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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현황분석

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Ÿ 2015년 현재 제천시의 전체면적은 약 883.5㎢이며, 지목별 토지이용은 임야가 646.0㎢로써 

전체면적의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 75.9㎢(8.6%), 답 34.7㎢(3.9%), 

도로 22.7㎢(2.6%), 하천 21.2㎢(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 분 계 전 답 과수원 임 야 대 지 공 장 도 로 하 천 기 타

합 계
883.5 75.9 34.7 4.0 646.0 14.7 3.5 22.7 21.2 60.8

100.0 8.6  3.9  0.5  73.1  1.7  0.4  2.6  2.4  6.9  

봉양읍
144.5 12.4 7.8 0.6 109.4 1.9 0.5 3.9 3.6 4.4

16.4 1.4  0.9  0.1  12.4  0.2  0.1  0.4  0.4  0.5  

금성면
68.6 6.4 2.6 0.2 49.3 0.7 0.3 2.2 0.8 6.1

7.8 0.7  0.3  0.0  5.6  0.1  0.0  0.2  0.1  0.7  

청풍면
91.7 5.2 0.5 0.04 58.1 0.6 0.04 2.9 4.7 19.62

10.4 0.6  0.1  0.0  6.6  0.1  0.0  0.3  0.5  2.2  

수산면
88.9 12.8 1.9 0.03 62.3 0.8 0.03 2.1 2.1 6.84

10.1 1.4  0.2  0.0  7.1  0.1  0.0  0.2  0.2  0.8  

덕산면
111.5 9.5 2.8 0.1 93.9 0.8 0.01 1.0 1.7 1.69

12.6 1.1  0.3  0.0  10.6  0.1  0.0  0.1  0.2  0.2  

한수면
75.6 2.4 0.5 0.2 60.7 0.3 0.01 0.9 2.8 7.79

8.6 0.3  0.1  0.0  6.9  0.0  0.0  0.1  0.3  0.9  

백운면
135.1 8.7 5.4 0.9 111.9 1.5 0.01 2.1 2.3 2.29

15.3 1.0  0.6  0.1  12.7  0.2  0.0  0.2  0.3  0.3  

송학면
72.7 7.8 3.7 0.5 52.3 1.3 0.6 1.8 1.5 3.2

8.2 0.9  0.4  0.1  5.9  0.1  0.1  0.2  0.2  0.4  

동지역
94.9 10.7 9.5 1.43 48.1 6.8 2 5.8 1.7 8.87

10.7 1.2  1.1  0.2  5.4  0.8  0.2  0.7  0.2  1.0  

[표 3-1-1] 읍ㆍ면ㆍ동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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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도

2.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지역 현황

Ÿ 제천시 도시지역은 57.135㎢로 제천시 전체면적의 6.5%이며 동지역이 49.614㎢로 가장 많은 

도시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봉양읍 5.109㎢, 수산면 1.568㎢, 송학면 0.398㎢ 순서로 나타남

Ÿ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지역은 총 287.279㎢로     

전체면적의 32.5%를 차지하며, 농림지역은 전체 면적의 48.7%인 429.96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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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883.468 57.135 6.5 826.334 93.5 287.279 32.5 429.964 48.7 109.091 12.3

봉양읍 147.148 5.109 0.6 142.04 16.1 47.347 5.4 94.693 10.7 - 0.0

금성면 69.666 0.003 0.0 69.663 7.9 28.536 3.2 41.127 4.7 - 0.0

청풍면 93.637 - 0.0 93.637 10.6 44.484 5.0 49.153 5.6 - 0.0

수산면 89.061 1.568 0.2 87.493 9.9 39.326 4.5 37.944 4.3 10.223 1.2

덕산면 106.329 - 0.0 106.33 12.0 20.552 2.3 22.028 2.5 63.750 7.2

한수면 72.791 - 0.0 72.791 8.2 15.193 1.7 23.014 2.6 34.584 3.9

백운면 136.510 - 0.0 136.51 15.5 36.183 4.1 100.327 11.4 - 0.0

송학면 73.866 0.398 0.0 73.467 8.3 32.599 3.7 40.366 4.6 0.502 0.1

동지역 94.46 49.614 5.7 44.403 5.0 23.059 2.6 21.312 2.4 0.032 0.0

[표 3-1-2] 읍ㆍ면ㆍ동별 용도지역 현황                                                    (단위 : ㎢, %)

