급속도록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자원에 대한 정밀 자원현황조사를 실시함

Ÿ 지난 2005년에 경남도에서 근대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으나 이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부

재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자원 재조사를 실시하여 DB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

를 토대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을 강구함

 근대문화유산 예술 창작 공간화 사업 

Ÿ 지역의 많은 근대문화유산 자원 중 공간적인 활용이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지역 예술가나 주민들

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근대문화유산의 생산적인 활용과 주민 문화공간 확충을 가능토록 

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창조적 기능을 하도록 함

 지역 자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Ÿ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가야유적, 우포늪, 지리산, 남해안 공룡유적 등 지역의 소중한 자원

을 정비·관리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규명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토록 적극 노력함

Ÿ 상기의 자원 외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등재 대상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등재추진 활동을 전개함

Ÿ 인근 관련 타 지자체 그리고 문화재청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함

 전통사찰 등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Ÿ 지역의 많은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는 화재나 기타 범죄행위에 계속 노출되어 있음. 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Ÿ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

로 실시하여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함

4) 지역 문화산업 기반구축 및 육성 강화 

「경남 문화산업진흥 모태펀드」조성

Ÿ 경남도 차원의 도비 출연 모태펀드 조성으로 도내 문화콘텐츠기업의 기획, 연구개발, 제작, 마케

팅 등을 적극 지원

Ÿ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Ÿ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 

Ÿ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술 혹은 아이디어 기획을 담보로 문화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제작,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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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에 대출 혹은 투자의 형태로 지원

Ÿ 1인 창업 등 지역에 연고한 각종 소규모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조성

Ÿ 경남도 차원의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기업이나 창조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지원센터를 경남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하여 설립 운영함

Ÿ 장비 및 시설 지원서비스, 컨설팅서비스, 인력양성 및 지원, 각종 정보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기업의 콘텐츠산업 창업과 경영, 기술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Ÿ 지원센터는 독립기관 형태로 또는 경남콘텐츠진흥원의 부속기관으로 설립함 

 문화원형 발굴 및 콘텐츠화 사업

Ÿ 경남도의 풍부한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콘텐츠화 가능한 원형을 발굴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에 활용함. 이를 통해 경남의 특색있는 콘텐츠자원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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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남관광의 경쟁력 강화

1. 계획목표

■ 도민과 관광객이 선순환하는 사계절 “고품격” 경남관광

Ÿ 친환경관광(녹색·생태관광), 착한관광, 감성·체험관광 등 미래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고려한 관

광정책의 전환을 통해 미래지향적 경남관광의 기반을 강화하고, 복지관광 강화 등을 통해 주민이 

함께하고 체험하는 관광의 장 마련

Ÿ 국내외 관광객의 경로분석, 요구분석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관광테마도

시 육성, 국제적 관광이벤트 지속개최 등 지역 관광자원의 매력도를 제고하여 현재 3-4위권의 관

광경쟁력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육성

Ÿ 2020년 내국인 관광객 8,000만명, 외국인 관광객 150만명 유치

 내국인 : 기준연도(2011년) 5,855만명, 중기 목표연도(2015년) 6,729만명, 장기 목표연도(2020년) 

8,025만명

 외국인 : 기준연도(2011년) 40만명, 중기 목표연도(2015년) 100만명, 장기 목표연도(2020년) 150만명

2. 주요 추진시책

1)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복지관광 구현

(1) 녹색·생태관광 기반구축

Ÿ 관광산업의 전 영역에 걸친 녹색패러다임의 요구에 따라 경남의 아름다운 경관과 우수한 생태자

원자원의 보전과 이용자 만족 양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적 명품형 녹색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기반형 녹색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실시함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마을 조성

 생태문화공원 및 테마파크 조성

 유후시설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자원화

(2) 도민 여가 및 복지관광 환경조성

Ÿ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광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관광으로 발생된 이익을 지역주민과 지역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민의 관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

성, 관광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을 실시함

 관광사회적 기업 시범사업 추진

 도민대상 관광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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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레저·스포츠 시설을 도입하여 도민의 레저·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제고와 함께 레저·스포츠관

광객 유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관광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입된 레저·스포츠 시설

의 활성화를 위해 전지 훈련팀 유치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함  

 스포츠타운 조성 및 경기장 건립

 승마공원 조성

 지역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실시(전지훈련팀 유치 등)

Ÿ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특화된 인력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 

 관광시설 무장애화 사업

 복지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관광 나눔 바우처 사업 및 볼런티어 제도 도입

2)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남형 창조관광 공간 창출

(1) 산악, 강변, 해양(섬)관광 특화개발

 산악형 휴양·레포츠 관광기반 구축

Ÿ 현대인의 관광 혹은 여가 유형이 시간소비형·체재형·가족 중심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연속

에서 여가를 즐기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Ÿ 경남은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의 산악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악에서 휴양·레포츠를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공간이 부족함

Ÿ 경남에 소재한 산악자원을 활용해 산악 레포츠 시설을 개발하고, 휴양형 체류공간을 함께 창출함

으로써 경남을 산악 레포츠·휴양 관광의 중심 지역으로 육성함 

 친환경 산악·휴양관광거점 개발지원(산림휴양단지, 캠핑장·야영장 등)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리모델링 

 산악레포츠 복합리조트 

 지리산 둘레길 등 트레킹과 걷고 싶은 길 지속 확충

 이야기가 흐르는 강변 관광루트 개발

Ÿ 낙동강 등 경남의 강을 축으로 주변 경관 정비, 도보 및 자전거 길 도입 등의 관광․레저 공간 확

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과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

Ÿ 강변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한 강변 관광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함

 강변 도보 및 자전거길 정비, 이벤트 개최, 에코싱싱 레저체험지대 조성

 강변마을개발 및 활성화 사업(뗏목체험, 수상레저 등 강변자원 연계사업 발굴)

 역사문화 체험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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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섬)관광 기반 구축 : 농산어촌 부문(깨끗 

한 농촌성 보존과 유지) 및 지역자원개발 부문(해양자원)과 연계

Ÿ 해양관광은 내륙 위주의 관광활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광매력물을 창출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공간 확대라는 측면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Ÿ 경남은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소매물도, 신수도 등 전국적 명성의 섬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북아 해양(섬)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Ÿ 경남이 동북아 최고의 해양(섬) 관광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4계절형 해수욕장 활용 및 차별

화된 섬 관광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함

Ÿ 따라서, 해수욕장과 연계한 복합 레저․스포츠 시설 도입과 섬의 특색있는 삶과 생활방식이 묻어있

는 역사․문화자원과 경관자원을 활용한 테마섬 개발과 미래형 친환경 해상 교통수단의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함  

 남해안 해양레포츠 벨트 조성

 어촌체험마을 조성

 남해안 해양레저산업 육성

 테마섬 조성 및 미래형 친환경 해양교통수단 도입

(2) 경남 역사․문화 자원 브랜드화 사업 추진

Ÿ 문화관광자원은 경남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

원으로 색다른 경험과 문화체험을 추구하는 관광객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음

Ÿ 경남에 산재해 있는 문화관광자원의 매력도를 향상시키고 관광객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인프라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함으로써 경남만의 역사․문화 브랜드를 확립함

Ÿ 특히, 경남을 대표하는 인물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경남인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경남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육성함

 역사인물·사건 기념공원 조성 및 주변정비(이순신, 진주대첩 등)

 전통예술 전수교육관 건립

 사적지 및 문화재 관리 및 운영

 전통한옥 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3) 지속가능한 관광(단)지 재생 

Ÿ 경남은 22개의 관광지와 개발예정지구 1개소, 1개의 관광단지와 개발예정지구 2개소를 특성에 맞

게 개발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민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

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많음

Ÿ 지연되거나 중단된 시설에 대해 관광 트렌드에 맞춰 용도 및 기능 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이



제3편 제3장  문화관광 부문

77

들 시설을 지역의 중추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함

 오목내관광지, 도남관광지, 실안관광지, 사등·장목 관광지 조성, 벽계관광지, 부곡온천 관광지, 

당항포 관광지, 전통한방휴양 관광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Ÿ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완화하고 재정 및 조세 지원을 강화

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관광개발 분야의 민간투자를 촉진함

 관광개발 민간투자 사업규제 완화제도 도입

 관광개발 투자절차 개선

3) 관광자원의 융복합화, 관광정책의 연계·광역화

(1) 융복합 新관광상품 개발

Ÿ 최근 관광은 타 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新관광자원의 육성을 통해 다양화된 관광객의 욕구를 수용

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Ÿ 경남은 한방, 로봇, 조선, 영상 등의 다양한 산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과 결합한 의료관광, 

산업관광, 영상관광 육성 정책을 시행하며, 교육․예술 영역과 결합한 예술치료 등 경남 특화형 新

관광상품을 육성함 

Ÿ 아울러 경남의 특산품 등을 활용한 쇼핑․음식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남 관광 아울렛 확충과 우

수 쇼핑 인증제 확대 실시, 지역 향토음식 특화지구 육성, 경남 음식 레스토랑 설치 등을 추진함

Ÿ 관광객들의 체험관광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 新관광상품은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중

심의 개발을 지향함

 한방의료관광벨트 조성 및  ‘(가칭)경남한방의료관광진흥원’ 설립

 산업관광테마파크 조성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실시

 드라마, 영화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

 아트테라피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경남 명품관광 아울렛 및 향토음식 특화지구 조성

(2) 시․군 간, 시․도 간 관광정책 연계·광역화

Ÿ 시·군 간, 시·도 간 광역권 개발이나 연계정책은 시설의 중복투자 및 난개발 등을 방지할 수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정책을 계획 또는 진행 중에 있음

Ÿ 경남은 지리산, 덕유산 등의 백두대간과 남해안 등 타 시·도와 공유하는 관광자원이 다수 분포

하고 있으며, 최근 광역경제권 수립으로 타 지역과의 연계 관광 정책 및 상품 개발이 필요함 

 울산-창원-거제 산업관광벨트 조성

 지리산 광역관광개발 사업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

 백두대간 관광자원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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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스테이(불교관광지 연계) 활성화 사업

Ÿ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모바일통신망 확대 등으로 인접 시·군 간 연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남 내 시·군 간, 경남과 타 시·도 간 협력을 통한 연계 관광상품 및 코스 개발, 

연계 교통 시스템 구축,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관광상품 공동판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경남관광홈페이지 확대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축

 동일 관광권 관광안내책자 통합 발행

 지역특산품 공동 판매 사이트 개설

4) 국제적 관광브랜드 육성 및 관광수용태세 확립

(1) 국제 관광 테마도시 육성, 지역축제 및 국제이벤트 경쟁력 강화

 국제 관광 테마도시 육성

Ÿ 도시브랜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 경제, 사회, 문화, 관광 환경적 요소가 투영되어 형성되

며, 매력적인 관광목적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인임

Ÿ 경남의 18개 시군별 특화된 테마를 고려하여 도시 브랜드로 구축, 이를 바탕으로 관광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 국제적 관광 테마도시로 육성함

 창원(로봇), 진주(유등), 통영(음악), 사천(항공), 김해(가야), 밀양(공연), 거제(조선), 양산(의료), 

의령(의병),  함안(수박), 창녕(생태), 고성(공룡), 남해(유배), 하동(문학), 산청(한방), 함양(산삼), 

거창(연극), 합천(대장경) 등

Ÿ 이와 함께 도심지역의 쇼핑몰, MICE 시설 등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 도시관광패스 발급 등을 통

한 도시문화 관광인프라 구축과 마창대교 등 도시 랜드마크 관광자원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도

시관광 육성을 추진함

 경남 MICE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사업

 도시관광 패스 발급

 도시관광 랜드마크 발굴 및 육성 지원

 지역축제 및 국제이벤트의 경쟁력 강화 추진

Ÿ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 확립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

최되는 예술축제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관광축제로 구분하여 추진함

Ÿ 지역 예술축제는 대표축제 육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적 홍보‧마케팅 방안 마련의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문화관광축제는 산업과의 연계 및 국제화 전략을 통하

여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대외적 지역브랜드 확립을 도모함 

Ÿ 특히, 경남은 대장경, 한방, 공룡, 가야, 조선, 음악 등 지역의 특성과 국제적 관심도를 반영할 수 

있는 축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주제에 대한 국제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추진 개최하여 지

속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도모와 지역 브랜드 구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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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지역별 관광테마 및 이벤트

(2) 외국인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교통체계 광역화 

 관광 수용태세 개선

Ÿ 경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약 40만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선호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수용태

세 개선이 필요함. 특히, 중국 관광시장은 평균 12.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

어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웨딩, 미용 등 중국인 선호 관광활동을 상품 개발과 전략적 마케팅 수

립을 추진함 

Ÿ 경남 내 관광 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주요 관광이용시설인 카지노, 면

세점 유치 가능성 및 신규 관광특구지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Ÿ 또한, 경남의 차별화된 자원인 한옥, 농어촌 체험마을을 활용한 고급형 외국인 숙박시설 확보 방

안 마련, 관광인력 역량강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등을 추진함

 신규 관광특구 지정 및 기존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검토(숙박, 카지노, 면세점 유치 등)

 외국인 선호 숙박시설 리모델링(한옥 등)

 관광시설 종사원 외국어 회화 및 응대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가별 선호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전략 수립

 관광교통체계 광역화

Ÿ 관광교통의 발전은 문화교류, 관광자원교환, 관광시장 수용 및 공급의 조절기능, 이동거리 단축 

및 시간활용 증대, 지역 간 관광시설의 보편화 및 평준화, 수요시장의 확대 및 관광의 보편화 등

의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Ÿ 하지만 해외에서 경남으로의 접근은 수도권 또는 부산권을 거쳐야 하므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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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는 실정임

Ÿ 이에 따라 항공과 선박을 통한 해외에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천공항과 크루즈 활성화 방안을 

수립함

Ÿ 구체적으로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사천공항 마스트플랜의 수립, 국제선 노선 신규 취항, 인센

티브 확대, 사천공항 주변 교통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함

Ÿ 크루즈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 크루즈 터미널과 기항지 인프라 확충과 동북아 크루즈 및 부산-경

남-전남을 잇는 연안크루즈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며, 항공과 크루즈의 연계성 강화

를 위해 경비행장(고성 등)-남해안권(남해, 사천, 통영, 거제 등)을 잇는 관광상품 개발, 통합 이

용시스템 구축 등을 을 함께 추진함 

 사천공항 활성화 전략 수립(신규 노선 취항, 인센티브 확대 등)

 크루즈 터미널과 기항지 인프라 확충

 남해안 연안크루즈 활성화 방안 수립 및 동북아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남해안 경비행기 관광상품 개발

3. 공간구성

Ÿ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테마를 바탕으로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 사

회환경, 관광자원 및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남 관광의 공간적 개발방향을 설정

 서부관광소권 : 산악·레저·건강·휴양(진주, 의령,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하동)

 동부관광소권 : 도시·문화 명품 콘텐츠(창원, 김해, 밀양, 양산, 함안, 창녕)

 남부관광소권 : 해양·레저·휴양(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창원, 하동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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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경남 관광개발의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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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기반 부문

제1절 사통팔달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축

1. 계획목표 

■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 구축으로 도내 1시간 생활권 완성

Ÿ 지역 간 교통현황 및 향후 지역개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체계적인 

확충을 통해 도내 전역의 1시간 생활권 및 권역 간 30분 생활권 구축 추진

■ 경남교통의 4U 실현

Ÿ sUstainable ;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교통수단 및 인프라 정비

Ÿ Universal : 교통약자에게도 편리한 교통계획을 수립

Ÿ Ubiquitous : 교통운영관리 및 이용자 맞춤형 첨단시스템을 도입

Ÿ pUblic ; 지역 간 공동번영 및 복지대중교통을 위한 통합시스템 도입

2. 주요 추진시책

1) 사통팔달 교통계획

(1) 도로계획

Ÿ 현재 추진 중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실시설계 중)와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기본설계 완료)의 

경우 조기완공을 계획목표로 설정함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경상남도 북부권 지역의 동서축 광역교통망을 형성하여 울산과의 연

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는 거가대로, 남해고속도로 및 대진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광역순환망을 형성하여 지정체 해소 및 대체우회도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Ÿ 울산권과의 광역도로망은 동서축인 남해고속도로와 순환광역도로망을 형성하는 거가대로를 연계시

키는 전략이 계획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남해고속도로 북창원에서 신항 제2배후

도로로 연계시키는 창원-울산고속도로와 신항만 제2배후도로 2단계의 추진을 통해 현재 추진 중

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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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계획

Ÿ 현재 경남지역의 철도망은 동부권에 편중되어 일부 시군 지역에서만 이용가능한 상황으로 지속적

인 확충계획이 필요한 상황임

Ÿ 현재 추진 중인 부전-마산선의 조기완공을 통해 부산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전선 복선사업과

의 연계를 통해 서부경남에서의 접근성 제고 추진

Ÿ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김천-거제철도는 경남지역의 새로운 남북철도망이 되어 철도이용에 대

한 기대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연계성과 대구경북권, 대전권,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상

당히 향상시킬 것임

Ÿ 그러나, 김천-거제 간 철도계획만으로는 경남지역의 철도이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으므로, 현

재 추진 중인 신항만배후철도와 김천-거제철도를 연계하여 부산권 철도망과 부전-마산철도가 하

나의 광역철도망으로 형성해 나가도록 함

Ÿ 창원도시철도계획은 창원시의 기간 대중교통망을 친환경 녹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현

재 도시철도건설 타당성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노선연장은 총 33.9㎞로(1단계 30.15㎞, 2단계 

3.75) 노면전차(트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3) 교통시설계획

Ÿ 교통시설계획은 BRT계획과 KTX역세권계획, 거점터미널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음

Ÿ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에서 경남지역의 BRT계획은 부산-창원-거제축의 하단-진해

간 15.9㎞와 부산-울산축의 부산 내성-양산-울산 무거간 40.3㎞의 BRT사업이 광역교통시설로 선

정된 바 있음. 조속한 추진 필요

Ÿ KTX역세권계획은 김천-거제철도와 경전선이 교차하는 진주역과 부전-마산철도와 경전선이 교차

하게 되는 수부도시권의 마산역 2곳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음 

Ÿ 상위계획에서 추진 중인 경상남도내 도로철도계획인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와 김천-거제철도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승센터계획이 필요할 것임. 김천-거제철도와 함양울산고속도로가 

연계하는 합천-의령권 환승센터와 함양-울산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가 연계하는 창녕-함안권 환

승센터를 구상함

Ÿ 환승시설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서 포함

된 환승시설계획에는 신규사업으로 부산-창원축의 남산터미널, 부산-창원-거제축의 진해 용원, 부

산-김해축의 김해 장유 등 3개 사업과 그리고 계속사업으로는 부산-양산축의 부산 구포, 부산-울

산축의 부산 노포, 부산역 등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Ÿ 환승할인요금제의 경우는 2011년에 1단계로 부산, 김해, 양산 등 3개 도시의 광역대중교통망에 적

용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2단계로 창원 도시권 및 진주 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환승요금제를 확

대시행하고, 마지막 3단계로 경남의 군지역까지 확대 시행해 나감

Ÿ 또한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자치단체 간(창원~부산, 창원~함안~의령, 진주~사천, 통영~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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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으로 광역환승할인요금제와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광역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임 

Ÿ 창원, 김해, 거제, 양산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을 국가 광역

도시교통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통하여 도로교통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향후에는 교통정보시스템(UTIS)센터에 도시 생활안전, 방범, 방재 등의 기능을 통합한 

U-통합관재센터로 확대하여 다양한 생활정보서비스 제공을 추진함

Ÿ 자전거도로는 국가자전거도로 계획과 연계되어 내륙 연계도로망, 해안 순환도로망, 낙동강 자전거

길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되도록 추진함. 또한, 자전거 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공영자

전거 시스템 확대가 필요함.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Ÿ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준비하는 수요대응형버스(찾아가는 버스)의 경남 인구저밀도지역 적용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편의성이 낮은 경남의 교통 소외지역의 복지 대중교통망 서비스 구축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  

Ÿ 지역의 도로철도계획 및 교통시설계획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남 수부도시권의 마산터미널, 서

부경남권의 진주터미널, 경남 서북부권의 함양터미널 등 거점터미널계획을 개발해 나감

(4) 공항계획

 국가중장기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정부 협의 필요사업 : 신국제

    공항 건설

Ÿ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경제규모와 산업경쟁력을 보유한 동남권과 국토 남부권의 미래발전에 있어

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신국제공항 건설 추진

Ÿ 신국제공항은 동남권과 남부권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필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국가거점공항인 인천공항의 위기상황 발생시 대체공항 기능 수행 

