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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신규/자체사업)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신평∙장림공단 및 감천항 주변 녹지 조성)

관리번호 1-9

완료시기 임기내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 

산림녹지과, 녹지담당

(강재호 ☎4532)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

市 녹색도시과
김석환 (☎888-3872)

추진상황(률) 추진 중(40%)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소요예산 7,010백만원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목표

  ○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공단 및 항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는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 

 사업개요

구분 대 상 지
규 모

조성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면적(㎡) 연장(km)

계 장림유수지 등 9개소 96,600 9.1 수목 95,579주 식재 등 7,010 `18.~22.

1~4 신평·장림산단 수림대 조성
장림유수지, 하신중앙로, 

다대항, 다송로
21,100 2.0 교목 등 29,579주 식재 1,410 ‘18.

5 을숙도대로 가로숲 조성 장림롯데마트~을숙도대로 6,000 1.5 가로수 등 15,000주 1,000 `19.

6 구평택지 내 완충녹지 녹화
구평이편한세상@ 

인근
5,000 0.5 수목 1,000주 등 250 `19.

7
감천항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YK스틸~남부발전 7,500 2.5 수목 등 46,600주 3,000 `19.~20.

8 구평화신@ 주변 완충녹지 녹화
사하구장애인
종합복지관 뒤

4,000 0.6 수목 900주 등 350 `21.

9 감천항 주변 완충녹지대 녹화 서방파제~한진해운(주) 53,000 2.0 해송 등 2,500주 1,000 `22

 세부추진계획 

  ○ 2018. :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공사 완료(4개소)

  ○ 2019. : 을숙도대로 등 도시녹화사업 추진(2개소)

  ○ 2020. ~ 2022. : 국∙시비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3개소)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 40% 80%  85%  100%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총9개소)

장림유수지, 
하신중앙로, 

다대항, 다송로
(4개소)

을숙도대로, 
구평택지
(2개소)

감천항 주변
(1개소)

구평화신
주변

(1개소)

감천항 
주변

(1개소)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계 민선7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7,010 7,010 1,410 1,250 3,000 350 1,000
국  비 2,825 2,825 150 500 1,500 175 500
시  비 3,335 3,335 1,160 750 750 175 500
구  비 850 850 100 750

【추진실적】

 ○ 2018. 01. ~ 11. :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공사 시행 및 완료(4개소 1,410백만원)

 ○ 2019. 01. ~ 12. : 을숙도대로 및 구평택지 일원 수림대 조성 조성완료(2개소, 1250백만원)

 ○ 2019. 12. ~ : 감천항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등 사업예산 확보 애로

  ‣ 국∙시비 보조가 포함된 도시숲 등 사업예산 적극 신청 및 반영 

【금후계획】

 ○ 2020. :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30억원)

 ○ 2021. ~ 2022. : 도시숲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2개소)

 
※ 2020년 연간추진계획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분기별 계획
1/4 2/4 3/4 4/4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3,000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



【구민소통 실적】

설명회, 보고회 등 만족도, 설문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2회 1회 2회 3회

【기대효과】

  ○ 미세먼지 저감 기능의 수림대 조성과 생활권 주변 도시경관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