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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 통 여 건

  우리구는 부산의 육로교통 관문으로서 경부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의 출발

점이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과 지하철1호선 노포차량

기지창이 위치하고 있기에 교통행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주요 간선도로의 여건을 살펴보면, 금사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중앙로, 서동로 

등은 각종차량의 통과도로 역할을 함으로서 원활한 도로교통 흐름의 유지 및 

관리를 교통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대수가 1990년 23,219대에서 2006년 12월 현재 74,390대(부산시

의 7.5%)로 32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 승용차가 11,317대에서 53,136

대로 무려 469% 증가하는 등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서 교통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서

도 겪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2006.12.31 현재 우리구 교통관

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차량등록 현황
              (단위: 대)

년도별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기 타

2004 73,954 51,306 6,540 15,565 543

2005 73,293 51,733 6,098 14,948 514

2006 74,390 53,136 5,945 14,801 508

이륜차 등록 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관   용 자 가 용

50cc이상~99cc미만 3,230 18 3,212

100cc이상~259cc미만 3,435 11 3,424

260cc이상 119 0 119

합     계 6,784 29 6,755

주차장 현황
                  (단위: 개소, 면)

구    분 계 공 주차장 주거지주차장 민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개    소 3,334 31  35 206 3,062

주차대수 57,294 3,747 620 3,588 4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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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시내
버스

마을
버스

법인
택시

개인
택시

개인
용달

개별
화물

화물
업체

정비
업체

업  체  수 262   4  6   17 - 2 -   59 174

등록(면허)대수 6,528 401 41 1,710 901 366 414 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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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차시설 확충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충 장단기 계획

을 마련하여 공 주차장 건설을 확대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행, 노상주차장 

설치 등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자동차수에 비해 아직도 주차시

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민 노외주차장 설치를 권장해 나가는 한편, 

주택가 집지역의 소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및 

300만원 한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 주차장 현황

주 차 장 명
주차
면수

면적
(㎡)

준공년도 주 차 장 명
주차
면수

면적
(㎡)

준공년도

31개소 3,747 116,131.9 장전역공 주차장 192 7,280 998.06.17

서1동 제1공 주차장 22 432.8 2002.06.07 금강식물원앞 노상주차장 59 746.4 1997.01.21

서1동 제2공 주차장 87 1,596 2002.12.31 부산대역남측공 주차장 118 5,250 1995.11.25

서1동 제3공 주차장 80 1,235 2004.11.23 부산대역남측공 주차장(복층) 118 3,609.1 2003.06.17

서2동 공 주차장 80 2,724 1998.04.02 부산대역북측공 주차장 139 5,261 1995.02.10

서3동 공 주차장 43 991.5 2004.02.24 부산대역북측공 주차장(복층) 110 4,360 2005.01.26

서4동 공 주차장 29 717 2004.12.28 부산대역남측노상공 주차장 56 708.4 2006.03.15

금사동 공 주차장 49 1,736 2002.03.28 노포동공 주차장 395 11,456 2001.02.21

금사고가도로 2공 주차장 133 2,720 1991.11.01 남산역남측공 주차장 213 7,000 1998.04.16

금사고가도로 3공 주차장 117 3,961 2003.03.29 남산동온천천복개도로 노상주차장 99 1,212 2004.10.04

회동수도선 노상주차장 86 1,186.8 1997.01.21 남산동금정농협앞 노상주차장 17 255 2005.08.18

부곡2동 공 주차장 78 1,122.6 2002.12.31 금샘로 노상주차장 372 4,731.1 1997.01.21

금정구청후문 노상주차장 27 522.5 1995.10.02 남산동 꽃님공 주차장 46 1,386 2006.03.05

선경아파트뒤 노상주차장 28 386.4 2000.11.15 구서1동 공 주차장 19 493.3 2002.02.07

온천장역 공 주차장 264 9,079 1992.02.01 구서역공 주차장 286 11,025 1998.06.05

온천장역북측공 주차장 203 6,000 1999.08.02 구서IC화물주차장 84 13,940 1992.05.01

부곡4동 공 주차장 32 962 2004.12.24 두실초교공 주차장 66 2,046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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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전용주차장 현황                     