※ 본 계획의 수립시점 현재, 신국제공항은 국토해양부의 입지평가 결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
정(2011년 3월)한 바 있음. 따라서, 신국제공항의 건설은 추후 국토해양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에 따라 추진함  

 사천공항 활성화

Ÿ 군사공항인 사천공항의 특성과 지역발전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사천공항 주변의 중형 물류단지

(기존 물류기능의 통합) 조성을 통해 항공산업단지 조성과 연계시키고, 서부권 관광인프라의 역할

을 담당하도록 관광기능 강화 추진.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저가항공사 유치노력 경주

 고성 경비행장 개발

Ÿ 지역의 항공기 제작산업, 교육, 관광·레저산업 지원은 물론 관광레저용 소형항공기 테마로 남해

안권 항공레저 거점으로 개발

Ÿ 인근 당항포관광지 및 해양마리나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해양과 항공이라는 두 가지 뚜렷하고 차

별화된 테마로 해양항공레포츠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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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 수상비행장 개발

Ÿ 관광접근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남해안권 관광지의 직접적인 접근성 강화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관광레저 비행욕구 증대에 대응하고, 수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화에 기

여하기 위해 수상비행장 건설 추진

 개발은 민간 주도로 하되, 정부는 시설기준, 운항기준 마련, 비행장 설치 승인·안전 감독 수행

2) 주요 인프라 정비계획

 함양울산고속국도

Ÿ 목적 : 국가간선도로망 동서8축과 9축 보완, 서북부 낙후지역 개발촉진 기반마련

Ÿ 위치 : 함양~거창~합천~의령~창녕~밀양~울산

Ÿ 사업기간 : 2004~2019

Ÿ 사업량 : L=144.8㎞, B=23.4m(4차로)

Ÿ 사업비 : 5조 8,862억원

 부전마산복선전철

Ÿ 목적 : 경남~부산 간 직통 철도노선 신설로 여객 및 물류 수송력 향상, 지역 연계 강화,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 

Ÿ 위치 : 부산 부전역~창원 마산역

Ÿ 사업기간 : 2004~2017

Ÿ 사업량 : 51.1㎞(복선 전철화)

Ÿ 사업비 : 1조 5,091억원

 김천거제철도

Ÿ 목적 : 경남 서부 및 남해안 지역과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남북축 철도망 신설 

Ÿ 위치 : 김천~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거제 

Ÿ 사업기간 : 2016~

Ÿ 사업량 : 186.3㎞(복선 및 단선 전철화)

Ÿ 사업비 : 6조 7,907억원

 창원도시철도건설

Ÿ 목적 :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Ÿ 위치 : 마산가포~창원역~시청~진해석동(1단계)~진해구청(2단계)

Ÿ 사업기간 :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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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업량 : 노면전차(트램) 33.9㎞(1단계 30.15㎞, 2단계 3.75㎞)

Ÿ 사업비 : 총 7,232억원(1단계 6,468억원, 2단계 764억원)

 환승터미널

Ÿ 목적 : 경남(창원, 김해 등)~부산 광역대중교통수요 환승 및 이동편의 향상

Ÿ 위치 : 3개소(창원 남산터미널, 창원 진해 용원, 김해 장유)

Ÿ 사업기간 : 2012~2016

Ÿ 사업량 : 남산터미널(7,300㎡), 용원(2,700㎡), 장유(3,600㎡)

Ÿ 사업비 : 총 50억원, 남산터미널(15억원), 용원(30억원), 장유(5억원)

 간선급행버스(BRT)

Ÿ 목적 : 이동성 및 신속성이 보장되는 광역대중교통수단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Ÿ 위치 : 2개축(창원 진해 용원~부산 하단, 부산 동래~양산 서창~울산 무거)

Ÿ 사업기간 : 2012~2016

Ÿ 사업량 : 창원축(15.9㎞), 양산축(40.3㎞)

Ÿ 사업비 : 총 2,059억원, 창원축(392억원), 양산축(1,667억원)

 자전거인프라

Ÿ 목적 : 자전거 이용 여건 향상을 통한 경남 도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Ÿ 위치 : 6개 시‧군(창원, 진주, 사천, 의령, 함안, 하동)

Ÿ 사업기간 : 2010~2019

Ÿ 사업량 : L=157.3㎞(자전거 도로망)

Ÿ 사업비 : 790억원

 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Ÿ 목적 : 표준화된 광역교통정보 관리체계 수립 및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선진화된 교통정보 수급시

스템 구축, 만성 정체구간 완화, 도로 효율성 증대 

Ÿ 위치 : 경남 인구 20만이상 시지역(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Ÿ 사업기간 : 2012~2014

Ÿ 사업량 :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무선교통정보수집전달시스템 UTIS 포함), 도시부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가공‧제공시스템 구축

Ÿ 사업비 : 329억원

 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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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목적 : 2개 이상의 동일 생활권에 있는 자치단체(시‧도, 시‧군)간 광역BIS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광역적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이용편의 도모

Ÿ 위치 : 창원(진해)~부산, 창원~함안~의령, 진주~사천, 통영~거제 등

Ÿ 사업기간 : 2005~2020

Ÿ 사업량 : BIS 운용 장비 및 상용 S/W 구축, 버스단말기 및 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 등

Ÿ 사업비 : 106.5억원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및 국가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정부 

협의 필요사업 : 창원울산경제고속국도

Ÿ 목적 : 창원~울산간 직통 고속국도 건설, 정체완화, 산업 및 물류 시너지 효과

Ÿ 위치 : 창원~울산(최적노선 검토 중, 동남권공동번영실행용역, 경남발전연구원)

Ÿ 사업기간 : 미정

Ÿ 사업량 : 미정

Ÿ 사업비 : 미정

※ 본 계획의 수립시점 현재, 창원울산경제고속국도는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임. 따라서, 추후 국토해양부의 관련 계획 반영에 따라 추진함 

 국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국도․국가지원도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

업으로 향후 정부 협의 필요사업 :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노선연장 지정

Ÿ 목적 : 남해안 선벨트 초광역 개발의 실천을 위해 거제, 통영, 남해를 연결하는 남해안 연계 도로

망 구축

Ÿ 위치 : 중강진(철원)~마산~거제(연초)~거제(학동)~통영(미늘삼거리)~남해(창선)

Ÿ 사업기간 : 미정

Ÿ 사업량 : L=636.1㎞

Ÿ 사업비 : 미정

※ 본 계획의 수립시점 현재,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노선연장은 국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
획에 미반영된 사업임. 따라서, 추후 국토해양부의 관련 계획 반영에 따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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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안)

3. 효율적인 교통운영계획 추진

 녹색교통수단정비 

Ÿ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교통수단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보행중심의 통행체계 구축으로 쾌

적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 및 철도 이용활성화를 통해 녹색교통수단을 정비함

Ÿ 주요 추진전략

 보행중심의 통행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교통여건 조성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기능 제고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 및 인입선 철도망 구축

 광역철도망 구축을 대비한 장거리 교통수요 분담기능 강화

 이용자 중심의 교통계획

Ÿ 교통약자에게도 편리한 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스템 도입과 도로

위계가 조화된 도로망의 정비 및 지자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이용자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교통시

설을 정비함

Ÿ 주요 추진전략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시스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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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형 도로망과 연계도로망의 조화

 지자체 간 연계된 교통계획

 이용자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정비

 스마트 교통시스템 정비

Ÿ 교통운영관리 및 이용자 맞춤형 첨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경상남도 맞춤형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상하여, 다양한 교통정보시스템 정비 및 실시간 유지관리와 돌발상황시 첨단교통시스템을 정비

하여 스마트한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함

Ÿ 주요 추진전략

 경상남도 맞춤형 첨단교통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다양한 교통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실시간 유지관리 시스템과 돌발상황시 첨단교통시스템 정비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한 교통수요관리계획의 수립

 효율적인 대중교통

Ÿ 지역 간 공동번영 및 복지대중교통을 위한 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대중교

통망을 정비하고, 광역교통수단 및 광역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대중교통의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효율성 및 이용률을 제고하여 복지대중교통을 정착함

Ÿ 주요 추진전략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대중교통망 정비

 광역교통수단 및 광역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비

 통합요금제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

 대중교통 복지정책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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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방거점 확보 및 물류흐름의 원활화

1. 계획목표

 항만 : 동북아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Ÿ 기존 항만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항만 비즈니스밸리 구축 등 국제적인 물류 클러스터로 발전하

기 위한 기반 구축

Ÿ 항만과 주변 도시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항만의 기능을 도시발전의 활력소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며, 항만관리 지방이양에 대비하여 각 항만별 특성화 발전 및 운영체계 고도화 추진

 물류 : 국가물류 게이트웨이 위상 확립

Ÿ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국제‧광역‧지역 등 각 위계별 물류거점을 개발하여 물류체계의 선진화를 달

성하고, 부족한 물류시설의 지속적인 개발과 기능개선 추진

Ÿ 물류체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녹색물류의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표준화․정보화 등 물류네

트워크 강화 추진 

2. 주요 추진시책

1) 항만분야 추진시책

(1) 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 비즈니스 밸리 구축

 항만시설 확충

Ÿ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의 경우 서컨테이너부두(2-5, 2-6, 3단

계), 3단계 지구의 다목적부두, 양곡부두, 피더부두 등이 수도 남단에 2020년까지 개발될 계획임

Ÿ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북측 웅동지구에 2012년부터 글로벌 업체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등 서컨 

지역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바 서컨테이너 부두 및 3단계 지구의 부두들을 계획에 차질없이 조성

되도록 하여야 함

 항만 클러스터 구축 및 비즈니스 센터 조성 

Ÿ 항만 클러스터 구축은 항만의 경쟁력을 증가시켜 더 많은 선사 및 화주 유치, 항만물류 산업 집

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중심 항만 구축 및 항만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기에 세

계적인 중심 항만들은 물동량 증가세 둔화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항만 클러스터 구축을 강화하고 있음

Ÿ 신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류중계기지, 선용품공급단지 및 수리조선단지 등의 조성을 

통해 항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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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편 국내외 대형 항만들은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항만물류 관련업체 및 행정기관 등이 입주

할 수 있는 항만 비즈니스센터를 건설·운영하고 있으며, 항만 비즈니스센터는 오피스 기능 이외 

전시장, 국제회의장, 호텔, 홍보관, 유통센터 등의 부가 서비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음

Ÿ 신항 북컨 배후단지의 주거‧상업지구에 전시·문화 용도로 지정된 장소에 신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항만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여 항만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을 통한 항만 서비스 수준 제

고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2)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경남 항만발전 종합계획 수립

Ÿ 경상남도 항만발전 종합계획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상남도의 항만과 도시기능이 조

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Ÿ 본 계획에서는 과거 중앙정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의 운영 및 개발업무

를 2013년 4월 15일까지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계획된 것에 대비, 도내 각 항만별 특성에 맞는 개

발방향 설정, 항만유휴시설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등 도내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

과 전국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정부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요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도내 무역항 기초자료 조사

 국내·외 항만 및 배후부지 개발․운영 실태파악

 도내 무역항 항만이용자, 지역민, 기업체 등의 요구사항 및 필요시설, 적정규모, 개발시기 파악

 도내 무역항 항만개발 방향 및 항만기능 전환 필요성 분석

 항만재개발, 크루즈부두 및 마리나 시설 배치 계획 등 종합 검토

 국가항만사무의 지방이양 최적 방안 및 마산항 등 미위임 항만의 이양 가능성 검토

 항만 및 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국가예산반영계획 수립

 효율적 항만 관리․운영방안 수립

 항만별 특성화 전략 개발

Ÿ 경상남도 내에는 국가관리항 2개소, 지방관리항 7개소, 연안항 1개소로 총 10개의 항만이 위치해 

있는데 이들 항만은 각각의 조성 목적에 따라 개발되었으나 지속적인 항만환경 및 도시기능의 변

화 등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 및 변화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보완, 새로운 항만시설 

도입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Ÿ 이상과 같은 항만 및 도시의 변화에 따른 경상남도내 항만별 특성화 방향은 <표 6>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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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화 방향

국가관리항
부산항 신항 동북아 중심항만

마산항 중량화물 특성화

지방관리항

고현항

조선산업 지원 특성화옥포항

장승포항

삼천포항 지역물류 및 어업거점 특성화

진해항
지역산업 지원 특성화

하동항

통영항 연안여객 및 어업거점 특성화

연안항 중화항 연안여객 및 지역생활 지원 특성화

<표 6> 도내 항만별 특성화 방향

 항만구역 내 친수공간 조성 및 배후부지 확충

Ÿ 도내 무역항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배후부지 및 친수

공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각 항만별 배후부지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이 활

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Ÿ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상의 경남 무역항별 친수공간 개발 계획은 <표 3-4-46>과 같음

Ÿ 부산항 신항은 명동지역에 친수공간 97천㎡를 개발할 계획이며, 마산항은 구항물양장 지역에 방재

언덕 조성을 통해 재해방지 및 친수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노산로 수제선을 정비하

며, 가포 B지구의 투기장은 시민친화형 친수공간조성을 통해 항만환경을 개선할 계획임

Ÿ 통영항은 내만지역의 기존 어선수용기능에서 해양친수공간으로 전환 후 조성·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고, 옥포항 친수공간은 옥포어항 인접지역에 조성하여 항만 환경을 개선

하여 지역민 및 관광객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며, 고현항은 항만시설용부지에 친수공간 16천㎡

를 조성할 계획이며, 장승포항은 항만시설용 부지 및 호안개축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해양

관광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

(3) 효율적인 항만운영 및 관리 방안

Ÿ 경상남도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항만운영과 관리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Ÿ 항만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항만사무 이양 대비, 지방관리항만의 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가 핵

심이며, 이외에도 연안운송 활성화 전략 개발, 공유수면 보호 및 효율적 관리, 추가 무역항 지정 

등과 같은 세부 추진사업이 있음

Ÿ 특히 2013년 4월까지 지방으로 이양될 항만사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작 단계이므로 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완전 이양에 대비한 정책적 방안을 사전에 준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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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분야 추진시책

(1) 국제물류 거점시설 개발 

Ÿ 경상남도는 세계적인 허브 항만인 신항만 및 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 물류의 기종점 역할

을 하고 있으며, 국가 물류산업의 거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복합일관수송(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ation) 기반 마련을 위한  신공항 및 공항 배후물류단지의 조성이 필요함

(2) 국제물류 거점시설 개발 

Ÿ 경상남도는 전국 대비 10%8)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물류거점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지

역물류 거점시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물류단지가 전무한 실정임

Ÿ 아울러 공익적 관점에서의 지역물류 활성화 노력이 미흡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예 : 

공동물류센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조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Ÿ 따라서 물류관점에서 도내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물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구분 세부 추진사업

물류단지 개발
◦신규 물류단지(1,236천㎡) 조성
◦2011년 현재 창원권, 김해권 대상 사업추진 예정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창원시, 진주시 등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 추진 예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도내 41개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함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포함)

공영차고지 조성 ◦거창군, 진주시, 거제시 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예정

<표 7> 경상남도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물류시설 기능개선

Ÿ 경상남도의 경우 기능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물류시설은 양산 ICD, 진주화물터미널 등을 들 수 

있는데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물동량이 급감하는 등 본연의 기능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산 ICD9)의 기능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Ÿ 양산 ICD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기능 이외에 판매‧제조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체 유치가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양산 ICD 입주기업들은 여유 부지를 대상으로 새로

운 비즈니스 방안(예 : 물류센터, 택배 등)을 모색하거나 추진하고 있음

Ÿ 따라서 양산 ICD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확

8) 2009년 도로화물 기준 발생량은 206,021천톤(전국대비 13.75%), 도착량은 178,126천톤(11.89%)를 차지함.
9) 양산ICD는 2005년을 최고점으로 물동량 지속 감소(’05년 133만, ’07년 107만, ’09년 64.6만, ’10년 39.5만

TEU 처리).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 ~ 2020)

94

대와 함께 제조·판매 기능 수용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능 

다변화 및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Ÿ 한편, 화물터미널로서의 제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진주 화물터미널은 근본적으로 여유로운 화물취

급장 및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진주시는 당초 정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서 현재의 진주 화물터미널 기능을 이전할 계획임

Ÿ 그러나, 진주권 물류수송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 진주 화물터미널의 주선 

및 주차기능을 이전하고, 기존 진주화물터미널에는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및 창고건립을 통해 물

류터미널 본래의 화물 집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4) 물류 네트워크 구축

Ÿ 경상남도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핵심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거점시설과 간선을 연결

하는 지선, 간선도로와 물류거점시설을 연결해 주는 연계교통망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Ÿ 첫째, 지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화물차 집중구간(예: 대동-양산, 통영-하남, 서순천-부산 등)

을 대상으로 화물차 전용도로 조성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Ÿ 둘째, 연계교통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교통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

적으로 국도 2호선과 부산항 신항을 연계하기 위한 도로망이 없어 창원쪽에서 부산항 신항을 접

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리를 우회하여 진입해야 하는 비효율성(그림 3-4-11 참조)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절실함

Ÿ 물류 네트워크 구현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물류거점시설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해당 

물류거점시설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취약한 물류거점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Ÿ 이를 통해 권역별 산업단지, ICD, 수출입 공‧항만 등과 연계된 신규 물류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물

류거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출입과 국내 물류활동의 통합으로 광역물류거점시설의 실질적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Ÿ 따라서 경남에서는 국제, 광역, 지역물류거점으로 수직적으로 계층화되어 있는 전 물류거점시설을 

수평적 연계로 전환하고, 각 화주 및 물류거점시설 간의 연결은 Hub & Spoke와 Point to Point 형

태를 혼합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임

Ÿ 각 지역의 물류거점(광역, 지역물류거점 포함)들은 지역 내 화물의 공동화를 통해 공동집배송 하

고, 지역 내 물동량 창출과 화물차량 이동량을 줄여 경남의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물류거점시설의 활용이 높은 화주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거점시설의 물동량을 창출한

다면 3자 물류업 활성화 등 경남지역 물류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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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경상남도 물류거점시설간 네트워크 연계 방안

(5) 물류정보화 구축사업

Ÿ 경상남도에는 연면적 1,000㎡이상의 창고시설이 421개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이보다 작은 

규모의 창고시설도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Ÿ 장기적 관점에서 도내 소재 창고시설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물류 공동화의 실효성 

향상 및 경상남도 물류분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Ÿ 따라서 도내 위치해 있는 창고시설에 관한 정보수집, 효율성 향상방안 연구, 운영, 체계관리 및 

개선 등과 같은 작업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6) 친환경 녹색물류 조성

Ÿ 경상남도 물류분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타 사업으로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친환경 녹색물류 환경 조성 사업(예 :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사업, 화물자동차 탄소저감 사업, 물

류시설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등)과 물류인력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Ÿ 녹색물류에서 대두되고 있는 수송수단전환(Modal Shift)을 장려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육상화물 

이동이 많은 동부 경남지역과 신항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철도수송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

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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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모바일 중심의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1. 계획목표

■ 모바일 중심의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

Ÿ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공개·협업·창의성 강조 등 소프트웨어의 경제·사회·문화·생활 

등 지역 전반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정보화계획 수립

2. 주요 추진시책

1) 모바일 중심의 정보기반 구축

Ÿ 도농지역 간 정보화 수요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중앙정부는 무선인터넷 활용 및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로 스마트 환경 구축을 요구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열린 도정 및 참여를 위한 모바일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

Ÿ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무선인터넷망 등 인터넷 기반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며 무엇

보다 무선 인터넷망의 확산 보급 및 법‧제도적 기반구축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음

Ÿ 또한 인터넷 중독, 개인정보 노출, 스팸 등 모바일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 현상에 대응

하기 위한 기술적 환경정비가 요청됨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추진

Ÿ 경상남도 행정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업무시스템 연계 및 통합으로 업무고도화

Ÿ 데이터센터 및 각종 정보센터 연계

Ÿ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도입

 모바일 업무체계 구축 및 연동

Ÿ 스마트폰에 의한 원격업무처리 및 현장업무 처리

Ÿ 시스템 환경 및 데이터 공유환경 구현

Ÿ 스마트워크 및 모바일 오피스 체계 구축

Ÿ 지식관리시스템 연계 및 정보기술 표준화

 정보화 역기능 해소 기반 구축

Ÿ 분야별 정보보호 및 보안 시스템 정비,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강화

Ÿ 인터넷 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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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기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Ÿ 전자인증기반 관련 제도화 마련

Ÿ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 개정

Ÿ 산업정보화 기반 제도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2) 이용자 중심의 정보 활용과 융합

Ÿ 국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IT 협력체계를 지원하여 IT를 통한 설계, 생산, 물류 등 협업시

스템 및 프로세스를 IT로 해결하고 있으며, 농축산분야에도 IT를 활용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유통

지능과 경영분야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음

Ÿ 경상남도는 4대 전략산업(지식기반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화 

기반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는 등 분야별 시설 및 정보의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정보화