자료 : 제천시 지역개발과 내부자료

나. 용도지구 현황

Ÿ 제천시 내 용도지구는 크게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타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49.43㎢을 형성하고 있음

Ÿ 행정구역별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1.90㎢가 각 읍ㆍ면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천시 동지역에 0.53㎢로 가장 넓게 지정되어 있음

구 분 계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백운면 송학면 동지역

계 49.43 1.34 0.79 40.50 0.61 0.91 - 1.37 1.42 2.49

취락
지구

소 계 1.90 0.42 - - 0.18 0.25 - 0.05 0.47 0.53

자연취락지구 1.90 0.42 - - 0.18 0.25 - 0.05 0.47 0.53

개발
진흥
지구

소 계 3.71 0.36 0.51 0.99 0.43 0.30 - 0.35 0.77 -

주 거 0.92 0.03 0.07 0.34 - 0.30 - 0.15 0.03 -

산업·유통 1.01 0.33 0.24 - - - - - 0.44 -

관광휴양 1.55 - 0.20 0.65 0.43 - - 0.20 0.07 -

기 타 0.23 - - - - - - - 0.23 -

기타
용도
지구

소 계 43.82 0.56 0.28 39.51 - 0.36 - 0.97 0.18 1.96

미관지구 0.21 - - - - - - - - 0.21

고도지구 0.87 - - - - - - - - 0.87

방화지구 0.88 - - - - - - - - 0.88

경관지구 41.66 0.36 0.28 39.51 - 0.36 - 0.97 0.18 -

개발촉진지구 0.20 0.20 - - - - - - - -

[표 3-1-3] 용도지구 결정현황                                                                (단위 : ㎢)

자료 : 제천시 지역개발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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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용도지역현황도

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

Ÿ 도시지역 면적은 56,692천㎡이며, 이 중 비시가화구역인 녹지지역이 45,713천㎡로 전체 도시

지역 면적의 80.63%를 차지하고 있음

Ÿ 도시지역 중 시가화구역은 주거지역이 9,522㎡(16.8%), 상업지역 1,173천㎡(2.1%), 공업지역 

3,284천㎡(5.8%)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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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동지역 봉양읍 수산면 송학면

합  계
56,692 49,619 5,109 1,566 398

100.0 87.5 9.0 2.8 0.7

주거
지역

소 계
9,522 6,069 299 154 -

100.0 93.0 4.6 2.4 -

제1종일반
주거지역

662 634 - 28 -

100.0 95.8 - 4.2 -

제2종일반
주거지역

5,404 4,991 287 126 -

100.0 92.4 5.3 2.3 -

제3종일반
주거지역

199 199 - - -

100.0 100.0 - - -

준주거
지역

257 245 12 - -

100.0 95.3 4.7 - -

상업
지역

소 계
1,173 966 189 18 -

100.0 82.4 16.1 1.5 -

일반
상업지역

939 894 27 18 -

100.0 95.2 2.9 1.9 -

유통
상업지역

162 - 162 - -

100.0 - 100.0 - -

근린
상업지역

72 72 - - -

100.0 100.0 - - -

공업
지역

소 계
3,284 2,824 460 - -

100.0 86.0 14.0 - -

일반
공업지역

2,557 2,097 460 - -

100.0 82.0 18.0 - -

준공업지역
727 727 - - -

100.0 100.0 - - -

녹지
지역

소 계
45,713 39,760 4,161 1,394 398

100.0 87.0 9.1 3.0 0.9

보전
녹지지역

646 646 - - -

100.0 100.0 - - -

생산
녹지지역

4,220 3,608 526 86 -

100.0 85.5 12.5 2.0 -

자연
녹지지역

40,847 35,506 3,635 1,308 398

100.0 86.9 8.9 3.2 1.0

[표 3-1-4] 도시지역 내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천㎡, %)