동 명 위       치 면수 동 명 위       치 면수

계 35개소 620면

서2동 동상초등학교 주변외 4개소 60면 부곡4동 동사무소주변외 1개소 41면

서3동 정원맨션앞외 1개소 26면 장전1동 금정성당주변외 2개소 91면

금사동 예원본관주변외 3개소 89면 장전3동 금정연립앞 13면

부곡1동 부곡여중담벽외 1개소 33면 남산동 청룡초등담벽외 8개소 116면

부곡2동 부곡맨션 주변 31면 구서1동 온천천 주변외 1개소 63면

부곡3동 장미아파트 주변 12면 구서3동 동사무소앞외 2개소 45면

내집마당주차장 설치 현황
   (단위 : 가구, 면)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가구수 면수 가구수 면수 가구수 면수 가구수 면수 가구수 면수 가구수 면수

132 226 15 19 24 41 35 71 32 52 26 43

2007년 주차시설 확충계획

노외공 주차장 소규모공동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내집마당주차장

위치 면수 위치 면수 위 치 면수 가구수 지원금액

1개소 40면 2개소 49면 3개소 60면 35가구 10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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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통난 완화 추진 

1. 교통환경 개선사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의 건설, 기존 도로의 확장 등이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급박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을 적게 투자하여 단기적으로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물, 신호운  또는 도로구조상 문제점이나, 운전자, 보행자의 행태 등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교통운 체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확보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06년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사업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년도 교통환경 개선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공정 비고

1
 산성길 일원
위험도로 정비

 ․ 갈매기표지 정비 151개소
 ․ 방호벽 도색 454㎡
 ․ 차선도색 1,246m
 ․ 석축설치 85㎡
 ․ 방호벽설치 48m

2006. 5. 16
   ~ 6. 24

100,500
준공

2
 산성길 일원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 미끄럼방지시설 530㎡

2006. 5. 4
   ~ 5. 25

준공

3
브니엘고교

 주변 위험도로 정비

 ․ 미끄럼방지시설 887.4㎡
 ․ 갈매기표지 5개소
· 과속방지턱 2개소
· 차선도색 160㎡

2006. 5. 4
   ~ 6. 13

70,000 준공

4
2006년 교통시설물 

정비

·주․정차금지, 견인표지판 3개소
·교통표지판 4개소
·볼라드 3개소
·차선규제봉 10개소
·델리데이터 11개소
·콘크리트면 도색 63㎡

2006. 9. 6
   ~ 9. 21

10,000 준공

5
2006년도 
주거지주차장 
이면도로 정비

·차선도색 2,694m
·차선제거 757m
·안내입간판 4개소
·횡단보도표지판 4개소

2006. 8. 9
   ~ 8. 25

10,000 준공 

6
장전동 지하철역 앞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보도설치 A=76㎡
·신호등 신설 1개소
·차량신호등 교체 8개소
·교통표지판 5개소
·차선도색 356m

2006. 9. 21
  ~ 10. 20

25,000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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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1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두실초등학교)

·보도설치 A=355㎡
·미끄럼방지포장 A=485㎡
·교통안전시설물 1식

2006. 9. 22
  ~ 12. 20

186,800

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동상초등학교)

·보도설치 A=118㎡
·미끄럼방지포장 A=465㎡
·교통안전시설물 1식

2006. 10. 13
 ~‘07. 1. 13

186,800

3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서명초등학교)

·보도설치 A=483㎡
·미끄럼방지포장 A=433㎡
·교통안전시설물 1식

2006. 11.  3
 ~‘07. 1. 13

186,800

2006년도 차선 재도색 공사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1
2006년도 도로정비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4,911M
2006. 11. 10
   ~ 11. 29

9,000

2
2006년도 주거지주차장 
이면도로 정비공사

·차선도색 L=2,694M
·차선제거 L=  757M

2006. 8.  9
  ~ 8. 28

9,790

2007년도 교통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1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2007. 7.
 ~ 10월

28,000

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
2007. 7.
~ 10월

80,000

3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정비 1식
·차선도색 L=10,000m

2007.1.
~ 12월

50,000

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식
  (금양초교, 동현초교, 금샘초교)

2007.1.
~ 12월

5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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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수요 감축대책 추진

  2006. 12월 현재 자가용 승용차대수는 50,318대로서 점증하는 승용차 대수에 

비교하여 러시아워시 주요 간선도로의 승용차 점유율이 68%이며,  승용차 1대

당 평균 승차인원이 1.7명에 불과하여 교통난 발생원인이 자가용 승용차로 나

타남으로써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하는 시책으로 버스환승요금 할인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수요관리시책은 선진 교통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전 구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구체적 실천항목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타기(카풀), 승용차 자

율요일제 참여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불법 주․정차 안하기, 무단횡단 안하기 

등이다.