로 지역경쟁력 강화 유도가 요구됨

Ÿ 유능한 정보인력양성 및 SW산업‧콘텐츠 결합으로 미래지향적 정보도시로서 토양을 구축함 

 분야별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Ÿ 경남형 U-City 구축 및 활성화

Ÿ U-보건/의료/복지 시스템

Ÿ U-Port 및 물류시스템

Ÿ U-생태환경감시 시스템

Ÿ U-관광정보제공 시스템

Ÿ U-농수산물 이력관리 및 배송시스템

 4대전략산업 육성 지원 체계 구축

Ÿ 4대전략산업 육성 지원 서비스 제공

Ÿ 산학연 온오프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제공

Ÿ 4대 전략의 체험 홍보관

Ÿ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정보화 전문기관 유치 및 정보화 교육 지원

Ÿ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

Ÿ 정보화 기술 및 콘텐츠 개발 관련 행재정 지원

Ÿ 산학연 공동 핵심기술연구개발 센터 및 정보기술지원센터 건립

Ÿ 첨단 정보화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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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개방 및 융합에 따른 정보정책 마련

Ÿ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확산과 활용

Ÿ 공공정보 OPEN-API 도입 및 활용

Ÿ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행정, 통계 정보 연계

3)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서비스 강화

Ÿ 급격한 정보기술 발전과 전개에 따라 중앙-지방, 지방-지방, 시지역-군지역 간 정보격차가 발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접근성 및 정보활용 능력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이 요청됨

Ÿ 인터넷으로 행정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전자정부가 보편화됨에 따라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모바일

화 또는 정보화가 생활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정보격차 해소 및 행정서비스 강화가 요청됨

Ÿ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실현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정보 

및 시민복지 정보제공이 필요함 

 정보화를 통한 스마트 라이프 구현

Ÿ 스마트 TV, IPTV 등 뉴미디어 확산

Ÿ 원격의료 U-Health 서비스 제공 및 보급

Ÿ 여성 출산, 육아, 보육, 가족 정보서비스

Ÿ 취약계층 복지 허브 서비스 

Ÿ 무인민원서비스 대상 확대

 치안, 안전, 교통 등 시설물 관리 및 도시 관리 보편화

Ÿ 재해재난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Ÿ 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Ÿ 낙후지역 교통정보 서비스

 정보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Ÿ 실용적 정보화 교육 실시 및 활용

Ÿ 전국 단일망 인터넷 전화 사업자망 전환

Ÿ 스마트폰 활용 교육 및 보급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다양화

Ÿ 디지털 기회제공 및 정보격차 해소

Ÿ 다양한 정보교육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도민 인터넷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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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복지 및 생활환경

제1절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1. 계획목표

■ 계획목표 : 평생 건강 / 평등한 혜택

Ÿ 향후 도래할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간·계층 간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격차를 개선

하여,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

2. 주요 추진시책

1)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계층 간 격차해소

 지역의료 보건기능 강화

Ÿ 지역 간·계층 간 발생하고 있는 건강수준의 약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의료 보건기능을 강화함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지속적 추진 및 사업확대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Ÿ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의 다양화(기초건강관리, 지역의료거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일차 의료기능, 기초 건강관리센터, 지역 의료정보 거점으로 활용방안 모색

 도시지역 건강취약지역의 도시보건지소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의료 접근성 제고

Ÿ 의료 낙후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감.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긴급 구조구난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추진

 특히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선(어선)을 통한 이동의료시스템 강화가 요구됨

Ÿ 농촌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을 통해 농촌 지역 거주민들과 농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연

구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농촌지역 거주자 및 농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결정요인을 연구하고 생애주기에 기반한 건강증

진 및 질병관리 기술을 개발함

 농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중점관리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결과에 기반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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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민의 평생건강에 대한 인프라 구축 

 도민 전체의 평생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건강시설 정비 구축 및 생활체육(스포츠)시

설·의료시설 확충

Ÿ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질병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함

 환자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Ÿ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소, 지방의료원이 협의를 통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공동으로 정보를 

생산·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만성질환관리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

3) 의료시설 질적 수준 제고

 의료시설 질적 수준 향상 및 노후된 시설 정비계획 구축 및 보완

Ÿ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의 기반확충 및 노후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

Ÿ 관리기준 강화 및 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제 구축

4) 공공 보건의료 사업 양적 확충

 공공 보건의료사업 전달체계 강화

Ÿ 기존 경남지역 암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장비, 인력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함

Ÿ 또한, 경남의 기대수명을 높이고, 공공 보건의료기관들의 의료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건의료협의체 등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Ÿ 도내 보건의료자원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부경남 군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매

우 취약한 실정임. 이들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들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

관으로 지정하여 경상남도 정책수행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 계약을 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불균

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도록 함

 공공 서비스 계약을 맺은 병원은 경상남도의 정책적 의료사업을 수행해야 함. 경상남도는 관련 

인력, 시설, 장비를 확충해 주어야 함

5) 도민 먹거리 안전대책 강화

 도민의 먹거리 안전(식품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Ÿ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

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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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유해식품의 사전적 예방 강화

Ÿ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등 기술지원 강화,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운영 등 선제적 위해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유통식품의 안전성검사 강화, 허위 및 과대광고행위 단속 강화 등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Ÿ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

매업소 지정 등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급식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강화함

 음식적 위생수준의 강화

Ÿ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 강화,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위생등급 평가제 등 체계적인 예방관리

를 지도해 나가고, 도민이 참여하는 음식문화 개선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함

Ÿ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

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과 발생의 대응체계를 강화함

 먹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참여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Ÿ 부정·불량식품의 합동단속반, 지도점검 등 민관이 함께 하는 먹거리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등 실질적인 도민의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감

Ÿ 경남도 주도의 식품안전 뉴스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 지속적인 먹거리 안전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 캠페인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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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제고

1. 계획목표

■ 다함께 누리는 체감복지 강화

Ÿ 빈곤층만을 위한 잔여적(선택적) 복지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복지라는 제도를 

통해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노인복지시설

의 편중화, 군 지역의 시설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개선과 복지시설의 역할·기능 

다양화 추진

2. 주요 추진시책

1) 도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Ÿ 일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제도의 내실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 지원 및 여건 조성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Ÿ 경남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후평

가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경남 도민의 복지체감도가 제고됨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정책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며 복지행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Ÿ 복지행정을 시스템화 해야 함. 사업의 대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실제

로 원하는 결과가 얻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 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신규 복지시책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성 검토가 요구됨

2)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친화형 복지체계 구축

Ÿ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지역사회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 지원기관 발굴 및 구축사업 실시

 노인정보화 교육 실시를 통한 취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발굴

Ÿ 연령 다양성 확보 및 노인에 대한 인식 및 새로운 역할이 정립되어야 하며 건강장수시대에 맞는 

일에 대한 문화,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노인 생활문화 지원 사업 발굴

 지역사회와 밀착된 노인 문화, 여가교육 사업 실시

 실버문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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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경남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노인친화적 도시 구축이 필요하며 은퇴자의 자원봉사 참여 및 

전직지원 시스템 기반 확충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기반 구축

 노인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에 따른 활동보조금 제공

 노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노인 분야별 전문가 육성

 은퇴자에 재교육을 통한 전문직종 자문위원회 구성

3)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및 특성화

Ÿ 지역사회 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시설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며,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이 부재한 지역에서는 인접지역과의 연계 및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시설 간 대상자·재원 관리 DB구축 협력 및 강화

 각 지역 복지시설들 간의 간담회 실시(서비스 제공 공유, 발굴, 연계)

Ÿ 도농복합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복지욕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만이 해결대안은 아니며, 효율적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농촌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지속

 농촌 통합지원 정책 효율화 모색

Ÿ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각 대상자에 따른 센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설치

4)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Ÿ 저소득층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속

 저소득 주거복지 정책 강화

Ÿ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화

 가족통합서비스 개발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지원 사업 개발(1인가구, 편부모가구, 조부모가구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및 연계기관들을 구축하는 사업 실시, 지자체 운영기

관을 지정

5)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Ÿ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사업 발굴 및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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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턴 채용 등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장애인 고용 사업장 인센티브제(세금감면) 확대

Ÿ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강화

 고령 장애인들의 생활비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지원(현금, 현물) 법적 제도 마련

Ÿ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공공기관 및 문화공간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교통권(저상버스, 장애인전용택시) 확대보장 및 가정내 장애인 응급지원체계 강화

 장애인 전용 재활전문병원 확충 

Ÿ 사회적 편견을 도모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지속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속

 장애인 차별자 법적 처벌 활성화(강화)

6)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연계를 통한 전달체계 강화

Ÿ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구축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강화

Ÿ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자원구축, 자원발굴 활성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한 자원발굴, 등록 활성화 및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실

시

 대상자에 맞는 사례 관리사업 강화를 위한 민관기관들의 협력체계 체결

Ÿ 민·관 공동의 지역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제 마련

 희망복지지원단 등 민간자원 및 자원봉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 활용

7) 재정안전성 확보

Ÿ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 지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재원에 대한 

계획 필요

 예산절감을 통한 체계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며, 세금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를 위한 도정책의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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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여성 및 가족정책의 제고

1. 계획목표

■ 여성·가족친화 지역환경 구축

Ÿ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점진적인 증가,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 사회전반의 여성과 다문화 환경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성 및 가족환경 전

반에 대한 지역환경의 개선정책 추진

2. 주요 추진시책 

1) 정책실효성 제고

 여성정책의 실효성·체감도 제고

Ÿ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여성가족정책관의 위상 제고를 통한 여성정책 실효성 제고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및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 설치

 여성발전기금의 단계별 확충

Ÿ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정책수혜도 제고

 도정의 성별영향 분석의 정교화를 통해 정책의 여성수혜도 증가 도모. 성별영향평가 건수 증대 

및 보고서 작성의 내실화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이 효

율적으로 성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정책의 성인지성을 높이고, 정책개선을 선도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시·군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주무부서 지정 및 협의체 구축 장려. 여

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유도

Ÿ 성평등 취약분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성평등 지수 관리

 경남도 성불평등 제고를 위해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 즉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소외여성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지원가

능 영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실현

 정책적인 영역 이외에 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도출 및 공조체계 구축

Ÿ 여성가족개발원 설립을 통한 여성정책의 다각화·정교화

 지역 여성·가족의 삶의 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수립

 교육을 통한 여성능력 개발, 여성사회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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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여성능력 제고 및 취업확대를 위한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의 내실화

 여성새로일하기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경력단절여성의 원스

톱 취업지원시스템 운영을 시 단위로 확대(현재 7개소 → 9개소, 도단위 포함)

 여성 직업교육 훈련 및 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발굴 연계

 여대생 커리어개발을 통한 청년여성 취업 제고 

Ÿ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여성폭력 근절

 성폭력 우려여성(소녀)을 위한 주거지원사업(1개소 → 3개소)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지원 및 활성화

2) 적극적인 출산 및 양육정책 확대

 출산·보육·양육 염려없는 경남 구현

Ÿ 출산지원 확대 및 모성, 영유아 건강 증진

 출산 장려 및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

급 및 둘째아 출산 지원책 마련

 모성·영유아 건강 증진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지속 등 모성·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속. 시군보건소-병·의원 협조체제 구축

Ÿ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전 연령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 확대

 장애아동,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지속

 어린이집 환경개선 확대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희망세상 실현

Ÿ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및 아동보호

 지역사회 아동복지 인프라구축, 아동급식 지원, 아동학대 예방

Ÿ 건강한 청소년 육성 환경 조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지자체-교육청-경찰청 공조체제 구축

 주5일 수업에 따라 청소년 돌봄·체험활동 주말 연장 운영 확대

 위기청소년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인터넷중독 예방·치료지원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체계 강화

3) 다함께 공유하는 다문화사회 구현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책지원 

Ÿ 고령여성노인을 위한 노후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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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지원 및 취업지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Ÿ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한국어교육 실시

Ÿ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

Ÿ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Ÿ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해를 넘어 상생의 다문화 정책 강화

Ÿ 외국인 지원기관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기관 간 업무협조 및 연계·조정 요구

 관공서,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 복지타운의 건립으로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도민의 이해도 제고 

Ÿ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그 동안 외국인의 한국 이해를 위한 교육이 주가 되었으나, 외국인이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자

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어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폭 넓은 사

고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성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 병행

Ÿ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경남의 많은 비중이 외국인 근로자이므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뒷

받침 필요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고용주 및 허위초청·알선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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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기반확충

1. 계획목표

■ 지역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체제 강화 

Ÿ 지속적인 교육환경의 개선 프로그램 추진 및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등 물적·비물적 교육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의 기반을 강화하

고, 다양한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의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지식개발과 인력

양성

2. 주요 추진시책

1) 교육 인프라 확충

 학교시설 확충 

Ÿ 인구추계에 따른 전망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창원, 김해, 양산), 중학교(창원, 김해, 거제), 고등학

교(창원, 김해, 양산) 등 인구증가 예상지역의 학교시설 확충

Ÿ 도내 주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전망에 근거하여 진주시의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학교 신설 등 

추진

 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

Ÿ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기회 제공과 실질

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Wee스쿨10)형 대안교육기관 조기 설립 추진

2) 교육환경의 개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

Ÿ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육복지 시설 개선

Ÿ 학교부지 내 지자체와 복합화 시설을 공동 건립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역 교육

공동체 역할 수행 

Ÿ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부속시설을 확충하여 더욱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

Ÿ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10) We+education 또는 We+emotion의 합성어로써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
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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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Ÿ 노후된 기존학교를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 조성

Ÿ 저탄소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

Ÿ 학교 내 휴식 공간 및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잔디 식재 등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 공동 

활용

Ÿ 학교 내 범죄예방 및 야간 운동장 개방으로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Ÿ 선진화된 학교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Ÿ 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

Ÿ 학교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시설 유지 및 관리

 쾌적하고 위생적인 학교 환경 조성

Ÿ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학습환경 구축

Ÿ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체계 구축

3) 산학연 연계에 의한 인력양성 강화

 지역 전략산업 분야 지식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강화

Ÿ 경남의 전략산업 분야에서 도내 주요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의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지식개발 

및 첨단기술 인력을 양성 지원

Ÿ 국내외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역외 인적자원 적극 활용 유치

Ÿ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게 지역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배분·

활용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도민 평생교육 체제 구축

Ÿ 지역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사회변화에 따라 유연화․개방화 학습

체제 구축

Ÿ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수직적·수평적 평생학습 네트워크 중심체로 평생교육의 허브가 될 평생교

육진흥원 설립

 숙련 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Ÿ 경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련 기술인력의 양성·공급체계를 혁신하여 지역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화 도모

Ÿ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을 통한 지역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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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혁신 유도

Ÿ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가 보유한 지식자원의 교류․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의 개발과 공

유·확산 촉진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의 대학별 교육·연구기반 구축

 미래형 지능형 홈 산업 조기 활착을 위해 지방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육성체제 구축

 생물산업 기반구축 및 생명공학 신규과제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

Ÿ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 추진. 서부권의 미래 성장전략 프로그

램으로 육성 중인 산청 세계 전통의학엑스포·한방의료·항노화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한의전문

대학원 유치 

 선진화된 취업지원기관 운영

Ÿ 경남 일자리종합센터, 고용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일자리 연계기관의 유기적 연계

Ÿ 구인구직 불일치(miss-match)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전략적 대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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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공

1. 계획목표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주거의 질 향상

Ÿ 도시 주건환경개선을 통한 주거의 질적 향상을 계획

Ÿ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 변화하는 주택수요의 양과 질적 수준 제고

Ÿ 라이프스타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주택 보급

Ÿ 1인 가구, 고령화 등 수요변화 고려한 주택보급 계획

■ 저소득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Ÿ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Ÿ 서민임대주택 건설 확충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2. 주요 추진시책

1) 주택수요 전망

 주택수요 전망

Ÿ 경상남도 주택수요는 2020년까지 32만 7천호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Ÿ 2020년 계획인구는 본 종합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340만명(추계인구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계

획목표 주택보급률(신주택보급율 기준)은 112%로 설정하였음

 2020년 112%의 주택보급율은 최근 5년 간의 주택보급율 성장추세를 연장하여 설정한 것임

Ÿ 이상 가구수 증가전망치와 계획 주택보급률을 고려한 총주택수요량에 현재(2010) 시점의 주택수를 

제외하고 연간멸실률(0.98%)을 고려하여 최종 주택수요를 추정하였음

Ÿ 주택수요 및 공급량에 따른 택지수요는 개발 용적률에 따라 총주거 소요면적은 2020년까지 약 

197,787,654㎡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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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계획원단위 비고

계획인구 인 3,400,000 추정

기구원수 인 2.7 추정

가구수 가구 1,259,259

주택보급률 % 112% 추정

총주택수요량 호 1,410,370 

<표 8> 2020년 주택수요 추정

2)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주거의 질 향상

 도시 주거환경의 개선

Ÿ 개성있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어메니티 공간 창출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주거지는 도시재생․재정비 차원에서 정비

Ÿ 창원시 구마산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

Ÿ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연계하여 인간적․ 친환경적으로 주거지 정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Ÿ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개량 및 빈집정리 지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추진

Ÿ 또한, 기존의 농어촌 지역개발정책과 상호연계(Policy Mix) 및 종합적인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

진하고,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촌 공가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농어촌지역은 기존 주택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서비스의 충실한 제공과 어메니티 제

고의 관점에서 주거지를 정비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컨드 하우스, 레저용 주택으로 농어촌 공가를 리모델링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살기좋은 주거지역 조성

Ÿ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시설을 현재보다 확충하여 주거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공유공간 및 

개방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만들기 주거환경정비 프로그램 개발

을 통해 주거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함

Ÿ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시설을 현재보다 확충하여 주거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담장없는 마을만들

기 등 살고싶은 지역(도시)만들기를 적극 추진함

3) 변화하는 주택수요의 양과 질적 수준 제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고려한 주택 보급

Ÿ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주거 유형개발 및 주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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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설계 유도

 1인가구, 고령화 등 수요변화 고려한 주택보급 계획

Ÿ 인구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주거수준의 제고 요구 증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

 장애인주택, 노인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주거단지 조성

 농촌경관 및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전원 주거단지 조성

 기존 농촌주택의 공가관리를 위해 도시주민들에게 비투기적 목적의 주말농장 구입·임대 기회 

확대

Ÿ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공급할 경우 조세지원, 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원과 도시형 생활주

택, 준주택 등 공급 확대

Ÿ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려 거주하는 세대간 통합형(generation mix) 주거단지 조성

Ÿ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오피스 기능을 겸비한 재택근무형 주택 등 여가와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주택 공급

Ÿ 노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특수계층의 주거환경을 제고

 고령자전용주택의 공급 확대, 생활·의료·휴양기능이 어우러진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고령자

가 대부분인 농촌의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을 공급하여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의 주거 질 향상을 도모

 경남형 저탄소 녹색주택(에너지 제로 하우스) 공급 추진

Ÿ 2008년 기준으로,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22.2%를 차지하며 건축물 전체 에

너지사용량 중 가정에서의 소비가 53%(상업 37%, 공공기타 10%)를 차지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분야의 역할이 필요함

Ÿ 따라서, 경상남도의 지역적 기후조건과 경제수준, 사회적 요구사항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정 수

준의 보급형 저탄소 주택의 개발이 필요함. 저탄소 주택의 보급 확대를 통해 경남도의 온실가스 

감축(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영구임대주택 그린홈화 개보수 사업 등 기존 주택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기존 주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조하는 사업 병행

4) 저소득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정책 강화

Ÿ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물리적․경제적 차원의 지원 필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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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수준 상향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도입 추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및 임대보증금 지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 보

증금 지원사업(연간 200가구)의 장기적 확대 추진

 공유지 개발 민관 협력형 서민임대주택 공급 추진

Ÿ 민관 협력형 서민임대주택사업은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유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제공하

고, 신탁회사가 임대 가능한 서민ㆍ근로자용 소형임대주택을 건립 후 30년간 장기 임대해 투자자

금을 회수한 후에 토지와 임대주택을 경남도에 반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임대주택사업의 유형임

Ÿ 도민 부담과 도 예산의 투입이 없이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방식으로 개발이익이 개발자에

게 귀속되지 않고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업의 가능성을 

평가한 후 도내 서민·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확보 

Ÿ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택지는 신규개발가능지역(공공택지개발지, 토지이용전환지역 등)에서 

최대한 확보하되 지속적인 임대주택 건설시 택지부족이 예상되므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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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역자원 개발․관리 부문

제1절 수자원 관리

1. 계획목표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물관리

Ÿ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다면적 물 활용을 촉진하고, 물부족 위험성에 대한 물안보 확립 및 지역