자료 : 제천시 지역개발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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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가능지 분석

1. 분석기준 및 과정

Ÿ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지침 4-4-1」에 근거하여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

불능지로 구분하여 분석

Ÿ 개발가능지 분석은 표고, 경사, 임상도, 생태자연도 등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GIS중첩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지 면적을 추출

Ÿ 시가화지역을 기개발지로 분류하고 자연환경(표고, 경사 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지와 개발

불능지의 면적을 추출

Ÿ 개발가능지의 분석과정

- 1단계 : 기개발지역, 용도지역, 표고, 경사도, 임상도 등 개별 주제도 작성

- 2단계 : GIS의 중첩기능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성에 대한 분석

- 3단계 : 개발 잠재력에 따라 기개발ㆍ개발가능ㆍ개발억제ㆍ개발불능지로 구분

2.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Ÿ 개발가능지 분석은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 개발가능지로 구분하며,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분 석 기 준 토지적성평가 결과

기개발지

∙ 시가화 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 발
불능지

∙ 표고 300m이상, 경사도 20도 이상

∙ 생태자연도 1등급, 임상도5영급 이상

∙ 공원, 하천 및 저수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 ‘가’등급 및 ‘나’등급

개 발
억제지

∙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산림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권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개 발
가능지

∙ 제천시 전 지역에서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를 제외한 지역
∙ ‘라’등급 및 ‘마’등급

[표 3-1-5]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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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Ÿ 제천시 전체 면적 883.468㎢ 중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를 제외한 지역을 개발

가능지로 설정하였으며 GIS중첩분석을 통한 개발가능지 면적은 제천시 전체면적의 

13.8%인 121.912㎢로 나타남

구  분 합  계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

면 적(㎢) 883.468 22.129 557.269 182.158 121.912

비 율(%) 100.0 2.5 63.1 20.6 13.8

[표 3-1-6]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그림 3-1-3] 개발가능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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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비교

Ÿ 토지적성평가는 보전 및 개발등급을 가~마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전등급은 가, 나  

등급, 개발등급은 다, 라, 마 등급으로 분류

Ÿ 제천시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등급이 67.5%, 개발등급이 32.5%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천시가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개발가능지역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합  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면 적(㎢) 872.488 309.925 279.335 169.682 97.931 15.615

비 율(%) 100.0 35.5 32.0 19.5 11.2 1.8

비 고 입안제한 입안여부 심의결정 입안가능

[표 3-1-7] 토지적성평가 분석결과                                                          

주) 면적은 구적면적 기준이며, 평가범위는 시가화용지(주거, 상업, 공업)를 제외함

[그림 3-1-4] 토지적성평가 등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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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및 계획목표

1. 기본방향

1)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  

Ÿ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등과 정합성 유지하면서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2) 도시공간구조에 부합하는 제천시 미래상 구현

Ÿ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및 방향제시

Ÿ 생활권별 주요기능 및 시설변화에 따른 기능 재정비

3)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 수립

Ÿ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개발방향 제시

Ÿ 환경친화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는 계획 수립

2. 계획목표

1) 용도배분의 합리성 및 타당성 확보  

Ÿ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기 계획된 시가화용지의 타당성 재검토

Ÿ 제천시의 도시발전축과 공간구조 개편방향을 고려한 적정용도 배치

2) 시가지의 정비방안 마련  

Ÿ 기존 시가화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지역의 기능 활성화 및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기능의 도입 유도

Ÿ 개발가용지 분석, 토지용도 규모의 합리적 추정 및 토지이용 배분을 통해 계획인구의 적정한 

시가화구역을 확보하고 시가지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유도

3)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Ÿ 토지이용계획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원칙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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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1.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