3. 승용차 자율요일제 운

  매년 1만여대 이상 증가추세에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체증이 심화되고 

주차난 등 구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06. 8. 1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

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승용차 요일제 운 에 따른 강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이

고 일관성 있는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요일제 운 에 따른 적극적인 

구민참여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도심지의 

주차난을 개선하고 부산의 관문에 위치한 우리구의 간선도로에 원활한 도로교

통 흐름을 선도하는 교통행정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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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차질서 확립

1.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는 교통개선 및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이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도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도

로상에 불법 주․정차하여 도로를 잠식하고 있어 차량통행 속도가 둔화되고 

주민의 

귀중한 시간 낭비와 불편, 유류 소비, 매연 발생 증가 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야간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소방차량, 구급차량 등 긴급차량의 통행마저도 불가능하게 하

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상실되어가는 도로기능을 회복하여 차량 소

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2006년도에 불법 주․정

차 차량 37,173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조치하여 차량소유자의 

주․정차 질서 의식을 전환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

시하여 불법주․정차를 단계적으로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부터 우리구에서는 평소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인 부산대학 

앞 사거리 등 10개소에 무인단속 시스템(CCTV)을 설치․운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의 조기정착으로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이며, 2007년에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 및 첨단 단속장비(주행형) 확대운

으로 선진교통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단     속     건     수

법 원
통 보

견 인
자동차
등록대수
(B)

단속율
(A/B)계(A)

이의신청
면제건수

과 태 료
부과대상

경 찰 서
출석고지

2006 37,173 409 36,661 103 57 3,088 74,39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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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부과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40,000원, 승합․

화물차(4톤 초과 화물차)는 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입금은 전액 주차

장 설치를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폐

해는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단속에 따른 심한 저항과 반발감 등 마찰이 자주 발

생하고 있으며, 또한 과태료는 국세, 지방세와는 달리 가산금이 없음에 따라 

납기내 징수율이 불과 35.7%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확보를 위해 자동차압류는 물론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과태료 체

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예정인『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되면 우리구의 징수율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06년에는 36,661건에 1,501,7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 으며, 과년

도를 포함하여 28,929건에 1,186,855천원을 징수하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6년 36,661 1,501,740 15,476 631,225 21,185 870,51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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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운 송 행 정

  정기노선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륜, 선․두구, 금성동 마을 주민들의 교통불

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6개업체 41대가 운행되고 있다. 운행구간이 주로 고지

대이며 도로폭이 적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정비상태, 종합보험가입 여

부등을 수시점검 확인하고 있으며, 관내 마을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을버스 현황> 
                  (단위: 대, ㎞)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노 선
번 호

운      행      구      간
운행
대수

구간연장
(㎞, 왕복)

산성버스
이상복
(517-2825)

금정1  금성동-북구화명동-북구덕천동-북구구포시장 7 17.5

용진버스
이재성
(642-9315)

금정2-1  범어사역- 락공원-두구동 중리마을 3 8.4

금정2-2  범어사역-노포동역-대우정 2 11.2

금정2-3  금정구청-남산동-두구동-철마-기장군청 2 45

(주)
태성여객

조유식
(867-6722)

금정3
 선동 상현-브니엘-구서전철역-하정-재활용사촌
 *등하교시 : 구서전철역-브니엘-범어사전철역

2 16.8

금정3-1  선동 상현-브니엘-구서전철역-하정-재활용사촌 1 16.8

금정버스
김은순
(518-8636)

금정5  오륜동-카톨릭대-장전전철역 1 12

금정5-1  가톨릭대-장전전철역-부산대 1 7.4

성진버스
장재
(314-7001)

금정6
 온천장역-금사동-삼어마을-반여동왕자맨션
 -선수촌아파트

10 17.5

금정6-1  온천장역-금사동-삼어마을-명장선경아파트 3 17.4

대 교통
신용준
(581-1900)

금정7  부산대역-부산대학교내 8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