적 불균형 해소를 추진

Ÿ 수자원 관리에 관련된 노후시설 개량 및 관리를 통한 수자원의 효율성 제고

2. 주요 추진시책

1) 유역통합관리

 홍수총량제 시행

Ÿ 상류측에서 제방을 축조하여 홍수를 예방하면, 그만큼 하류에서는 홍수에 대한 위험이 커지게 되

므로 홍수가 발생하면 유역 전체 차원에서 홍수를 막는 것이 바람직함

Ÿ 제방위주 치수정책을 넘어서 소유역마다 홍수총량제를 도입

Ÿ 하천변 홍수터 확보, 도심내 유수지 확보 및 지하유수로, 침투정, 빗물이용시설 설치의 의무화 등

으로 지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책마련을 통한 사전 예방적 치수정책 도입

Ÿ 관련 토목건축 및 장치산업 활성화 가능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Ÿ 친환경적 생태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과거 치수위주의 하천정비에서 탈피하여 치수, 

이수, 수질 및 생태환경을 고려한 유역차원의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필요

Ÿ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Ÿ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환경조성, 하도 준설, 생태하천 복원사업, 고향의 강 조성, 수변생태공

간 조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생태공간 조성

 습지총량제 시행

Ÿ 불투수층의 증가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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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토지이용규제 및 유도(대체 습지조성)대상 : 도내 분포 내륙습지

Ÿ 대상 : 도내 분포 내륙습지

Ÿ 추진기간 : 2010~2013(4년간)

Ÿ 추진내용 : 습지 일제 조사 및 가치 등급화, 관리대상 범위 확정 및 관리방안 수립, 제도 정비 

등을 통한 습지 손실 방지

 생태계를 고려한 지표수-지하수 통합관리

Ÿ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기법 도입(지표수 - 지하수 통합해석 모형)

Ÿ 지표수 - 지하수의 연계운영을 통해 가용수자원의 추가 확보를 도모하는 기술 개발

Ÿ 지표수 - 지하수의 상호작용과 수생태계간의 영향을 예측 평가할 수 있는 기술 확보

Ÿ 지하수 사용량 증가가 유역의 수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유역차원에서의 수자원 관리

 수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Ÿ 경남지역 하천 및 저수지,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수환경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기 위한 GCM(전지

구기후모형) 표준 시나리오 선정

Ÿ 역학적/통계적 상세화 기법을 이용한 경남지역 수문관측소별 기후변화 예측

Ÿ 유역모형을 이용한 유출, 토사, 수질 변화 예측

Ÿ 하천 및 저수지 수리/수질 모형을 이용한 오염/영양물질순환 및 분포 예측

Ÿ 유역관리에 있어 유황분석을 통한 갈수기 관리 정책이 수립되기 위한 기초자료 획득방안, 분석방

법 및 관리 방안 마련

Ÿ 치수정책 수립 시 해안으로 유입되는 유역에 대해서는 태풍 등에 의한 해수면 변동 특성이 고려

되어야 하며,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유역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기술개발

을 유도

2) 순환적 수자원의 확보

(1)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인공습지·인공함양을 통한 청정 상수원수 공급

Ÿ 낙동강 표류수 이용 동부경남(5개 시·군) 대체 취수원 개발, 동부경남 우선 공급, 향후 부산 등

에 공급 추진

Ÿ 위치 : 남강 또는 낙동강변

Ÿ 사업기간 : 2012~2016(5년간)

Ÿ 총사업비 : 3,039억원 이상(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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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업량 : 청정수 100만㎥/일 생산

Ÿ 1단계 : 예비조사를 통한 적지선정 등 기반마련

  위치 : 낙동강 유역 5개 시․군(창원, 김해, 양산, 함안, 창녕)

  사업기간 : 2012.1~2012.12

  소요예산 : 350백만원

  조사내용

  ․ 도내 최적 청정 상수원수 시설 적지분석 조사

  ․ 소규모 Pilot-test를 통한 일반수질 및 유해물질처리능력 평가

  ․ 인공습지 및 인공함양 최적설계조건 도출 등

(2) 맑은 물 안정적 공급

 맑은 물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Ÿ 상수도 블록화·유량감시 시스템 구축(2012~) : 4개소, 22억원

Ÿ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목표 : 2016년까지 누수율 10.8%까지 개선

 2010년 누수율 : 20.8%(전국 4위), 재정손실액 789억원(전국 1위)

 연간 노후관 개량사업(2010년 기준) : 258억원, 192㎞

․ 노후수도관 개량 5개년 (2012~2016)

․ 사업계획 : 노후관 교체 1,450㎞, 2,000억원(매년 400억원 정도)

․ 도비지원 확대 : 5~10% → 15~30%

Ÿ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Ÿ 고도 정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 2개소(8천톤), 23억원

Ÿ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상수도시설 확충 : 3개분야 30개소, 598.5억원

Ÿ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 8개 분야 4,128개소, 321억원

Ÿ 노후수도관 교체·갱생사업 : 320㎞, 422억원

 먹는 샘물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강화

Ÿ 먹는 샘물 제조업체 점검 및 유통제품 검사

Ÿ 정수기 및 수처리 제조업체 지도․점검

Ÿ 먹는물 공동시설(1일 50인 이상 이용시설)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하절기(7~9월) 월 1회

 지하수 오염방지 등 관리강화

Ÿ 년간 지하수 사용량이 2억톤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지하수 관리계획 방안 마련

Ÿ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 전 시·군,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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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관리 : 166개소, 2회/년

Ÿ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 : 140건/년, 7백만원

Ÿ 구제역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조사 : 190개소, 2회/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Ÿ 절수설비 설치 등 사후관리 강화를

Ÿ 수요자 중심의 절수형 기기 보급

Ÿ 물사용량 표시제 도입 추진

Ÿ 주택매매 및 입주시 절수기기 설치 지원 조례화

Ÿ 절수기 설치 의무화 대상시설 설치 확대 추진

Ÿ 절수기기 리베이트 제도 도입

Ÿ 절수기기 보급 후 절수효과 모니터링 시행

Ÿ 자가 누수탐지 방법에 대한 홍보

Ÿ 절수기기 개발 업체 기술개발 유도

 빗물 이용 활성화 방안(Rain City 활성화)

Ÿ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 도입

Ÿ 우수저류시설의 목적인 이수와 치수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 방안 마련

Ÿ 공공청사, 대형시설물, 대규모 주거단지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추진

Ÿ 그린스쿨 사업의 지속적 확대

Ÿ 인공둠벙 조성

Ÿ 산업단지 내 우수저류지 조성

Ÿ 증발산 지도 구축

Ÿ 강우시 표면 유출량 지도 구축

 강변저류지 조성

Ÿ 건기에는 낙동강 본류 하류천변에 직렬형태 인공습지형 강변저류지에 상시 원수를 유입시켜 자연

적 처리

Ÿ 우기에는 사천만 방류량 중 일정량을 취수하여 남강댐 하류변 인공습지형 강변저류지에 유입시켜 

홍수통제

Ÿ 낙동강변 상습침수지역을 강변저류지로 활용

 중수도 재이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Ÿ 물 재이용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물 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재이용 보급 확대

Ÿ 하수처리수 용도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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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수 이용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마련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 처리용량 5,000㎥/일 이상인 신·증설 처리장은 처리량의 5 ∼ 10% 이

상 재이용 시행

Ÿ 하수재이용 분야의 신기술 발굴 및 개발

Ÿ 중수도의 설치 의무화 대상의 점진적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Ÿ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 농업용수 확보와 하천유지용수 공급,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용수공급(이동형 물공급 시스템)

 해수담수화

Ÿ 도서 지역의 물 공급원으로 이용

Ÿ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결합한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3) 통합 수자원 관리 정책 마련

 스마트 워터 그리드 도입

Ÿ 물의 생산과 처리 효율 향상과 비용 및 에너지 절감

 누수방지 및 사전대응

 물 관련 시설의 동적 에너지 최적화

Ÿ 시설의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관리

 관련 설비의 분산화

 생태계의 건전성 모니터링

Ÿ 수자원의 관리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하·폐수의 자원화

 물의 재이용의 활성화

 요금체계 개선

Ÿ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보통신 및 전력 기반시설의 활성화

4) 깨끗한 수질 보전 및 관리

①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2011～2015)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 11개 시․군
 수질 모니터링 실시 : 18개 지점별 연 36회 이상 분석(8개 항목)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실시 : 11개시․군 399개소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TF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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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저감을 위한 축산습지 시범조성

Ÿ 위치 :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Ÿ 사업기간 : 2012～2013년(2년간)

Ÿ 사업비 : 1,300백만원

Ÿ 사업량 : 축산습지 조성 1식(5,000㎡)

※ 시범사업 성과분석 후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 계획

②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 실시

 환경기초시설 확충

Ÿ 위치 : 낙동강 권역

Ÿ 기간 : 1985～2015

Ÿ 사업비 : 6조 102억원(국비 3조 4,586, 도비 2,257, 시군비 1조 7609, 민자 등 5,650)

Ÿ 사업량

 총인처리시설 : 50개소 (하수처리장 38, 폐수처리장 12)

 하수처리시설 확충 : 428개소, 878천㎥/일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 8,469㎞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 3개소, 27천㎥/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 15개소, 1,763㎥/일

 습지 복원 및 조성 계획

Ÿ 습지 기능 보강사업 및 생태습지 조성

Ÿ 도민과 함께하는 작은습지 복원 및 조성 시범사업

 도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습지복원과 작은 습지 조성으로 생태학습장 및 여가활용 공간 제공

 사업기간 : 2011 ～ 2012년(2년간)

 사업량 : 송진늪 등 3개소(습지유형별 시범 대상지)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420, 시군비 180)

 사업내용 : 도심 주변에 훼손된 습지를 본래 모습으로 환원, 공유지․미활용 저수지를 소습지 조

성, 수생식물 식재

5) 기후변화 대응과제

Ÿ 남강댐 갈등 요인과 대응방안 모색

Ÿ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경남의 대책 마련

Ÿ 경남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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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미래 수온증가에 따라 수질변화 수준 정량화

Ÿ 폐수 재이용률 증가를 위한 방안 마련

Ÿ 4대강 사업이 경남의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

Ÿ 홍수총량제 도입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통한 홍수 통제 및 물이용량 증

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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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양자원의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1. 계획목표

■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

Ÿ 경남 수산업은 향후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과학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1차 식량생산업에서 2

차 식품가공, 3차 식품 유통 및 요식업을 합한 개념의 6차 산업화를 추구해 미래 수산업을 활성

화하는 것이 바람직

Ÿ 인공종묘생산과 유전육종 분야의 기술개발로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오염물질, 항생제 등 

기타 위해요소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로 미래 식량공급능력 제고

■ 해양생명공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Ÿ 수산식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의약품, 기능성물질, 신소재 등을 추출하고 활

용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이는 관련 산업체와 연구업체의 집적효과 및 산학연관 

협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화 전략이 필요

Ÿ 경남지역은 도내 우수한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해양생명자원의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Ÿ 해양생명공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생물공학산업분야 기술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벤

처환경의 조성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실험실과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

2. 주요 추진시책

1) 해양생명자원

 해양생명공학 연구기관 설립

Ÿ 해양생명자원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량생산하고 가공하는 기술분야의 연구개

발이 선행되어야 함. 해양생명공학 연구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해양생물 대량 생산 기술 연구/보급

 신물질 추출 기술 개발

 기능성 물질 실용화 시험적용

Ÿ 경남도 차원의 해양생명공학 연구기관 설립을 과제로 설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신

규 연구기관 설립보다는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연구범위를 해양생

명공학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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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 분야 생명공학기술 적용

Ÿ 수산양식분야에 해양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저비용․고효율 생산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에 이

전해 도내 양식산업의 선진화를 견인해 나가도록 함 

 경제성과 상품성을 갖춘 양식신품종 개발 

 친환경 배합사료 제조기술 적용

 유전육종에 의한 방류어종 

 해양생태계 보호체계 구축

Ÿ 개발의 영향으로부터 해양의 환경수용능력을 유지하고 생태계 기능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어

종의 산란지, 유치어의 서식 및 피난처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감

 해양의 환경수용능력 제고

 해양생물 대량생산을 위한 공간의 확보

2) 해양 관광자원

 해양레저 특구 조성

Ÿ 요트, 모터보트, 스쿠버다이빙, 바다낚시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동시에 즐기는 복합 해양레저특별

지구 조성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관 설치

 해양레저 교육 전문가 양성

 해양레저스포츠 상설 쇼핑몰 조성

 마리나항만 종합적 육성

Ÿ 국토해양부의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10.1)에 의거 구산, 당항포, 물건, 하동, 명동, 삼천포, 사곡, 

충무 등 도내 8개 항만을 마리나항으로 개발해 나감. 이를 위해 전용 부두와 계류시설을 확충하

고 연계 서비스시설 조성, 그리고 해양레저상품과의 연계 육성 추진

 마리나항 육성을 위해 레저보트 계류시설, 대여 및 수리 서비스 지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관 

설립 등 관련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해변과 마리나에 대한 국제인증(Blue Flag) 획득 추진 및 국제요트대회 유치로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마리나관광지로 부상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리나산업 육성 추진

 크루즈 관광 종합적 육성

Ÿ 국내외 대형 크루즈선이 안정적으로 입항할 수 있는 부두와 터미널을 조성하고 출입국 등 크루즈 

업무 전담부서 운영 등 크루즈 관광의 종합적 육성 추진

 크루즈 전용부두 및 복합 관광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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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크루즈 여행객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연안유람선의 노선을 추가 또는 

기존 유람선의 노선을 조정하고 연안·내륙여행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단계적 추진 필

요

 연안여객유람선 / 내륙관광 연계 상품 개발

 어촌 섬관광 육성

Ÿ 기존 어촌체험관광이 단편적 체험에 그치는 단점을 보완해 어촌의 전통생활과 어로활동 및 어촌

민속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어촌체험관광 개발 및 보급 추진

 경남의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조사 및 관광자원화 연구 시행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체계적․효과적 이용개발

 어촌전통생활문화를 관광상품화, 친환경 무공해 섬생활 체험관광 육성

 어촌어항관광단지 조성

Ÿ 어촌어항의 고유한 특성과 자연경관, 어업자원을 자원화 하여 관광지로 개발함. 유휴공간을 문화

활동, 휴식, 먹거리여행, 특산물 쇼핑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해 어촌방문객의 종합적인 욕구를 

충족

 어촌지역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어촌관광활성화

 어촌주민 생활 및 관광중심 어항에 생산기반시설 및 어촌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해변테크, 바닥조형분수, 야외무대, 상징조형물 등 친수시설과 수산물식당가 및 수산특산물 직

거래장터 조성 

 연안 여가·휴양시설 조성

Ÿ 공유수면, 자연형성지, 불법매립지 및 국공유지 등 연안 유휴공간을 활용해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연안정비와 해양관광 연계사업 추진

 경관 전망대, 포토존, 생태계 관찰데크, 생태교량, 연안습지생태 관찰지구 조성 등 추진

 국토해양부 지정 해안누리길 코스의 해안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 해안도보명소 추

가발굴, 해안누리길 네트워크 구축 및 브랜드화

3) 해양 에너지자원

 해상풍력 관련 기술 확보 

Ÿ 육상풍력시스템, 부품제조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의 산업, 기술 역량을 해상풍력으로 확대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 인력양성사업 추진

 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장기)

 해상태양광 육성

Ÿ 수면의 움직임이 유동적인 해상의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부유식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이 이

루어진다면 육지면적의 손실없이 태양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 이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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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전략적 투자 필요

 해상태양광 사업성 검토

 해상태양광 적용 기술개발 지원 

 부유식 태양광 설비의 다목적 이용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연구지원 

Ÿ 국내 최대의 수산해양자원과 수산양식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지역의 이점을 활용해 경남지역을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 추진

 바이오연료 추출기술의 확보 등

4) 해양 환경관리

  연안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비

Ÿ 경남지역 연안은 다양한 자연환경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동안 개발압력에 의한 해안선 감

소와 기후변화에 의한 침식의 가속화 진행 등으로 연안환경이 점차 훼손되고 있어 체계적인 연안

정비가 필요함

Ÿ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 제한 및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완충

구역제 도입과 함께 지역별 맟춤형 재해대응능력 확보 및 자연재해 적응력을 고려한 연안정비설

계기준 마련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Ÿ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폐어구, 폐어망 관리 강화

Ÿ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시 육상기인 쓰레기의 해양유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구 해양쓰레기 

경보체계 구축 및 해양쓰레기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Ÿ 해양관광객 대상 해양쓰레기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 및 해양생물 피해 홍보교재 발간․보급

 여름휴가철 해안방문객과 낚시객에게 쓰레기봉투를 교부하고 자신이 발생한 쓰레기를 담아오도

록 하는 바다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

 해양생태계 관리 네트워크 구축

Ÿ 경남도 권역내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해 해양생물종의 기본정보를 구축하고 보호대상해양생

물종과 유해해양생물종을 지정해 생물종다양성 유지에 활용

Ÿ 기 지정된 보호구역과 추가 지정되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실효성 증진을 위한 연안․해양 보호구

역 통합관리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Ÿ 보호구역 지정 후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사후평가를 실시해 및 관리계획 수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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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환경적 개발관리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1. 계획목표

■ 친환경적 토지이용 관리체계 구축

Ÿ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주거단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용지의 

공급 등 양질의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Ÿ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분석을 통한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지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

■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정착

Ÿ 도시기능의 연계성 강화와 상충기능의 상호보완을 통한 지역의 통합성 증진은 물론 외연적 무질

서한 확산으로 인한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한 광역적 차원의 계획을 정착시킴

Ÿ 한정된 토지자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도시성장과 단계별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용도를 배분함

■ 녹지·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Ÿ 경남은 전체 면적의 67% 이상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의 부분적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

구인 동시에,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인 지역임 

Ÿ 산지개발로 인한 산림생태계나 산지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산지개발기준을 

마련·시행

2. 주요 추진시책

1) 토지수요 전망

Ÿ 주택용지는 주로 시급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공

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혁신도시 지원 및 배후도시 역할로 인한 추가적인 토지수요와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주거 및 상업용지 등 주택용지는 2020년까지 추가로 증가할 인구를 감안하여 개발밀도를 적용

하여 추정

 주택용지는 신규수용인구의 약 90.0%를 도시지역 신규용지에 수용하고, 약 10.0%를 비도시지역 

신규용지에 수용하는 것으로 설정

Ÿ 공장용지 수요는 산업용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산업단지를 20.6㎢규모로 추가 조성

하되, 목표연도의 공장용지 수요는 산업단지 분양대상면적 12.4㎢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면적 8.2

㎢는 공공용지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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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를 감안한 공공용지는 기존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연도까지 주택용지 수요의 

1.2배인 24.7㎢가 추가로 필요하며, 여기에 주거용지·산업단지의 공공용지 총 17.1㎢가 추가로 필

요할 것으로 전망됨

Ÿ 이 경우 경남지역의 도시적 용지는 2010년 현재 1,290.5㎢에서 2020년 1,365.3㎢로 74.8㎢의 증가

가 예상됨

Ÿ 과거추세(2000∼2010)대로라면 농업용토지 및 임야의 전용비율이 2.2 : 7.8정도이므로, 이를 적용

할 경우 2020년 농업용 토지는 16.5㎢가 전용되어 1,995.6㎢, 임야는 58.3㎢가 전용되어  7,023.9

㎢가 될 것으로 예상됨

Ÿ 이에 따라 도시적 용지의 토지는 2010년 12.3%에서 2020년 13.0%로 증가하는 반면, 농지와 임야

는 각각 19.1% 및 67.2%에서 18.9%와 66.7%로의 비중감소가 예상됨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증감

(2010∼2020)

계
10,515.5
(100.0)

10,520.8
(100.0)

10,532.1
(100.0)

10,532.1
(100.0)

-

도시적
용지

1,153.5
(11.0)

1,228.2
(11.7)

1,290.5
(12.3)

1,365.3
(13.0)

74.8

•주택용지
215.9
(2.1)

229.3
(2.2)

243.3
(2.3)

263.9
(2.5)

20.6

•공장용지
54.0
(0.5)

67.2
(0.6)

79.7
(0.8)

92.1
(0.9)

12.4

•공공용지
883.7
(8.4)

931.7
(8.9)

967.5
(9.2)

1,009.3
(9.6)

41.8

농업용 토지
2,115.3
(20.1)

2,063.9
(19.6)

2,012.1
(19.1)

1,995.6
(18.9)

-16.5

임야
7,130.0
(67.8)

7,103.5
(67.5)

7,082.2
(67.2)

7,023.9
(66.7)

-58.3

기타
116.7
(1.1)

125.2
(1.2)

147.3
(1.4)