가. 산정방법 및 전제

Ÿ 주거용지의 면적산정은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과 주택유형별 호당부지면적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여, 추정된 면적의 보정치를 최종 주거용지 수용면적으로 결정

1)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Ÿ 2035년 계획인구의 약 90%를 주거용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설정

구  분 기  준 비  고

2020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90%

2035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90% 제천시 현황인구 및 타 시ㆍ군 사례 참고

[표 3-1-8] 주거용지 거주인구 설정

Ÿ 인구밀도 적용기준은 도시기본계획 실무편람,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을 고려하여 조정

구  분 저 밀 도 중 밀 도 고 밀 도

도시기본계획 실무편람 100이하 100~300 300이상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 100미만 150내외 200이상

2020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70 150 210

타 시ㆍ군 
사례

진 천 (2030) 80 130 200

증 평 (2030) 70 150 180

2035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70 150 200

[표 3-1-9] 인구밀도 적용기준                                                         (단위 : 인/ha 이상)

Ÿ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고밀 개발을 지양하고 저밀개발 방향으로 제천시가 

가지는 지역 특성 및 장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인구밀도의 배분은 타 시ㆍ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저밀도 50%, 중밀도 30%, 고밀도 20%로 설정

구  분 저 밀 도 중 밀 도 고 밀 도

2020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50~55% 20~25% 30%

타 시ㆍ군 
사례

진 천 (2030) 50% 40% 10%

증 평 (2030) 30% 50% 20%

2035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50% 30% 20%

[표 3-1-10] 인구밀도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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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식


  







Ra : 주거용지 소요면적   I~n : 인구밀도 구분 Poi : 주거입지별 인구     Di : 주거입지별 인구밀도

2) 주택수와 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Ÿ 주택형식별 공급계획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면적산정은 추정된 인구와 가구에 의한 계획구역 

내 주택형식별 공급계획에 의함

Ÿ 주택수와 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전제조건

구  분 기  준 비  고

가구원수(인) 2.2 제천시 현황(2015년 2.3인) 고려 하향 조정

주택보급률(%) 110 제천시 현황(2015년 108.6%) 및 상위계획 고려

Ÿ 주택의 호별 규모는 제천시와 제원군이 통합된 도농통합 도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당초 

2020년 제천도시기본계획의 적용기준과 타 시ㆍ군 사례를 검토하여 단독주택은 200㎡으로 

설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감안하여 평균 85㎡로 설정

Ÿ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택유형별 구성비는 제천시 현황(2015년 단독 46.8%)을 고려하여 

향후 공동주택 비율의 증가를 감안하여 단독 45%, 공동 55%로 설정

Ÿ 주택유형별 혼합율 및 공공용지율은 타 시ㆍ군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사례 원단위를 반영하여 

혼합율은 공동 10%, 단독 15%를 적용하고 공공용지율은 30%를 적용

Ÿ 용적률은 도시ㆍ군계획수립지침을 반영하여 150%로 설정

구  분
호당면적(㎡/호) 배분비율(%) 혼합율(%) 공공

공지율(%)
용적률(%)

단 독 공 동 단독 공동 단독 공동 단독 공동

2020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230 85 45~50 50~55 10~15 30~35 100 200

타 시ㆍ군 
사례

진 천 (2030) 180 85 45 55 10 30 150

증 평 (2030) 200 100 45 55 15 30 150

2035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200 85 45 55 15 10 30 150

[표 3-1-11] 주택수와 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전제조건

Ÿ 주택수와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식

  × ×
주택수 ×호당부지면적

Ra : 주거용지 소요면적  e : 공공용지율  C : 혼합율  D :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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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1) 인구밀도에 의한 산정결과

Ÿ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15.528㎢로 산정되었음

구 분 계획인구(인)
주거용지

수용인구(인)

밀도별 소요면적(㎢) 전 체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전 체 170,000 153,100 10.935 3.062 1.531 15.528  

도 심 132,400 119,200 8.514 2.384 1.192 12.090 

봉 양 18,100 16,300 1.164 0.326 0.163 1.653 

청 풍 15,400 13,900 0.993 0.278 0.139 1.410 

월 악 4,100 3,700 0.264 0.074 0.037 0.375 

[표 3-1-12]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

     

2) 주택수와 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산정결과

Ÿ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총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12.980㎢로 산정되었음

구 분
계획인구

(인)
가구수
(가구)

주거용지
주택수요량(호)

소요면적(㎢) 전 체
(㎢)단독 공동

전 체 170,000 78,484 86,332 8.708 4.272 12.980 

도 심 132,400 61,124 67,236 6.781 3.327 10.108 

봉 양 18,100 8,357 9,193 0.928 0.455 1.383 

청 풍 15,400 7,110 7,821 0.789 0.387 1.176 

월 악 4,100 1,893 2,082 0.210 0.103 0.313 

[표 3-1-13] 주택수와 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생활권별)

3) 주거용지 소요 면적 산정결과

Ÿ 인구밀도에 의한 방법과 주택수와 1호당면적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결과 중 제한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낮은 값으로 산정된 인구밀도에 의한 산정방식 적용

목표년도 인구밀도방식(㎢) 주택호수방식(㎢) 최종 주거용지 수요(㎢)

2020년 12.799 10.527 10.527

2025년 13.530 11.125 11.125

2030년 14.616 12.029 12.029

2035년 15.528 12.980 12.980

[표 3-1-14]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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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가. 산정방법 및 전제

Ÿ 상업용지 소요면적 산정은 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함

Ÿ 상업용지 이용인구는 2020 제천도시기본계획 기준을 고려하고 타 시ㆍ군 사례를 참고하여 

80%로 적용하고 유형별 이용인구 분담률은 도심 70%, 지역중심 30% 적용하여 산정

Ÿ 1인당 평균상면적,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을 2020 제천 도시기본계획 기준 및 타 시ㆍ군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

구  분

이용인구
(%)

이용인구
분담율(%)

1인당점유
면적(㎡) 

평균층수
(층) 

건폐율
(%)

공공
용지율(%)

도심
지역
중심

도심
지역
중심

도심
지역
중심

도심
지역
중심

도심
지역
중심

도심
지역
중심

2020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90 80 20 20 10 4 2 70 30

타 
시ㆍ군 
사례

진 천 (2030) 80 70 - 10 2.5 70 30

증 평 (2030) 70 - 17 4 75 40

2035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80 70 30 15 3 70 30

[표 3-1-15] 상업용지 설정지표 

Ÿ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산정식

 ×× 
 ×

A : 상업용지 소요면적, p : 상업지역 이용인구, a : 1인당 평균상면적, 
N : 평균층수, r : 건폐율, e : 공공공지율

나. 상업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Ÿ 이용인구에 의한 추정결과 2035년 상업용지 소요면적은 1.543㎢로 나타남

이용인구 유형구분
분담율

(%)
이용인구

(인)
1인당

점유면적(㎡)
층수
(층)

건폐율
(%)

공공
용지율(%)

소요면적
(㎢)

136,000
(계획인구80%)

도심 70 95,200
15 3 70 30

1.124

지역중심 30 40,800 0.419

합계 - 136,000 - - - - 1.543

[표 3-1-16]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용지 수요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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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

가. 산정방법 및 전제

Ÿ 공업용지는 2035년 2차산업 종사자수와 종사자 1인당 부지면적을 적용하여 공장부지면적을 

구하고 공업용지율 및 공공용지율을 반영하여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출

Ÿ 제천시 2차 산업 종사자수는 2035년 제천시 산업별 취업자수 추정자료 적용

- 2035년 제천시 2차산업 종사자수는 20,470인으로 산정됨 

Ÿ 충청북도 종사자 1인당 원단위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15.07)의 종사자 1인당 원단위 충청북도 제조업 평균값

(산업단지 내)을 적용

- 제천시의 공업용지는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관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 충청북도 제조업 평균(종사자 1인당 원단위 225.7㎡)으로 적용