147.3
(1.4)

-

<표 9> 경남의 토지수급 전망(2000∼2020) (단위 : ㎢, %)

2)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Ÿ 도내 시·군이 수립할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체계 구축. 도시계

획 수립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주거단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용지의 공급 

등 양질의 도시용지 공급 방안 마련

Ÿ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 개발할 지역은 철저한 개발계획을 통하여 최대한 효

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대상지역으로 엄격히 관리

Ÿ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녹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성적인 도시경관 구축을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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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산업단지, 택지, 관광단지, 특수목적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기존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선

Ÿ 토지절약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심부 나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등 내부충진식 

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함

Ÿ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되, 수려한 자연경

관과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토지이용을 관리함

3)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정착

 광역적 차원의 계획 정착

Ÿ 지역내 도시기능의 연계성 강화와 상충기능의 보완을 위해 대규모 토지를 요구하는 시설의 합리

적 배치 및 공동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토록 하는 등 광역적 차원의 계획을 

정착시킴

Ÿ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 간 기능연계 및 분담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성장거점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

Ÿ 창원 등 대도시권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연담도시권의 공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함.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 방식에서 광역도시 및 도농통합 차원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설의 공동이용으로 경제성, 효율성 제고

Ÿ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지는 기본적으로 보전하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도 관련 지자체 간에 협

력·연계하여 체험교육·치유·자연생태자원 활용가능한 사업 전개

Ÿ 함안 등 성장거점도시 주변 도시지역의 난개발 및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협

의 및 관리방안 모색

 도시성장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용도 배분

Ÿ 용도지역·지구제의 행위제한 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강화 또는 조정할 수 있

는 융통성 제고

Ÿ 보전가치가 높은 구릉지는 도시녹지 확보차원에서 보전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릉지·산지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거·업무·상업·공업 용도를 혼합할 수 있는 혼합

용도지역제 도입 검토

Ÿ 용도지역 결정을 미리 유보하여 두었다가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이 확정된 후 용도지역을 확정하는 

유연지역제를 적용하여 시급한 토지수요 발생에 유연하게 대처

4)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관리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마련

Ÿ 토지의 적성에 맞는 농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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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농지구분의 기초정보 구축

Ÿ 적정농지 면적의 확보와 체계적·계획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우량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지

역을 재조정하고, 농지의 전용이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훼손되지 않도록 전용허가 요건과 절차를 

정비

Ÿ 산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준보전산지 등의 산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전산

지 관리에 활용함

Ÿ 개발압력이 적은 중소도시의 경우 당장에 개발할 필요가 적은 곳은 일단 개발보유지 형태로 지정

하여 개발을 방지하는 시간적 지역제을 적용하여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Ÿ 중요 생태축, 역사문화축에 해당되는 지역 중 난개발로 훼손된 지역은 목표연도의 관리목표를 제

시하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점진적 복구 추진

Ÿ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주변지역의 개발상황과 

보전 필요성을 기초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경계 조정

Ÿ 토지이용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하는 지역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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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농어업 및 농산어촌 개발

제1절 활력있는 농축수산업 육성(일터)

1. 계획목표

■ 활력있는 농축수산업 육성(일터)

Ÿ 한-미, 한-EU FTA 등 농림어업에 대한 대내외적 경제환경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농산어촌의 

사회환경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 신뢰도 제고, 로컬푸드 등 새로운 

농림어업의 성장동력 발굴 추진

Ÿ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적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생적 발전시스템 구축. 

미래 농림수산업이 새로운 녹색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2. 주요 추진시책

1)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다양한 농업경영체 육성

Ÿ '규모화'를 통한 대규모 경영 유도와 '조화화'를 통한 조직경영 강화. 대규모 경영과 조직경영의 법

인화를 통한 농업경영체 확대

Ÿ 생산농가와 기업을 연계한 '계열화' 사업 유도 및 활성화, 기업의 농업투자 및 진출 유도를 통한 

활성화

 강한 농업인 육성

Ÿ 농업인의 프로화 촉진을 위한 인재 육성안 마련

Ÿ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구축이 가능한 공공분야의 농업교육훈련기관 역량 제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

Ÿ 자율적 학습조직 활성화 전략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Ÿ 농업자원의 선순환 시스템 개발, 영세농업인 자립을 위한 신소득원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농축산 자원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와 에너지 효율 고도화

Ÿ 농업부산물 및 산림 폐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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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설농업 신에너지 개발과 이용효율화를 위한 지원

Ÿ 고령화시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농업 기반 구축

Ÿ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농업 기반 구축

Ÿ 농축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식품가공 기반 육성

Ÿ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기반 마련으로 수입농산물 대응 경쟁력 강화

Ÿ 농가 경영 건전화를 위한 경영비 절감 및 농산업 부가가치 증대

Ÿ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수출농업 육성 및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Ÿ 수출농업 육성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개발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와 품질관리 기반 구축

 수출관련 지원 기능 강화

 수출시장의 유통망 연계 및 구축

 수출시장별 특성 분석과 홍보 강화

Ÿ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식품패턴 변화, 외식산업의 발전, 고령친화적인 식품수요 증대에 맞추어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

춘 안정된 공급체계로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합효과 기대

 첨단산업과의 융합

Ÿ 다이오디젤, 바이오매스자원의 지역성 연개를 통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종합대책 수립

 향토산업/지연산업 발굴 및 육성

Ÿ 점진적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소프트웨어적 지원사업(지연산업 발굴, 사업화 가능성 진단, 시장 

조사 등)

Ÿ 전통사찰과 이순신 장군 등 전통과 이야기를 녹여낸 문화자원형 특산품 개발

Ÿ 지리적표시제 적용 고품질 상품 개발

Ÿ 지역의 특산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주민주도 개발위원회의 지원을 통한 역발상적 서비스자원형 

향토산업 개발

Ÿ 자연과 이야기가 녹아있는 융복합자원형 1차, 2차, 3차 산업 융합사업 지원

Ÿ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양식산업 육성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Ÿ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 확대 설정 : (‘11) 3.6% → (’20) 20%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매년 3% 감축을 통한 저비용 농산물생산 전환 및 실천 컨설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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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생태 실천농가의 소득보전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안정적 공급지원

Ÿ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단지 등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 확대

 친환경 경축순환 농업 육성

Ÿ 소규모 축산인을 위한 공동축사 지원 및 무분별한 축산시설 신축에 따른 민원발생, 환경파괴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형 축산단지 개발 추진

 축산시설의 집단화·단지화 추진시 관련 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산폐

수 이용 수생식물 습지공원 등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동시 추진

Ÿ 가축분뇨 자원화 및 고부가가치화 시설 지원(지역내 물질균형과 환경오염 최소회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에너지화, 퇴액비화 시설)

Ÿ 축산시설 활용 신재생에너지(축사 활용 태양광발전 등) 소득원 창출

Ÿ 친환경농업부산물 고부가가치 자원화 산업 육성(기능성 물질, 사료용 곤충 등)

Ÿ 저탄소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남해안 권역 아열대작물 도입 육성

Ÿ 해안권 시군 한라봉, 무화과,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도입 육성

Ÿ 내륙권 시군 구아바, 용과, 망고 등

  지리산권 약용작물산업 육성

Ÿ FTA대응 경남 서북부지역의 새로운 소득창출 작목으로 육성

Ÿ 오미자, 산약, 길성 등 6대 약용작물 생산전문단지조성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Ÿ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제수종 조성

Ÿ 기후변화, 수자원함양, 재해예방, 경관조성, 산림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맞춤형 산림자원 

관리

Ÿ 숲 가꾸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도망 확충

Ÿ 바이오 순환림 조성 및 저탄소 산촌시스템 구축

 임업 경쟁력 강화

Ÿ 산양삼, 고로쇠수액, 곶감 등 지역특산임산물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강화

Ÿ 산림치유를 산촌지역에 적극 유치하기 위한 생태산촌 개발사업 추진

Ÿ 자연휴양림, 생태숲, 수목원 등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 및 소득자원 발굴

Ÿ 숲가꾸기 산물 목재를 지역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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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귀농희망자를 산촌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귀산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별도 지원책 강구

 생태계 기반형 수산업 육성

Ÿ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제도 확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휴어기 설정 및 그에 따른 소득감소분 일부 보전

 어업허가제, 감척, TAC, 수산자원회복계획, 자율관리 어업 등 어업관리 정책 보완

 오염이 심화된 어장에 대한 어장휴식년제 추진

 어장휴식 기간 중 어업인의 생계비 등 일정한 소득 보전

 기존 종이형태의 허가증을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 입출항 신고 등 어업활동 전산통합 관리 

구축

 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 지정, 구명조끼 보급으로 해난사고 발생 시 생존성 강화

 수산직불제 도입과 위치발신 등 어선안전시스템 강화 및 노후장비 개량화

Ÿ 수산자원 보호육성제도 체계화

 수산자원보호육성제도를 해양보호구역제도와 연계․발전시켜 체계화

 인위적인 서식·산란장 조성 확대 및 사후관리 체계 혁신으로 자원회복

 수산자원보호수면 지정을 통해 단순히 남획된 자원의 회복에 한정하지 않고 비남획 자원도 보

호. 이때 조업구역의 규제는 산란장 및 치어 성육장에 대한 조사 및 보호수면 지정

 어업인 자율적 협약을 통한 자율적 조정기능 제고

 해중림조성(바다숲)/ 인공어초/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 실시, 어장의 생태계 복원

 인공어초 제작 표준품셈 제정으로 설계표준화를 통한 어초 제작 경영비 절감

 해역 특성 및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인공어초 개발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대폭 확대 및 추진체제 확립

 연안 정착성 어종 및 고부가 지역특화가 필요한 어종 중심으로 방류

 해역특성에 맞는 생태보전형 종묘방류사업 실시

 환경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미래의 수산자원 조성방법으로 다양한 바다목장 개발 및 확산 지원

 자원관리형 감척제도 도입으로 수산자원 관리 합리화 추진

 바다 목장 확대, 해중림 조성, 바다 식목일 제정 등 수산자원 인프라 확대

Ÿ 양식산업을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

 양식시설의 현대화, 에너지 절감형 장비지원 등 양식 인프라 구축

 10대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참다랑어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단지 조성

 지역별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 건립

 수산물 수급조절 및 어장환경 보전을 위한 양식어장 지도정비 강화

 시장개방 확대 대응 한우 경쟁력 강화․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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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경남 친환경한우농가 육성(친환경축산농가 인증 및 지원)을 통한 차별화

Ÿ 중소 한우브랜드 통합에 의한 광역브랜드 규모화․활성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Ÿ 한우 개량가속화 및 우량송아지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으로 한우농가소득 확충

 한우개량사업, 유량송아지생산시설지원, 송아지혈통경매 가축시장 활성화

2)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축수산업 육성

 위험관리 및 안전성 강화

Ÿ 재해·방역체계 구축

 축산에 대한 선진 방역체계 구축

 산림재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경영 안정망 구축

Ÿ 위험원인 제거정책 정비 및 보완

 생산기반 정비 및 용수대책, 재해방지 시, 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 및 보급

 정책 위험 및 시장내생적 위험 감소 정책(공적정보 및 공적정보의 통로 제공, 정보의 비대칭성 

최소화 등)

Ÿ 위험 대처능력 향상정책 정비 및 보완

 위험분산 : 경영다각화, 복합영농, 다양한 작목 제시, 다양한 금융수단 제공

 위험회피수단 제공 : 계약재배, 밭떼기 거래

 유통협약․명령 : 물량통제, 품질규제, 시장지원활동

Ÿ 보상 및 보험정책 정비 및 보완

 축수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개선

Ÿ GAP, HACCP 등 인증 농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체계 구축

Ÿ 안전축산물 가공․유통 기반개선

 도축장 구조개선을 통한 현대화 시설 거점도축장 선정 확대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Packer) 육성

Ÿ 유기사료 자급기반 구축

 유기사료 생산기반 구축 사업 실시

 청보리, 총체벼 등 사료작물 재배 확대 지원

Ÿ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에 대응,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역별 거점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육성

Ÿ 신시장·신수요 창출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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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의 상품화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망 구축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Ÿ 수산물 산지유통 가공센터 설립지원

 수산물 산지유통 가공센터(FPC)의 설립 추진

 지역별·품목별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물량을 집적, 세척·선별·포장 등 전처리가공 및 도매

물류 등을 통해 상품성 강화

 기존의 Manufacture가공에서 Process가공으로의 전환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 생산-가공-위생-유통-안전 등) 인·허가 업무 일원화

 도매기능과 Seafood Market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 육성

Ÿ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대․소규모 유통시설을 구분하여 지원사업 추진 : 대규모(국비사업), 소규모(도비사업)

 다양한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유통단계 축소, 농업인 편익 증진

 농산물 규격출하 및 홍수출하 방지로 농업인 소득향상과 가격안정 도모

 브랜드 경쟁력 강화

Ÿ 등록 브랜드 보호사업과 브랜드 등록화 유도

Ÿ 공동브랜드 육성 및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 사업

Ÿ 브랜드화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과 차별화 전략 수립

Ÿ 품질 고급화에 대한 차별화 전략 수립

 쇠고기의 경우 중등육에 대한 투자확대로 고급육의 프리미엄 확보

Ÿ 천혜의 자원 브랜드화, 자연자원형 고품질 상품과 브랜드 개발

3) 지역 신성장동력 발굴

 지역농식품/로컬푸드 시스템 강화

Ÿ 친환경 농축산물 파머스마켓 등 지역 소비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사업

Ÿ 로컬푸드 육성정책 입안과 지원 조례 마련

Ÿ 시군 로컬푸드 사업 메칭 펀드 조성

Ÿ 정책 통합 및 시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Ÿ 학교급식 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한 무상급식 지원시스템 개선

Ÿ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Ÿ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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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 자원기반형 기업활동 강화

Ÿ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발굴과 전통적인 공공 공간의 활용방안 발굴

Ÿ 농축수산업과 2·3차 산업부문 연계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역량 강화

Ÿ 어메니티 자원 연계 소득 자원화

 곤충산업, 종자산업, 말산업, 항노화산업 육성

Ÿ 첨단 무병종묘산업 육성 

Ÿ 농업부산물과 폐기물 활용 고부가가치 신산업(곤충산업 등) 기반 추진

Ÿ 곤충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농가소득 증대 기반 조성 사업

 지역 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연구개발, 곤충 사육기술 등 곤충자원의 체계적인 

산업화 추진

Ÿ 사료 및 식․의약용 곤충산업의 중심으로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

출과 농가소득 증대 기반 조성 사업 추진

Ÿ 말산업 육성 투자계획 수립 등 말산업 육성

 경마를 비롯한 승마, 관광, 관상, 재활치료 등 웰빙 녹색레저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

Ÿ 서부 경남(지리산권역)의 항노화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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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살기좋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삶터)

1. 계획목표

■ 살기좋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삶터)

Ÿ 점점 과소화되어가고 고령사회로 변해가는 농산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교육·의료·

복지 등 정주환경 개선 추진

Ÿ 체계적인 생활환경 서비스 제고를 통해 농·산·어촌의 지역·생활중심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주

민의 이용편의성 제고

Ÿ 새로운 농산어촌의 활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2. 주요 추진시책

1) 농산어촌 정주환경 정비

Ÿ 읍․면 소재지의 재정비와 인근도시와의 연대를 고려한 정주체계 마련

Ÿ 근린주거시설의 임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Ÿ 커뮤니티 시설기반의 재확립

Ÿ 전원마을, 인구과소화 마을로의 주민 이주,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대비

Ÿ 노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적 주택 보급

Ÿ 어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복지회관, 경로시설, 휴식공간 조성 등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어촌종합

개발사업 추진방향 전환

2) 의료·복지·교육시설 정비사업

Ÿ 교통약자(노인)를 배려한 준공공교통수단 보충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

Ÿ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방식 전환

Ÿ 농산어촌의 노령화에 맞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실화 방안 마련과 노인수발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Ÿ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방안 마련

Ÿ 시설 유휴화에 대한 대책으로 평생학습용도로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시설 활용방안 발굴

Ÿ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한 복지로 교과수업과 보육을 학교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 검토

Ÿ 농산어촌에 여건에 적합한 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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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농․귀촌 지원 및 친환경농업 제공

Ÿ 귀농귀촌인구의 수요예측에 따라 맞춤형 사업 및 지원 계획 수립

Ÿ 기존 농촌인구와 이질적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

Ÿ 귀농귀촌인구의 유형에 맞는 지원프로그램 마련

Ÿ 다문화 가정의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능력 향상 프로그램 마련

Ÿ 광역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Ÿ 어업창업에 필요한 멘토제도, 창업전 어업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

4)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

Ÿ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지원 대외 경쟁력 확보

Ÿ 내수면 생태장 조성, 지역 특화 품종(관상어, 철갑상어) 보급

Ÿ 내수면 양식장 배출수 및 노폐물 처리시설 지원으로 친환경 양식시스템 구축

5) 어항개발사업 확대 정비

Ÿ 어항기능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어항개발사업 확대 및 정비 추진

Ÿ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과 다기능어항, 아름다운 어항 등 어항친수시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개발

Ÿ 어선 안전수용율 제고를 위한 지방어항 추가 지정 추진

6) 연안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Ÿ 해일·파랑, 지반침식으로 훼손된 연안을 보호하는 보전사업 추진

Ÿ 조류소통, 갯벌보존, 연안해역 보전을 위한 해역개선 추진

Ÿ 연안의 접근성 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친수연안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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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깨끗한 농촌성(Rurality) 보존과 유지(쉼터)

1. 계획목표

■ 깨끗한 농촌성(Rurality) 보존과 유치(쉼터)

Ÿ 농산어촌 고유의 전통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하여 지역의 새로운 경관자원으로 경쟁

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의 추진을 통해 농·산·어촌의 녹색성장기

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 

2. 주요 추진시책

1) 농산어촌 경관 보존 및 관리

Ÿ 경관부락 건설과 농업 및 산림 경관 보존지구 건립을 통한 녹색 경관 보호

Ÿ 농어촌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 어메니티 지도 작성과 육성방안 마련

Ÿ 테마가 있는 산림 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경남의 특성화 산업 

Ÿ 계곡 및 마을 진입로 이동시 경관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Ÿ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해역위생관리 지원

2) 농산어촌 자원 보존․관리체계 구축

Ÿ 농산어촌의 유휴화 된 시설을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 수립

Ÿ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사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토지사용 종합계획 수립

Ÿ 도시화와 주위 여건 변화 등으로 농산어촌의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계획 수립

Ÿ 아열대로의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책 수립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작물의 단계적 전환

 새롭게 발생할 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

3) 농산어촌 관광경쟁력 강화

Ÿ 어항개발사업 확대 정비와 연안보전 및 개선 정비사업 추진

Ÿ 마리나항만 육성

Ÿ 어촌어항 관광단지 및 연안 여가휴양 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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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적인 도․농 교류 활동지원

Ÿ 도시성과 농촌성 공존을 위한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계획 수립

Ÿ 증가하는 농산어촌 관광객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방안과 만족도 개선 방안 마련

 농산어촌 관광기반 구축

 농산어촌의 서비스 품질향상과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

 그린투어리즘 전문인력 육성

 농산어촌 정비법 개정 등 대응제도 정비

Ÿ NGO와 농촌주민조직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농촌 활성화와 보존 방안 모색

Ÿ 농촌(산촌) 유학을 활용한 도농교류의 활성화

 아토피, 따돌림 등 아동들의 심신치료 수단으로서 농촌(산촌) 유학 활용

Ÿ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체류형 쉼터의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 개발

Ÿ 예술인 및 파워블로거들의 농촌지역 유치 전략 수립

Ÿ 토속어 및 관상어를 이용한 전시 체험시설관 건립으로 자연학습과 체험교육의 장 마련

5) 아열대성 신종 적조생물 등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Ÿ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일본 등에서 새로운 유독 적조생물(피스테리아, 감비아디스커스) 출현으

로 어류대량폐사 및 인체피해 발생

 국제기구(IAEA, GEOHAB)에서는 최근 어독성 적조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 프로젝트 강

화

※ IAEA(국제원자력기구), GEOHAB(국제적조연구분과)

Ÿ 신종 적조생물 대응 기반연구 수행 및 지원

 적조생물 모니터링 강화, 독성진단, 탐색기술개발, 피해예방 대응대책

 아열대성 유해․유독 적조생물 출현 및 분포상황 조사, 순수분리 및 독성생리파악, 유전형질 분

석 및 비교(국내산, 외래산)

 신종 유독 적조생물의 구제물질개발비 지원 등 피해예방대책 적극 추진

6)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Ÿ 사전예방 중심으로 관리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강, 하천 등 육상 기인 해양유입쓰레기 차단

 친환경 부표, 생분해성 어구 등 해상기인 쓰레기 최소화

 육상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차단막 설치

Ÿ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통합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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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표착 및 침적․부유 쓰레기 수거․처리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확대로 폐기물의 자원화

 도 어장정화선의 역할 및 기능 강화

Ÿ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 민관산학협의체 구성․운영

 시민 자율 참여를 통한 해양정화활동 전개

Ÿ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제2차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해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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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

제1절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1. 계획목표

■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녹색경남

Ÿ 현재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녹색경주(Green Race)’를 진행하

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지식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Ÿ 지방화, 분권화의 추진으로 환경정책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

축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에 있어,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의 연계 및 경남의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녹색경남을 향후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

로 설정함

2. 주요 추진시책

<그림 22>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1) 에너지 자립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

 경상남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Ÿ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와 배출량 산정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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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경상남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각 분야

별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인벤토리 구축 추진

 저탄소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

Ÿ 조사료, 가축분뇨 관련 주요 핵심기술 현장 연시회 개최, 온실가스 저감 축산농가 현장 기술교육, 

컨설팅 강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확산하고, 연구기관, 대학, 

사료업체를 연계하여 가축 사양기술 공동연구 등 추진

 탄소흡수원 확충

Ÿ 연안수역 갯녹음(백화현상) 확산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소규모 바다

목장, 해중림조성, 연안 바다숲 가꾸기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어업생산성 향상 및 탄

소 흡수원 확충 가축유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저감 추진

Ÿ 녹색숲 가꾸기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및 에너지 자원 활용 

제고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확산

Ÿ 고유가 시대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건설과 연계하여 태양광․열, 지열, 풍력 등 그린 홈 10만호 

보급사업 추진.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

 공공부문 LED 조명 교체

Ÿ 경제성을 위하여 단기적 재정지출 효과가 있고 에너지절감효과가 높은 건물부문 고효율조명 교체

사업 지속 실시

 그린에너지 산업육성 및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Ÿ 풍력·소수력·조력 타당성 조사,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육성, 군민 주주형 에너지 주식회사 

설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확대,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사업 등 추진

Ÿ 바이오 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 추진.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 폐

기물 전처리(연료화)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여열회수 사업,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

업 등 추진

 생명환경농업 전략적 육성

Ÿ 생명환경농업 육성, 식량작물 탄소 저감형 생산기술 개발,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 연구, 초생

력 무논점파기술 보급, 녹색농촌 전통기술 자원화 및 체험활동 활성화, 친환경 토양관리기술 연

구, ATEC 저탄소 녹색농업 시범교육장 운영 등 생명환경농업의 전략적 육성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Ÿ 하수처리수 재이용, 레인시티 조성, water pocket 설치, 시설원예 순환식 수막시스템 보급 등 다양

한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형 수자원 관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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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산업발전계획과 연계

 경남형 10대 GT 선정 및 육성

Ÿ 경남형 GT 개발을 통해 예측기술, 에너지원 기술, 고효율화 기술, 사후처리 기술, 무공해 산업경

제 활동을 주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 해결

 해상 풍력발전 기술 개발, 에너지저장장치기술, Smart ship기술

 해상/항공용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ZEF(Zero Emission Factory) 기술 개발

 친환경 제조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기술, 태양전지 및 제조장비 기술

 수소 제조저장 및 이용 기술 개발, 대체수자원 확보 기술, 폐기물 자원‧에너지화 기술

 녹색성장 산업환경 조성

Ÿ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기술 금융 지원 및 보증 확대, 녹색경영 컨설팅, 그린에터니 산업

교류회 지원,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Ÿ 녹색산업 발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경남 신재생에너지 성능 평가센터 설립, 경남 자전거 특화

센터 건립, 그린 컨벤션센터 운영, 경남 녹색 과학대전 개최 등

Ÿ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그린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 등 추진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

Ÿ 4대 전략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로봇부품밸리 기반조성 및 최첨단 로봇기술개발, 지능형 홈 

핵심기술 전략사업화 지원, 지능형 홈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 

친환경 그린 엘리베이터 기술개발 추진

Ÿ 광역경제권 연계 녹색산업 벨트 조성을 위해 나노세라믹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센터 설

립, 친환경 저탄소 항만기술연구센터 설립, 스마트홈용 연료감응 태양전지 개발사업 등 추진

3) 생활의 녹색혁명 실천 : 교통․물류계획과 연계

 선진 녹색교통 및 물류망 확보

Ÿ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광역환승체계 시스템 구축, 광역 BIS 구축 사업,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 인간친화적인 시범생태도로 건설, 

인간중심 지방도 개선, 저탄소 녹색항만 구축, 녹색 도시철도망 확충 등 추진

 생활속의 녹색혁명 실천 및 녹색경남 만들기

Ÿ 생활의 녹색혁명 범도민 실천운동을 위해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 녹색생활 범도민 실천운동 전

개, 탄소포인트제 시행,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미래를 여는 여성 

Green Life 실천단 활성화 사업 등 추진

Ÿ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책추진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도민들에게 홍보

하여 사전대비, 피해 축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과 함께 홍보를 위한 프로그

램 개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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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뉴스레터 이용, 기후변화홍보 포털사이트, 세미나 및 포럼개최 등

Ÿ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도시 조성, 주남저수지 탄소제로 마을 조성, 

탄소제로 섬 통영에코아일랜드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등 추진

Ÿ 저탄소 녹색성장 공공부문 선도를 위해 녹색성장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형 소방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업무용 하이브리도 차량 도입 운영, Green 소방자동차 구입 보급, 그린에

너지 시설 설치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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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환경의 보전

1. 계획목표

■ 청정한 지역환경의 보전

Ÿ 대기·토양·폐기물 등 각 분야별 지역환경의 관리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청정한 지역환경을 유지

하고, 각종 오염발생의 최소화를 통해 환경부하 경감

Ÿ 산-하천-연안을 잇는 광역생태축·광역녹지축 복원 및 보전을 통해 도전체 자연환경의 광역적 네

트워크 체계 구축

Ÿ 환경거버넌스 체계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확대 및 환경보호의 광범위한 인식 제고

2. 주요 추진시책

1) 대기환경의 보전

(1)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

 기업 지원 대기환경 개선

Ÿ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대기환경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

기업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대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함

Ÿ 중소기업과 취약업체 지원을 위하여 저녹스 버너 설치비 및 원격감시장치(TMS)를 설치․운영비를 

지원함

 석면안전관리 강화

Ÿ 석면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 구제급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석면 이

용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 실시

Ÿ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 및 대기환경 개선시범사업을 시행함.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에 대한 지

도․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를 보급하고 무인악취 포집기 설치비를 지원함 

(2) 청정연료 확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Ÿ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먼지저감 대책으로는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및 연소효율이 높은 연료사용

을 유도함. 먼지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하

고, 회분함량이 많은 석탄 및 B-C유 등을 청정연료로 대체하고, 연소시설 또는 연소방법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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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연소효율을 높여 연료사용량을 저감시킴

(3) 먼지저감

 도로청소 강화

Ÿ 먼지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변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진공 청소 차량 및 살수

차를 확충하고 가동률을 향상시켜 도로 청소를 확대 실시. 도로먼지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청소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평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Ÿ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로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 도로먼

지 주요발생원인 공사장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덮개설치 등 시설개선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도로

먼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킴

Ÿ 공사장외 나대지, 야적장 등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소각 및 화물

차 과적행위 등을 근절하고 공터나 나대지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꽃이나 잔디 등 조경수 심기

운동을 전개함

2) 토양환경 보전

(1) 사전예방적 체계 구축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강화

Ÿ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 시설을 현재의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외에 토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시설 및 부지로 확대하며, 토양오염도가 일정수준 이상 확인된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함

Ÿ 오래된 주유소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이 상호협

조체계를 구축하여 토양오염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함. 또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넘침 방

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방지시설 및 누출감지시스템을 갖춘 클린주유소 설치 확대

Ÿ 폐금속 광산의 광해방지사업 실시.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광산에 대해서 오염개연성이 있는 

광산부터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광산에 대해서는 광

해방지사업, 오염토양 개량사엄 등을 실시함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및 정밀조사 실시

Ÿ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광산에 대해서 주변 오염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연 1회 정기조사

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훼손, 오염농경지 등에 대해 추가 광해방지사업 실시 등 

항구적 오염방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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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형 토양보전 시책 추진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다자간 파트너쉽 형성

Ÿ 지역 토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토양 관련 기관·지자체·정부 등 다자간 파트너쉽 형성

을 위한 지역별 토양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 또한 도내 토양관련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기술인력을 육성함

 토양오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Ÿ 토양오염이나 개별 규제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토양환경 및 생태 등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 교육기관을 통한 공무원, 민간인 학생 대상으로 교

육 실시

(3) 취약지역 파악 및 오염조사계획 수립

 토양측정망 확대

Ÿ 토양측정망 운영실태 정밀진단을 통하여 조사지점을 조정하고 정확한 토양질 현황 및 변화추이 

파악을 위해 측정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토지이용, 오염실태, 잠재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

지점의 측정주기나 조사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

Ÿ 오염원 종류, 시설, 잠재위해성, 오염의 영향정도 등에 따라서 차등 관리를 하기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함.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하수측정망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토양과 지하수의 

연계관리 시행. AI매몰지 토양․지하수 오염 모니터링을 통해서 처리대책 마련

Ÿ 토양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함. 낙동강 주변 4대강 공사에 따른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도시폐기물, 유류에 의한 항만지역의 토양오염 정밀조사 시행 추진

(4) 친환경 농업 육성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Ÿ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

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함. 또한, 경남의 청정지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정착을 유도하며, 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유기농밸리를 조성함

Ÿ 오리농법은 자연과 농사가 공생을 하는 것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대신 오리를 이용해 해충을 없애

고 벼를 제외한 나머지 풀들을 없애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지력을 높여 농사를 짓는 농법임. 

오리농법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

Ÿ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

하고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함.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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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실

시함 

3) 폐기물 관리

(1)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

Ÿ 국가 폐자원 순환망 구축으로 자원흐름을 관리함. 이를 위해 페자원 수급․유통 정보 등에 관한 자

원순환정보시스템(환경부) 및 자원총괄관리를 위한 통합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지식경제부)함. 자

원순환특화단지, 자원순환협력센터, 생태산업단지 등 인프라도 확충

 재활용체계 확산

Ÿ 리사이클 디자인, 제품서비스화, 재제조 등 재이용 서비스 활성화, 빈용기보증금 품목 확대 추진. 

재질별 재활용 비용 차등화, 재활용방법 등급 분류,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에 가중치 부과 등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개선함

Ÿ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부분 확대. 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을 확충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목재팰릿 생산 확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함.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하고 

매립가스 CDM사업도 확대

(2) 원활한 자원회수 시스템 정비 및 재활용 이용촉진

 재이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의 원형 이용 확대

Ÿ 재이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각종 중고제품)의 원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눔장터 및 상설매장

의 설치를 촉진하고, 이러한 중고재활용 시장이 성공하도록 제도적, 정책적, 금융적 지원을 추진

함. 재이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한 정보지를 발간하고, 인터넷에 재이용품 교환정보를 제공하며,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이용을 촉진함

(3) 원천감량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적극 도입

 배출원 감량화 인센티브 제도 실시

Ÿ 배출원 감량화를 통하여 얻어진 이익만큼의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며, 폐기물 감량화 및 재

활용 체계의 정비정도에 따라 포상 제도를 실시함. 또한 각 가정 단위에서 음식물 등을 줄여 감

량화를 유도하는 곳에 대해서는 용기 및 감량화 기기 도입 시에 구입비를 보조하는 방안 검토

 음식물 줄이기 운동 확대

Ÿ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이 음식물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곳에 대하여는 정책

적 지원 추진. 원천 감량하는 곳에 대해서는 감량화기기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등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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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남, 시민, 사회단체(환경단체)의 참여 강화

Ÿ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관리감독업무 및 분리배출 및 폐기물 처리시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주체는 적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관

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국내외 정책 변화 등에 대응을 통하여 3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설 

운영 담당 방안을 검토하고 체계를 구축해야 함

Ÿ 또한 시민·사업자·행정의 파트너쉽을 발휘하여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

해야 함.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고, 시민․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

는 것과 동시에 폐기물 행정에 관한 시민 의견 파악 및 대책 반영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모니터 

제도 도입이 필요함

(5)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확보

Ÿ 현재 경상남도는 생활폐기물의 장기·안정적 매립처리를 위해 1992년부터 2013년까지 26개소 

25,865천㎥의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음. 2013년까지 3개소 1,249천㎥의 매립시

설을 추가확보 추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Ÿ 2010년말 기준 도내에는 20기(1,363톤/일)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 중임. 소각시설 노

후화로 인한 문제점 보완과 페기물 위생처리 및 매립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시․군(창원

(개보수), 통영, 사천, 거제, 창녕, 함양)에 각각 20톤/일~200톤/일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

Ÿ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소각장 여혈회수 재이용, 폐기물 매립장의 메탄가스 

포집․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지속추진

4) 녹지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

(1) 녹지 네트워크 구축

Ÿ 주변 산악계는 환상형 녹지네트워크, 주요 하천이나 임해부는 방사상 녹지네트워크 형성추진. 자

연공원 등 대규모 공원을 균형배치하여, 골격을 이루는 녹지의 연속성과 양적 수준을 확보함

 임해부의 녹지 : 해안녹지의 연속성과 접근성 확보

 고속국도·국도를 주축으로 한 녹지 : 골격으로 되는 도로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하나로 파악

하여, 양적·면적으로 풍부하고 연속성 있는 녹지의 확보

 주요 하천을 주축으로 한 녹지 : 골격이 되는 하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일체적으로 보고 연속

성 있는 녹지의 확보

 대규모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 : 대규모공원이나 녹지 등 거점이 되는 공공시설과 그 주변지

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면적인 녹지를 확보



제3편 제8장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

151

<그림 23> 경상남도 녹지 네트워크 구상

(2) 생태 네트워크 구축

Ÿ 광역생태권 내 생활권 생태공간(생태적 징검다리 기능) 확충 및 인접 생태권과의 연계 강화를 통

한 광역생태권 간 네트워크 구축

Ÿ 훼손․단절지역 현지조사 및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한 복원 우선순위, 복원방법 등 선정

Ÿ 면(面) 유형의 네트워크는 주요 생태축 내 훼손․단절지역 토지매수․복원, 개발행위 제한 및 백두대

간, 철새도래지 등 보호지역 확대를 통해서 구축하며, 우포늪 복원 등이 해당됨

Ÿ 띠(線) 유형의 네트워크는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중 법정보호종 서식지역 및 야생동물 주요 이동

로 등에 생태통로 설치 등 복원사업 추진

Ÿ 점(點) 유형의 네트워크는 광역생태권 내 생태공원·생태연못, 도시 숲, 녹색지붕 등 도시 비오톱

(Biotope) 확대를 통해서 추진함

(3) 환경 거버넌스 강화 

 도민에 의한 자주관리운영체제의 구축

Ÿ 기존의 조직이나 활동단체와의 연대를 강화시켜 종합적인 조직에 의해 체계적인 운동 전개해 나

가도록 함. 도 전체 조직으로서 「녹지관리기구」, 「녹지네트워크추진협의회」 등에 의한 자주적

인 활동을 전개하고, 개별 녹지나 지역마다 도시녹화 등을 추진하는 관리단체(그룹)의 육성지원을 

자주조직과 행정이 연합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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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참여형 환경교육 시스템구축

Ÿ 환경문제 해결은 사후대책보다는 문제방지를 위한 사전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발전 이념으로 설정

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속적 환경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환경체험,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성 추진

 경남 환경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료와 정보 공유

 학교-시민단체-기관 간에 강사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기업-학교, 시민단체-학교 간 협약으

로 협력체계 구축

Ÿ 경남 환경교육 마스트플랜 마련(5개년) 

 2011~2015년(5년) / 35만명 / 215억원으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Ÿ 「청정환경 1번지 경남 아카데미」교육프로그램 운영 

 전국 공무원 대상(도 및 시·군 공무원 포함)/ 2~3일/회(년 4회 정도 운영)

 친환경정책(그린스마트시티 조성 등), 친환경 국제행사 개최 경험 소개, 청정 경남투어(우포늪, 

주남저수지, 지리산 둘레길,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Ÿ 환경핵심전문가(Key person) 양성

 2012.1~2014.12 / 12억원 / 환경생태해설사 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생태관광 해설사(160명), 뚝방

길 해설사(160명), 기후해설사(40명) 등 양성

 환경전문가 인력관리시스템 개발(람사르총회 봉사자 등)

 경남을 국제적 환경협력의 중심지로 육성 

Ÿ 경남은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2010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2014년 생물다양

성협약 당사국총회, 2016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4대 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네트워크를 지

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Ÿ 그 동안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제10차 람사르(Ramsar) 협약 당사국총회(2008. 10. 28 ~ 11. 4(8일간)) : 세계 150여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 대표 등 2,288명 참석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총회(UNCCD) 개최 : 2011. 10. 10 ~ 10. 21(2주간), 156개국 

6,450여명 참석

Ÿ 이러한 환경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우수한 환경자원과 환경정책 수범사례를 국내․외에 교류하여 

국제 환경정책의 리더로서 역할을 제고하며 국제적인 환경회의 지속개최 추진

 제15차 국제적조회의(ICHA) 개최/ 2012. 10. 29 ~ 11. 2(5일간), 50개국 600여명 참석예정

 201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UNCBD/COP12) 경남 유치 / 2014. 10월 ~ 11월(4주간), 

193개국 약 16,000명 참석 예정

 2016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UNFCC/COP20) 경남 유치 / 2016. 11월(12일), 192개국 2만명 

참석 예정

Ÿ 또한, 국제적 환경협력 중심지로써의 이미지 제고 위해 우수한 환경자원의 보전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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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복원

 습지보호지역으로 선정 가능한 가치 있는 갯벌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습지보호지역 추가지정(습

지보호구역 지정요건 검토, 지역특성 및 현안 조사 통한 환경‧기능평가 통해 습지보호지역의 지

정확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위한 조례 재정, 지역민과의 이해상충 협의 및 조정

 개발로 단절된 서식지를 ‘지역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네트워크 활용하여 복원, 복원 관련 지

침을 마련(복원목적별 및 계획‧시공‧성과평가 등 사업 단계별 작성, 생물별 복원방법 등의 지침)

하여 복원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생태계 훼손) 최소화

Ÿ 멸종위기 생물종 복원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인 우포늪을 생태보전 모델로 육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인 따오기 복원

사업 활성화 

 기술개발로 생산비 절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적극 활용, 채산성 확보방안 마련 통해 생명환경

농업 활성화 추진 

Ÿ 생물종 다양화

 한방클러스터(약초연구소 및 지원센터 등) 구축을 통해 전통 한방휴양관광지사업과 연계하여 한

약 연구개발과 유통 중심지로 육성하며, 이를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활성화

(4) 생태거점 보전 및 복원

Ÿ 야생동물의 원활한 서식과 이동, 종다양성 회복, 자연에너지활용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
별 생태자원의 실태와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종합한 지역단위 생태지도(biotop map)를 제작

Ÿ 연안과 내륙의 습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습지복원사업을 추진

 습지 가치평가 및 등급별 차별화된 관리방안 수립

 절대보전, 보전중점, 친환경개발 등 등급별 구체적 전략 추진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확대 지속적 추진 

 도민 참여형 작은습지 조성 및 우포늪 훼손습지 복원사업 시행

 습지 보전 인식증진 사업 추진 및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활성화

 경남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Ÿ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 전략계획(2011~2020)이행지원과 기초지자체의 이행유도를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리정책 추진전략과 분야별 세부계획 및 실천과제를 제시

Ÿ 경남의 생물다양성 현황(서식지, 생물종 및 유전자원), 관리계획 및 사업, 향후 경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전망과 전국 지자체별 생물다양성 평가 및 경남권과의 비교분석, 생물다양성 평가 

등을 통한 경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Ÿ 경남의 생물다양성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하며, 분야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

강화, 서식지 보호 및 관리 강화, 위협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및 생물다양성 관리역량 제고를 위

한 방안(관리체계 개선, 법규 정비, 지역 커뮤니티 참여, 교육 및 인력양성, 정보체계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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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경관의 관리

1. 계획목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

Ÿ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형성을 유도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특화경관을 형성. 또한 난개발 

방지를 통한 지역의 고유한 경관특성을 보전

Ÿ 내륙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간직한 지리산, 덕유산, 낙동강, 남강, 경호강 등 수려

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창조적 개발관리

Ÿ 4대강 정비사업 및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관상의 변화

분석 및 관리·형성·보전

Ÿ 남해안의 우수한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해안선과 섬의 보전을 유도하고, 경관자원 및 조망점 주

변지역, 진입항, 진입도고의 개선을 통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연속성 확립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관형성

Ÿ 경관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경관형성을 목표로, 도시공간의 총체적 구조를 고려한 경관디자인 행

정의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형성·관리 유도방안 수립

Ÿ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적용,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대상과 전략, 경관

조직의 구성, 단계별 계획 등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

2. 주요 추진시책

1)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및 관리

Ÿ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는 강한 규제 사항을 포함하기에 경관계획을 통해 강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

을 대상으로 추가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기에 어려운 지역은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지정

하여 경관관리를 계획적으로 유도

Ÿ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지정시 경관가치, 시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현재의 규

제수준과 내용은 유지하면서 시·군 특성에 맞게 시·군 조례를 통해 차별화하고 구체화 유도

Ÿ 시·군별 조례를 통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

브 방안을 제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관사업과 연계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

가 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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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 조례의 정비 및 경관협정․가이드라인 운영

Ÿ 경관법 제도하에서의 지자체 위임사항을 보강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협정

의 시범적 모델사업 추진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사항과 협정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초기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경관협정 수립전략과 활성화방안 설정 

Ÿ 경관유형별로 경관을 보호하고 가꾸어가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고 경관권역별

로는 권역별 경관테마를 형성하기 위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경관원칙을 담는 경관가이드라인 

설정 및 활용

3)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 강화

Ÿ 경관행정의 총괄적인 기획 및 협의․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관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하

여 지자체 내·외부의 조직 역량을 보완․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체계의 구축

Ÿ 지역사회의 합의도출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4) 경관심의체계 정착

Ÿ 일정한 규모 이상이나 지역 중복·공동사업,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시설물 등에 대해 경관심의위

원회의 실질적인 경관심의 강화

5) 경관사업 추진

Ÿ 공공시설물, 가로환경, 역사․문화경관, 야간경관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경관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경관의 질적 수준제고 

Ÿ 경관사업 추진시 지역차원의 중요한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관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경관규제지역과의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여 규제와 사업의 동

시효과 거양 

Ÿ 특히, 지역경쟁력 차원에서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경관조명사업의 경우 체계적 관리 및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의 취지를 살려 인공조명의 오·남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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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1. 계획목표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Ÿ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폭설, 폭염 등의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대

형화될 전망에 있음. 또한, 도시화와 인위적 공간창출 증대로 인해 재해위험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Ÿ 기후변화에 강한 방재환경 조성,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 등 지역의 재난과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안심경남 조성

2. 주요 추진시책

1) 사전계획 수립을 통한 방재 대응력 제고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방재형 도시계획 종합 추진

Ÿ 최근의 재난관리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종합계획 및 수해방지종합대책 등과 연

계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Ÿ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세부 집행계획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일체성 있

는 계획으로 수립하여 계획의 실효성 강화

Ÿ 권역별 재해 발생가능성 진단 및 신개발지 수해발생 방지책 제시

Ÿ 각급 도시계획의 각 부문계획에 방재계획의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제시를 위한 기본계획 입안 

추진

 저지대, 상습침수지구 등은 우선적 개발대상에서 제외

 노후시설물 지구의 정비로 재해의 사전적 예방

 방재지구와 방화지구의 합리적 지정 및 재난관리대책 수립

 시가지내 위험시설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난 최소기준 제시

Ÿ 홍수위험이 높은 지역의 대단위 도시개발의 재해가능성 예측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 유수

지, 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의 설치 의무화

Ÿ 홍수시 하천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수성 토지이용을 유도하거나 충분

한 녹지 확보

Ÿ 농촌지역에는 홍수발생시 농경지의 자연적 유수지 기능을 강화

Ÿ 위험물을 분산수용하며, 대규모 사고시 피난을 고려한 방재완충지대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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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주차장, 공지,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시설은 재해 시 피해 장소이자, 재해를 방지하

는 역할을 하므로 도시개발 시 충분히 확보

Ÿ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첨단 U-방재시스템 구축

 댐, 하천, 도로 등 방재기반시설과 모니터링 시설을 유비쿼터스, IT기술 등으로 첨단화하여 신

속한 위치 및 상황 파악을 통해 현장성, 신속성 제고

 위험 시설물 및 이동차량 등을 실시간 추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건

축물ㆍ시설물, 방재자원 등의 관리 고도화 추진

 재난/재해 유형별 방재종합계획 수립

Ÿ 종합설해 예방 및 대비책 강구

 거창, 산청 등 폭설의 피해가 잦은 서북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대책 강구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및 취약지구 집중관리

 산악고립지역 및 등반객 안전대책 및 농림시설 피해 경감대책 강구

 설해방재의 홍보강화 및 건축물 주변 책임제설 추진

Ÿ 가뭄재난 대책의 강구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빗물모으기 등을 통한 가뭄재해 저감대책 강구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지하수 조사내역 D/B화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Ÿ 지진재난 대책의 강구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적용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 활용

 위험시설물 및 화재예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강화

 방재관련시설 등의 내진성 확보 및 액상화 방지대책 강구

Ÿ 보행자 안전 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보행안전도 제고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권내 보행 안전시설 보강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등

 보행자가 많은 도로의 도로선형 개선, 보행로정비 등 도로시설 개선

 교통사고 통계와 현장조사 및 유형별 최적의 도로정비 방안 마련

Ÿ 각종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위험교량에 대한 통행제한과 과적차량단속의 수시 실시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전기가스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별 책임관리제 실시 및 안전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위

험 정보 시스템 구축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부근 관리 철저 및 산사태 및 지반붕괴 방지를 위해서 위험지구

의 설정과 관리

 도로, 공항 부근 의료 응급체계 확보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방설비와 소방기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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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공급 부족시 발생하는 수리권 확보 및 도시지역의 물공급 안전도 고려

 내진설계를 강화한 도시계획시설물 축조 및 사회기반시설의 분산배치

 전기시설, 가스시설의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한 방화지구의 지정

 풍수해 대책 추진

Ÿ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풍수해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Ÿ 여름철 풍수해 예방대책 추진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기상관측 장비 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 추진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정비

 방재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실시

 자연재난대비 도민 정보제공으로 자율 방재의식 고취

Ÿ 홍수 예․경보시설의 개선

 인명피해 다발지역의 홍수 예·경보시설 개선

 원전 안전대책 마련

Ÿ 원전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원전 안전대책 마련

 방사선지도 제작 등 향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조치 검토

 지역 방재 및 재해지도 작성

Ÿ 선진화된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방재지도 구축이 필요. 방재지도는 화재위험지도, 홍수

방재지도 등으로 구성되며 한눈에 재난 취약지구와 출동사각지역을 파악 가능

 첨단 3D GIS기법을 이용하여 건축물 침수나 사면붕괴 해저드맵 등 각 방재지도 및 지역 3차원 

지도를 이용하여 예방시스템 및 교육에 활용

 호우, 태풍, 해일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 흔적도를 제작․보존하고 공공건

물 등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는 등 해 유형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작성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침수흔적도 등을 활용하여 수해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Ÿ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대형 공장 등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는 지역여건을 고

려하여 체계적인 민관협력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조선소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 심사 및 개선대책 마

련

 자연재난과 더불어 화재, 폭발, 붕괴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형사업장의 산업사고 예방조직 구성



제3편 제8장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

159

2) 방재기반인프라 확충

 방재언덕․방재공원 등 도시내 방재인프라 조성

Ÿ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해일로 인해 큰 인명·재산피해가 났던 창원시 마산 해안 일대에 방

재언덕 조성

 길이 1250ｍ, 폭 30-90ｍ, 높이 3m 규모

 수목과 함께 바닥 분수, 광장, 산책길 등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

Ÿ 광역방재거점, 광역피난지, 1차 피난지 등이 되는 방재공원 및「그린 오아시스(Green Oasis)」등 

도시의 방재구조를 강화하는 공원ㆍ녹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Ÿ 방재공원과 학교, 병원, 복지시설, 관공서 등 관계 시설과의 연계나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재해응급대책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나 재해시 방재공원의 이용계획을 포함한 방재공원

정비 프로그램의 계획을 추진

 초등학교와 도시공원을 핵으로 하여, 각종 오픈스페이스의 공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Ÿ 재해응급대책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의 범위 확대

 재해응급대책시설(비축창고, 내진성저수조, 방송시설, 헬리포트)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재해시 피난지가 되는 도시공원」이외에「방재거점이 되는 도시공원」 및 그린 오아시스 등

(1차 피난지와 같은 비축창고 및 내진성 저수조만을 대상)」의 기능을 추가

Ÿ 방재공원시설로 자연에너지활용형 발전시설, 다목적 지하수조, 수질정화시설, 하천바닥, 해안 등을 

방재공원으로 이용, 평상시는 야외 생활체험시설로 사용하고 재해시는 피난생활이나 식사 배급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취사장을 포함

 각종 재해위험지구 지속 정비

Ÿ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자연재해위험 지구 총 129개 지구(1998-2020) : 2010년까지 45개 지구, 2011년 30개 지구, 2012

년 이후 54개 지구 계획 지속적 정비 추진

Ÿ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지방하천 257지구 790㎞ : 2010년까지 185개 지구, 2011년 45개 지구, 2012년 이후 83개 지구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

 홍수방어 능력 제고와 함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

Ÿ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2,986지구 6,271㎞(하천연장 3,528㎞) : 2010년까지 1,040지구, 2011년 41개 지구, 2012년 이후 

1,905지구 계획

 직선 및 콘크리트 위주로 되어있는 소하천을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해로부터 농경지 보호 등 재해예방

Ÿ 우수저류시설설치 : 25개소/1,630천㎥(2009 ~ )

 2010년도까지 4개소, 2011년 4개소, 2012년 5개소, 2013년 이후 12개소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 ~ 2020)

160

Ÿ 급경사지 붕괴지역의 효율적 지정 및 관리대책 마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효율적 지정․관리방안 강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의 일부 국고지원방안 강구 등

 산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Ÿ 건강하고 안정된 경남의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

립,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의 확립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도민 홍보강화로 인위적 산불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

 산불의 조기발견, 헬기 및 정예화된 진화요원에 의한 초동진화 체계 강화

 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산불통합지휘체계 구축

Ÿ 대형산불 또는 일일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Ÿ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진화를 위한 진입도로, 담수시설, 취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

 산불담당 조직의 보강 및 전문인력 확충

 산불진화의 과학화․현대화(산불진화차 확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휴대용 무전기 등)

Ÿ 과학적․체계적 산불방지 대책

 산불진화차량,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방지 장비 확충

 임차헬기 운용 및 산불방지시스템 구축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

3) 119 안전시스템 강화

 소방장비 현대화 및 관리효율 극대화

Ÿ 노후차량 교체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

Ÿ MAS제도를 통한 소방환경에 적합하고 우수한 소방차량 보강

Ÿ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 활성화 및 권역별 소방장비 정비센터 설치

Ÿ 현장 적응성 있는 첨단장비 보급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현장밀착형 예방안전기능 강화

Ÿ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체계 강화

 대형화재 취약대상, 재래시장, 다중이용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집중밀착 안전관리

 지역별․시기별․계절별 화재위험 예측경보시스템 구축

 주택 소방안전대책 추진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정, 기초생활 수급자

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지속 보급,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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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수한 건축물 등에의 성능위주설계의 정착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설계가 곤란한 특수한 건축물 신축시 이에 맞는 소방시스템 구현을 위

한 성능위주설계 제도 정착

 성능위주설계 발전방안 모색(기업 등 경제살리기와 연계)

Ÿ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유지관리 강화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화재, 폭발, 테러 등) 발생에 대비하는 “초고

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3.9 시행)” 됨에 따라 종합방재실 설

치·운영,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등 지역의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 유지관리를 강화함 

Ÿ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안전체험관 설치

 화재, 원자력, 풍수해, 지진 등 각종 재난상황별 체험시설 도입 및 놀이와 교육이 결합된 에듀

테인먼트(Edutainment)적 공익시설 설치

 계층 및 수준별, 재난의 유형별 당향한 소방교육 실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 안전체험교실 강화(소방서별 이동안전체험차량 1대 배치)

 신속하고 완벽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Ÿ 재난현장 유기적 대응시스템 구축

 재난대응 기관단체별 유기적 대응 및 통일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국가기반 위기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한 보고와 함께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인적·물

적 피해 및 도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대응 매뉴얼 총괄 관리 등 예방기능 강화

 재난관리 책임기관 사전 대비체제 진단시스템 도입․운영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 담당자의 재난 대응․관리 역량 제고

Ÿ IT기술을 통한 재난안전망 구축

 인터넷 전화, 4G활용, 119영상 접수기능 등 다양한 119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재난현장 실시간 전송, 외국인 119헬프미 시스템 운영 등 미래환경에 맞는 안전망 도입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 : Wibro, LTE, IDEN 등 다양한 기술 접목

Ÿ 한 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위기관리 선도

 ITS(기능형 교통시스템) 접목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등 5분 이내 출동률 80% 이상 수준으로 향상

 각 시·군 등 CCTV 통합관제센터과 소방상황실 연동 화재취약지역 밀착감시체계 구축

 핫라인 구축, 전담진압대 설치 등 초고층 건축물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훈련 정례화 : 화재, 지진, 붕괴, 폭발, 방사능 누출 등 유형별 매뉴얼

을 표준화하여 각종 재난에 신송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구조체제 확립

 생활안전서비스 확대

Ÿ 생활밀착형 소방지원활동 



 서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친서민 중심 “119생활안전구조대” 확대․운영 ⇨ 동물구조, 위치추적, 

문개방, 수도누수, 가스누출, 소방시설 오작동 등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독거노인, 장애자 등의 24시간 비상진료를 위한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Ÿ 수난, 산악지역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

 등산목 안전지킴이, 조난위치표지목, 간이구급함 등 설치․운영

 여름철 물놀이 사고 저감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Ÿ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중환자․노인전용구급차 보급 확대 및 응급의료 장비보강으로 고품격 구급서비스 제공

 선진국 수준의 중증환자 소생률 제고 : 119 Heli-EMS 구축, 119종합상황실 응급의료 전문인력 

배치, 전문병원과의 응급의료 인트라 마련 등

 범죄예방 도시공간 구축

Ÿ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기법 적용을 통한 도시취약

공간에 대한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시 CPTED 디자인 인증 도입

Ÿ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노인 및 장애인,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교육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사회안전체계 구축

 경상남도 종합방재센터 건립

Ÿ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

해 경상남도 종합방재센터를 건립

 자치단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위재난과 자연재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대응하는 체계 구축

 홍수, 태풍, 대형화재, 산불, 건축물 붕괴, 방사능, 폭발, 가스안전사고, 전기사고, 교통사고 등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Ÿ 재난 대응, 방재교육, 홍보 등 체계적 방재대응 교육프로그램 수립

 재난 발생시 대처할 표준행동요령, 재난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방재교

육 실시

 대피소의 지정·관리·홍보를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 수립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시군의 대비 및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

는 시군 안전성평가제도 확립

Ÿ 재해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상호지원시스템 구축

 종합방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변화, 강우량, 위험상황, 주민행동요령 등을 실시간 제공

 재해유형 및 분야별 행동요령의 매뉴얼 구축 및 시군활용

 IT기술 활용으로 재해발생 자료의 실시간 제공으로 지역과 주민의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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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정계획

1. 계획목표

■ 분권과 소통의 스마트 경남 구현

Ÿ 경상남도 현황 및 국내·외 여건분석을 통해 경상남도 지역경쟁력 강화, 대·내외적 연계·협력, 

조직역량 강화 및 대민서비스 강화 등  도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

하는 행정역할을 검토하여  ‘분권과 소통의 스마트 경남’으로 계획목표 설정

■ 주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계획 거버넌스 강화

Ÿ 시·군-경남도, 주민과 행정 등 지역사회 구성주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도종합계

획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상호 신뢰형성 및 계획의 효율성 제고

■ 고신뢰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정착

Ÿ 도종합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의 강화 등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정착 추진

2. 주요 추진시책

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

 지방분권촉진 체제 구축

Ÿ 경상남도 지방분권촉진 로드맵 구축

Ÿ 경상남도분권촉진조례(가칭) 제정

Ÿ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Ÿ 동남권 광역화 대응

Ÿ 시군 통합 대응 및 조정

 행정위임사무 발굴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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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행정다이어트 제도 확대 및 적용

Ÿ 중앙-도-시군간 위임사무 발굴 및 이양추진

Ÿ 행정책임제 및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

2) 수요 맞춤형 행정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모바일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

Ÿ 모바일 기반의 행정업무 전환 대비

Ÿ 경상남도 스마트워크 및 행정업무 대응

 혁신적인 조직관리 및 성과시스템 구축

Ÿ 합리적 조직관리를 위한 상시 조직진단 체계 구축

Ÿ 도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추진

Ÿ 순환보직(도-시군)의 다양화

Ÿ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분야별 행정역량 강화 및 정책품질 구축

Ÿ 현장행정의 체계화 및 전문화

Ÿ 분야별 국제 전문가 및 법무 행정 강화

Ÿ 적정하고 투명한 예산과정 및 예산다이어트 정착화 

Ÿ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사업예산 성과관리제 실시

Ÿ 정확한 경남통계 생성 및 민간제공

3) 소통과 신뢰의 열린 도정 체제 안정화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도민간 협력체계 강화

Ÿ 중앙부서와 경상남도·시군 간 연계통로 활성화

Ÿ 경상남도 시장군수 정책회의 운영 활성화

Ÿ 광역자치단체장간 협력협의체 운영 활성화

Ÿ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Ÿ 경상남도, 의회, 민간단체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주민의사소통 창구의 제도화

Ÿ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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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민자문단 제도의 정착화

Ÿ 도민제안제도 활성화 및 행정정보공개 강화

 모바일 기반의 정책소통 채널의 다각화

Ÿ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다양화

Ÿ 홈페이지 개편

Ÿ 모바일기반의 공개협업 구현 

4) 계획 거버넌스 강화 추진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Ÿ 지역발전의 광역화에 따른 계획행정의 광역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감. 지속적인 갈등과 협력이 동

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남권의 협력적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영남

권 등 인접 광역경제권과의 경제적․행정적 광역계획을 추진

 경상남도와 시·군 상호 간 협력체계 강화  

Ÿ 도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 시·군과 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추진. 특히, 성장벨트, 도시권

육성 등 시·군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남도 조정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

 도와 주민 간의 협력에 의한 시책사업 추진

Ÿ 계획정보의 주민공개 및 제공을 통해 도민의 도정발전방향과 전략에 대한 알권리를 보호하고, 주

요 시책사업의 추진시 공청회 등 기존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의견 

수렴기능 강화

 경남도 부문별 기본계획과 도종합계획간의 연계강화

Ÿ 환경, 교통 등 부문별 경남도 기본계획 수립시 도종합계획 반영여부의 진단 및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5) 갈등관리 시스템 정착

 공공갈등 분석기관 설치

Ÿ 도종합계획 등 지역차원의 시책사업 추진시 지역 간, 계층 간 갈등발생의 원인분석 등 전담기구 

설치. 전담기구를 통해 공공갈등의 동향분석, 사업 추진이전에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측, 갈등

의 요인검토 등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의 최소화 노력

 경상남도 갈등관리센터 설치 등

 갈등관리 협의기구 설치

Ÿ 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등 협의기구 설치 및 갈등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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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및 시군의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Ÿ 지역 갈등관리 조정을 위한 제도 마련

 경상남도 갈등관리조례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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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정계획

1. 중장기 재정추계

1) 추정방법

Ÿ 재정의 세입·세출 예측은 재정편성의 기초적인 작업이며 효율적인 사업결정과 집행을 위해서 이

용가능한 재정의 예상액과 필요한 자원량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정예측이라 함

Ÿ 장래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려면 지방재정 예측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재정예측기

법은 회귀분석이나 시계열분석 등 계량형 예측모형과 일정한 비율이나 탄성율을 감안해 과거의 

증가율 등을 고려한 적상형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음. 본 계획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큰 오류가 

없는 계량형 예측모형(추계모형      )을 활용하였음

구 분
과거추세

(2001-2010)
미래전망

(2011-2020)
추계기준

(모형)

세입

지방세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세외수입 불규칙 증감 일정 증가     

지방교부세 불규칙 증감 일정 증가     

보조금 불규칙 증감 점진적 증가     

지방채 일정 증가 일정 감소 후 유지

계 일정 증가 일정 증가

세출

일반행정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사회개발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경제개발 불규칙 증감 일정 증가     

민방위비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지원 및 기타 일정 증가 일정 증가     

계 일정 증가 일정 증가

<표 10> 경상남도 재정의 전망과 예측 기준

Ÿ 지방재정예측기법은 지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에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조

건으로 보다 정확한 예측기법의 개발이 필요함

Ÿ 경상남도의 지방재정예측은 행정안전부의 재정고 결산자료, 경상남도의 지난 10년간(2001~2010)의 

결산서를 바탕으로 수행하였음

Ÿ 한편, 세입부문에서 지방채의 경우, 2013년부터 1,50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지방채 관

리계획에 따라 추계모형을 산출하지 않고 예산계획금액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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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과 전망

 총괄

Ÿ 지방재정의 예측과 전망은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조사된 자료에

서 세입과 세출의 각 항목별 추계모형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Ÿ 지방재정의 경우, 각종 자료의 편차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재정예측 및 전망의 기준년도 재정규

모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된 행정안전부의 재정고 결산자료와 경상남도의 결산서 자료를 

이용하였음

Ÿ 한편, 지방재정법에 의해 2008년부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2001

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출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세출은 1998-2007년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모형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예측하였음

Ÿ 그 결과, 예측된 총 세출액이 경상남도 결산서의 총 세출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따라서 

세출의 미래전망은 2001-2007년 결산자료와 2008-2010년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추계모형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였음

Ÿ 또한 세입의 경우 2001-2004년까지 있던 지방양여금이 2005년부터 국고보조금에 통폐합되어, 2004

년 이전의 지방양여금은 보조금에 포함시켰음

Ÿ 경상남도의 재정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1년에 6,042,979백만원, 2012년에 6,330,893백만원, 2013년

에 6,594,208백만원에 이르고, 2020년의 세입규모는 8,422,011백만원으로 추산되었음

Ÿ  또한 세출의 경우 2011년에 5,549,585백만원, 2012년에 5,842,513백만원, 2013년에 6,135,441백만

원에 이르고, 2020년의 세출규모는 8,185,937백만원으로 추산되었음

Ÿ 경남의 세입은 세출 보다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어 재정구조상으로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을 것임

Ÿ 그러나 외형상 재정구조가 건전해 보이는 것과 달리, 내용적으로 자체재원 보다는 의존재원에 대

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 향후 중앙과 지방간에 재정관계의 재정립이 요구됨

 세입 전망

Ÿ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중 취득세와 등록면

허세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세목은 경기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나,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은 경제성장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큰 변동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Ÿ 예측가능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세외수입도 경제성장률과 징수실적의 개선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임 

Ÿ 지방교부세 역시 지속적인 내국세 증가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일정한 폭으로 증가할 것임

Ÿ 국고보조금은 국가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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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세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금액 증가율

2011년 6,042,979 -4.39% 1,790,012 1,135,388 570,495 2,426,084 121,000

2012년 6,330,893 4.76% 1,897,750 1,150,574 579,041 2,555,728 147,800

2013년 6,594,208 4.16% 2,005,488 1,165,760 587,588 2,685,372 150,000

2014년 6,855,323 3.96% 2,113,226 1,180,946 596,135 2,815,016 150,000

2015년 7,116,438 3.81% 2,220,964 1,196,132 604,682 2,944,660 150,000

2016년 7,377,552 3.67% 2,328,702 1,211,318 613,228 3,074,304 150,000

2017년 7,638,667 3.54% 2,436,440 1,226,504 621,775 3,203,948 150,000

2018년 7,899,782 3.42% 2,544,178 1,241,690 630,322 3,333,592 150,000

2019년 8,160,896 3.31% 2,651,916 1,256,876 638,868 3,463,236 150,000

2020년 8,422,011 3.20% 2,759,654 1,272,062 647,415 3,592,880 150,000

<표 11> 경상남도 재정의 규모전망(세입) (단위:백만원)

 세출 전망

Ÿ 일반행정분야의 지출은 사회개발분야나 경제개발분야의 지출에 비해 가장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Ÿ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사회로 발전·변모됨에 따라 사회개발분야의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임. 즉, 사회개발분야 지출이 경제개발분야의 지출을 상회하는 소위 선진국형 지출구조로 변

화되어 그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

Ÿ 경제개발 분야의 지출은 경남의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산업 인프라 및 R&D 등에 투자되

는 항목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경남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구 분
총세출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금액 증가율

2011년 5,549,585 -4.26% 728,039 2,372,101 1,767,074 186,390 495,981

2012년 5,842,513 5.28% 773,951 2,508,627 1,836,808 197,956 525,171

2013년 6,135,441 5.01% 819,863 2,645,153 1,906,542 209,522 554,361

2014년 6,428,369 4.77% 865,775 2,781,679 1,976,276 221,088 583,551

2015년 6,721,297 4.56% 911,687 2,918,205 2,046,010 232,654 612,741

2016년 7,014,225 4.36% 957,599 3,054,731 2,115,744 244,220 641,931

2017년 7,307,153 4.18% 1,003,511 3,191,257 2,185,478 255,786 671,121

2018년 7,600,081 4.01% 1,049,423 3,327,783 2,255,212 267,352 700,311

2019년 7,893,009 3.85% 1,095,335 3,464,309 2,324,946 278,918 729,501

2020년 8,185,937 3.71% 1,141,247 3,600,835 2,394,680 290,484 758,691

주 :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교부금,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음

<표 12> 경상남도 재정의 규모전망(세출)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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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계획목표 : 효율적인 지방재정시스템 확립으로 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다각적인 재원확충 방안 모색

Ÿ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정기반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증가하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재정의 주요 근간인 지방세 부문에서 안정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행정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

주적 재원확보의 다각화 추진

Ÿ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감. 갈수록 낮아지는 지역의 재정자립도

를 감안한 차등지원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강화 

요청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Ÿ 투자재원 배분,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기능 강화와 예산집행의 성과평가활동 강화 등 전략적․
계획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해 나감. 이를 통해 재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

화 제고

Ÿ 민간이전경비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경직화 해소 등 

민간경상이전경비에 대한 재평가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

Ÿ 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실과 불부합한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을 지속적으로 정비

해 나감. 시·군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 보조사업 발굴 확대,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적

극 운영 및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Ÿ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재정수지·채무관리·세입관리)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낭비성 

지출 절감, 세입 확충)에 대한 점검 강화

Ÿ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

의 자구노력 강화

 투자사업의 효율적 평가·관리체계 강화

Ÿ 비용편익분석 등 지역차원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집행과

정에서의 점검 및 사후평가체제 확립

Ÿ 도 차원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진단하고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역투자사업 

평가기구 설립 등 추진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활용

Ÿ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방재정운용 시스템을 강화해 나감. 현장중심의 재정투·융자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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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확보도 추진

Ÿ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의 계획화를 추진하여 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건전재정 운용

을 강화함

 재정관련 계획간 협력시스템 구축

Ÿ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 추진

Ÿ 미래를 대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 5개년 연동계획에 의한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국가사업과 도 현안사업과의 연계체계 강화 추진

Ÿ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

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자주적 재정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

Ÿ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입구조의 합리적인 개편 추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위해 세

원배분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세수입의 자치성을 확보한 후 추가적인 지방재정수요가 발생

할 경우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2에서 6:4 수준으로 개편 추진

Ÿ 국세의 지방세 이양시 경제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의 신장이 제한적이므로 중앙정부

의 재정조정 책임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나감.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단순히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최저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보증하기 위해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

하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행

Ÿ 행정체제의 개편시 지방교부세제도를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성인지예산제도 실시

Ÿ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에 관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정책효과를 제공함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재정체계 확립

Ÿ 경남도의 장기발전 방향,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 새로운 정책, 현안사항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의

견반영을 위해 도민의 쌍방향 참여시스템 강화

Ÿ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재정운영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 결과

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재정공개 제도의 확대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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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투자사업계획

1. 투자계획의 개요

 투자사업비 규모

Ÿ 2012년∼2020년 기간동안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액은 72조 5,496억원 

정도로 추정됨

부문
계획기간
사업비

연도별　 재원별

2012-
2015

2016-
2020

국비 지방비 기타

총계 725,496 290,207 435,289 488,057 126,935 110,504 

지역개발 26,243 13,321 12,922 11,915 14,031 297

산업경제 25,951 10,383 15,568 8,331 8,412 9,208

문화관광 55,068 40,862 14,206 10,821 15,788 28,459

사회기반 346,082 117,384 228,698 254,660 20,809 70,613

복지 및 생활환경 121,793 54,249 67,544 85,273 36,296 224

자원개발 53,761 12,399 41,362 43,212 9,671 878

농산어촌 59,674 26,298 33,376 44,129 15,545 0

기후변화 및 환경 36,924 15,311 21,613 29,716 6,383 825

<표 13>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부문별 투자사업비 내역(단위 : 억원)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

Ÿ 투자비의 부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교통물류 등 사회기반부문이 34조 6,082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복지 및 생활환경부문 12조 1,793억원, 농산어촌부문 5조 9,674억원 순으로 추산되었음

Ÿ 주체별 분담내역을 보면 사업전체로는 국비가 48조 8,05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지방비가 12조 6,935원, 민자 등 기타가 11조 504억원 순으로 추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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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1) 추진방향

 국비 및 지방비 확보방안 구축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Ÿ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총사업비 72조 5,496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민자, 지방채 

등)에 의해 조달

Ÿ 따라서, 국비, 도비 등 재원조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

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Ÿ 특히,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재원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으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경남도의 자체 재원조달과 분담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부문의 국비 구성은 25조 4,660억원으로 도종합계획 전체 사업비

의 약 35.1%에 해당

 광역 인프라 중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명확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재정계획으로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협력 추진

 민간자본의 최대한 활용

Ÿ 투자비용의 조달에 있어 민간투자자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음

 사업비 조기투입을 통한 조기활성화

Ÿ 사업 관련 기본 인프라사업비 산정은 기 계획 중인 사업을 수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분야별 투자 

활성화 및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사업비의 조기투입에 중점을 두고 전략 수립

2) 추진전략

(1) 국비 확보 방안

 행정조직 정비를 통한 대응력 강화

Ÿ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실과별 국가사

업 및 국비보조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국비확보를 

전담팀을 운영하여 적기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별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응성 강화

Ÿ 국가사업, 국비보조사업 등 사업별 대응논리 개발과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응성을 강화할 필

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신규 국책사업 발굴․유치를 위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에 다른 지역의 대응논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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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비 확보 방안

 중앙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Ÿ 중앙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과 중점추진과제 전략적 지원에 있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 미흡, 집행부진사업을 축소하여 균형재정을 추구

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도종합계획 재정투자사

업을 원활히 추진

Ÿ 중앙정부는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요 SOC 관련 현안사

업 중앙정부 제안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계획 구체성 등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고보조 비중 확대에 따른 재정 자율성 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자체 ‘국

고보조사업 점검반’ 운영을 통한 지원효과 분석, 전달체계 및 지방비 부담능력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3)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적극적 외자유치 확대

Ÿ 세계화 개방화의 가속화속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자본만이 아닌 외국자본

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세수기반 확대를 도모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 유수기업에 대한 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함

Ÿ 세계 유수의 기업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는 지역내 생산 및 고용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세 세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방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도 하나

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국내 민간자본 유치 확대

Ÿ 민간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야 함

 민간자본 유치방안으로는 BTL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또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유치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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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평가 결과

1. 지역개발 부문

Ÿ 균형발전사업, 신발전지역 개발, 한방의료클러스터사업 등 주요 추진시책에 대하여 생물서식 공간 

축소, 광역생태축의 훼손, 자연경관에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이 있어, 향후 각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입지평가를 통해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에 대한 예측가능한 평가

 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지형･개발여건 분석 등을 통하여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등 기후변

화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유도

2. 산업경제 부문

Ÿ 산업단지 조성계획시 관련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화 함

으로써 환경․경제적으로 에너지 순환이 되도록 환경오염 유발 정도가 높은 업종의 입지규제 강화 

Ÿ 산업용지 총량관리 등 계획입지 비율을 조정하여 난개발의 요인을 줄이고 특히 공급가능지 분석, 

자연환경적 측면(산림분포, 수자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대규모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 제도적 측면(문화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통해 보전대상지를 산업입지 계획에서 제

외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3. 문화관광 부문

Ÿ 관광개발의 핵심적인 우량 생태지역과 습지, 갯벌, 보호지역 등 생태적 민감지역은 사업예정에서 

제외하여 생태자원의 보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Ÿ 호소의 수자원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 등 제시하도록 하고, 관광 메가 이벤트 추진시 

단기간 에너지 사용 증대, 자원이용의 비지속성이 예상되므로 종합적으로 자원관리 추진

Ÿ 생태공원조성, 생태체험관광과 문화재 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환경부하가 최소화되도록 지속가

능한 관광을 유도

4. 사회기반 부문

Ÿ 고속화도로는 대부분 기존 국도․지방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생태축 단절을 확대할 수 있으나, 사

회적․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주요 생태축의 능선보호를 위해 터널공법

과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에코브리지 등 친환경적인 대안 제시

Ÿ 함양울산고속국도, 김천거제철도 경우 생태자연도가 우수한 지역이 밀집한 지역으로 산림훼손의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별도의 생태축 보전대책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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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규모 거점 물류단지 및 항만 배후시설 입지지역의 생태거점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완충

녹지를 조성

Ÿ 항만계획 수립시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방안 마련

5. 복지 및 생활환경 부문

Ÿ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입지 선정시 생태환경 및 임상우수지역, 급경사지 등에 대한 신규 입지를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제시

6. 자원개발 부문

Ÿ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물관리, 친환경적 개발관리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은 원안대로 

추진하고 해양 관광자원개발 중 해양레저특구, 크루즈 전용부두 조성은 건설 및 운영 중 해양생

태계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방안 마련 

7. 농산어촌 부문

Ÿ 농어업 및 농산어촌 부문의 대부분 시책 및 사업은 농지, 산지, 바다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발전

을 촉진시키고, 특히 농ㆍ산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자연환경 건강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환경 영향이 중립적일 것으로 평가됨 

8.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

Ÿ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청정한 지역환경과 안전경남 구현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우선 

배정 및 조기집행으로 사업이 체계적이며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Ÿ 치수방재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룬 자연친화적인 공법 등을 제시하고 사전환

경성검토 등을 통해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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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시군별 발전방향

1. 서북부권(서북부 성장촉진권)

1) 합천군 : 아름다움(美)․푸름(綠)․사람(人)의 GLOBAL CITY

Ÿ 사람과 자연이 어울러지는 녹색미래도시 건설

Ÿ 지역특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녹색 지역경제기반 구축

Ÿ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

Ÿ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구축

Ÿ 서북부 경남의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통발달의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Ÿ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합천

2) 산청군 : 지리산 청정골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Eco-Valley City

Ÿ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활력도시

Ÿ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생태도시

Ÿ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Ÿ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희망도시

3) 함양군 : 남부내륙 녹색문화 중심도시 함양

Ÿ 동남권을 선도하는 산업중심지

Ÿ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만들기

Ÿ 중남부의 관광 중심지 조성

Ÿ 행복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함양

4) 거창군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매력 넘치는 창조도시

Ÿ 다함께 잘사는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실현

Ÿ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육성

Ÿ 전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 도약

Ÿ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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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체육 진흥

Ÿ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Eco 창조도시 조성

2. 서부권(사천만 환상도시권)

1) 진주시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21세기형 첨단산업문화도시 진주

Ÿ 신성장동력산업 확충을 통한 산업경제도시

Ÿ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남부권 중심의 창조혁신도시

Ÿ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복지건강도시

Ÿ 누구나 찾고 싶은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Ÿ 청정 환경, 자연과 조화된 생태환경도시

Ÿ 세계와 경쟁하는 수준 높은 선진농업도시

Ÿ 평생학습과 창의적 인재육성의 명품교육도시

Ÿ 미래지향의 남부권 중심도시 체계 구축  

2) 사천시 : 인간/자연/첨단산업 중심의 Dynamic 사천

Ÿ 세계로 향하는 국제해양문화 관광도시

Ÿ 세계로 비상하는 항공우주첨단산업도시

Ÿ 지역경제의 기반으로서의 해양수산 청정산업도시

Ÿ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교육기반도시

Ÿ 인간중심의 복지중심도시

Ÿ 친환경을 추구하는 녹색 정주도시

3) 남해군 : 함께하는 일등 군민, 행복한 부자 남해

Ÿ 남해안 경제중심

Ÿ 21세기 환경중심

Ÿ 선진형 복지중심

Ÿ 동북아 관광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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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동군 : 감성과 꿈이 공존하는 가고싶은 도시 하동

Ÿ 경쟁우위의 지역경제기반 구축

Ÿ 삶과 휴양이 조화된 지역건설

Ÿ 차별화된 문화․관광기반 형성

Ÿ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공동체 기반조성

Ÿ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3. 동북부권(내륙성장 도시권)

1) 김해시 : 경제의 중심, 역사문화의 중심, 창조도시 김해

Ÿ 동남권 경제중심도시 육성

Ÿ 균형발전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Ÿ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Ÿ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조성

Ÿ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과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Ÿ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촌경쟁력 제고

Ÿ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 조성

2) 밀양시 :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생태환경적 전원도시 건설

Ÿ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

Ÿ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건설

Ÿ 찾고싶은 문화, 관광기반 형성

Ÿ 교육․복지공동체 기반조성

Ÿ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3) 양산시 : 동부내륙의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 초일류 양산

Ÿ 균형있는 도시공간 창출

Ÿ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도시

Ÿ 자립경제의 첨단산업기반 조성

Ÿ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 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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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

4) 의령군 : 호국정신이 깃든 Good-being도시

Ÿ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역경제

Ÿ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 관광

Ÿ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Ÿ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Ÿ 희망과 창의가 넘치는 교육 1번지

Ÿ 효율적인 도시공간과 편리한 도로교통

5) 창녕군 : 도약의 기회(The Chance of Take off)

Ÿ 특색 있고 세계적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창녕

Ÿ 천혜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활용한 휴양ž관광거점 창녕

Ÿ 풍부한 청정농업과 공간을 활용한 풍요로운 삶의 터전 창녕

Ÿ 살기편한 정주환경 조성과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복지 창녕

4. 동부권(진해만 환상도시권)

1) 창원시 : 골고루 잘사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

Ÿ 지역특화 균형발전 : 스마트 창원 구현, 마산 르네상스 창조, 블루오션 진해 도전

Ÿ 통합경쟁력 극대화 : 산업경제 동반 성장, 조화로운 도시개발, 통합 네트워크 구축, 거버넌스 역

량 강화

Ÿ 소프트인프라 향상 : 해양문화도시 조성, 환경수도 업그레이드, 복지 최강도시 구현, 명품 교육과

학도시 육성

2) 통영시 : 문화가 있는 한려수도의 중심도시

Ÿ 도시발전 : 통영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발전

Ÿ 도시관리 : 통영시의 관리와 주민 삶의 질 제고

Ÿ 도시공간 : 개발사업의 적소 배치와 균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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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제시 :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중추 및 해양관광도시 거제

Ÿ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공간 개발

Ÿ 편리한 교통·물류망의 확충

Ÿ 세계최고의 조선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의 융합

Ÿ 다양한 문화·체육·관광의 중심

Ÿ 더불어 잘 사는 선진복지사회의 실현

Ÿ 선진화된 교육도시의 육성

Ÿ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농업 발전모델 개발로 농촌경제 활성화

4) 함안군 : 더 나은 기회의 땅 아라가야

Ÿ 활력·녹색·재생을 통한 살고 싶은 함안

Ÿ 광역적 협력을 지향하는 첨단산업 기술 함안

Ÿ 주민·지역·환경 친화적인 도로교통 시스템

Ÿ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능동적 복지공동체 함안

Ÿ 문화와 교육이 살아있는 함안 

Ÿ 역사체험‧생태 관광의 보고

Ÿ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 함안

Ÿ 정보기술통신(ICT)을 통한 녹색 함안

5) 고성군 : 세계로 열린 신해양 산업관광문화의 거점도시

Ÿ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역경제로의 도약

Ÿ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의 창출

Ÿ 신해양 문화·관광의 도시창출

Ÿ 교육·복지사회의 구현과 지역정보화

Ÿ 미래 도시공간 및 도로·교통망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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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환경

기후변화
지역환경

경관
방재

박진호 박사(환경교통연구실장)
박진호 박사(환경교통연구실장)
정재희 박사(도시지역연구실장)
정재희 박사(도시지역연구실장)/김영규 박사(도시지역연구실) 

계획의 집행관리
행정
재정

투자사업

이자성 박사(사회정책연구실)
곽태열 박사(사회정책연구실)
정재희 박사(도시지역연구실장)

시군별 발전방향 정재희 박사(도시지역연구실장)

종합지원
손상락 박사(현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표 박사(전 연구기획조정실장)

실무간사 박광제 연구원(도시지역연구실)

■ 기획 및 행정지원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Ÿ 김유동 정책기획관

Ÿ 강춘석 정책개발담당 사무관

Ÿ 김은남 정책개발담당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