구  분
종사자 1인당 원단위

(제조업전체)
종사자 1인당 원단위

(산업단지 내)
종사자 1인당 원단위

(개별입지)

전국 제조업 평균 229.3㎡ 205.4㎡ 198.7㎡

충청북도 제조업 평균 284.3㎡ 225.7㎡ 388.4㎡

[표 3-1-17]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지면적 원단위 

자료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Ÿ 공업용지율 및 공공용지율은 타지역 사례 및 추세를 고려하여 각각 85%와 30%를 적용

구  분 공업용지율 공공용지율

2020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80% 25%

타 시․군 
사례

진 천 (2030) 85% 30%

증 평 (2030) 85% 30%

2035 제천기본계획 적용기준 85% 30%

[표 3-1-18] 공업용지율 및 공공용지율 

Ÿ 2차산업 종사자에 의한 공업용지 산정식

  
 × ×

I : 공업용지 소요면적, P : 공업지역 종사자수, a : 1인당 부지면적, r : 공업용지율, e : 공공용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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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Ÿ 2035년 목표연도 2차 산업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공업용지 수요추정 결과 공업용지 면적은 

5.613㎢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계획인구

(인)
2차산업

종사자수(인)
1인당

부지면적(㎡)
공업용지율

(%)
공공용지율

(%)
공업용지

소요면적(㎢)

2020년 140,000 15,078

225.7 85 30

4.134

2025년 148,000 17,371 4.763

2030년 160,000 19,293 5.290

2035년 170,000 20,470 5.613

[표 3-1-19]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4. 용도별 수요량 산정결과

Ÿ 토지수요 예측결과 목표연도의 도시지표 달성에 필요한 토지수요량은 주거용지가 12.980㎢, 

상업용지가 1.543㎢, 공업용지가 5.613㎢ 필요한 것으로 추계

구  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인구밀도방식 주택호수방식 이용인구 추정방식 1인당 종사자 부지면적방식

산출면적 15.528 12.980 1.543 5.613

소요면적 12.980 (최저치) 1.543 5.613

[표 3-1-20] 토지 수요량 산정 

Ÿ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의 용도별 수요추정 결과 주거용지는 0.562㎢의 추가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됨

Ÿ 또한 상업용지 0.340㎢, 공업용지 1.484㎢의 추가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됨

구  분 2020년 결정면적(㎢) 2035년 추정면적(㎢) 증 감(㎢)

소  계 17.750 20.136 증) 2.386

주거용지 12.418 12.980 증) 0.562

상업용지 1.203 1.543 증) 0.340

공업용지 4.129 5.613 증) 1.484

[표 3-1-21] 추정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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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토지이용계획

1. 용지구분 기준설정

가. 시가화용지 

Ÿ 시가화용지는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이며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 

하는 토지이며, 주거용지ㆍ상업용지ㆍ공업용지ㆍ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

Ÿ 시가화용지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 계획관리지역 중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관리용지로 계획)

Ÿ 시가화용지 계획방향

-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여 용도 변경

1) 주거용지

Ÿ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중 입지여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지원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수용

Ÿ 도시관리계획상 결정사항과 상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반영하여 주거용지 변경

Ÿ 기 승인된 주거용지 중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보전용지로 변경

2) 상업용지

Ÿ 도시관리계획 상 상업지역을 반영하되, 목표년도의 이용인구를 고려하여 상업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지배분

Ÿ 도시관리계획 상 타용도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용도지역 합리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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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용지

Ÿ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후 개발사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공업 

용지를 확보

Ÿ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상 결정된 공업지역 경계가 상이한 지역을 

반영하여 조정

4) 관리용지

Ÿ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리용지로 계획

Ÿ 도시관리계획 상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역 조정 및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나. 시가화예정용지

Ÿ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년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수요량에 

따라 단계별 총량으로 관리하되,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Ÿ 도시개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량적 관리를 하고 단계별로 배분된 시가화예정

용지는 도시개발 수요와 토지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분배하여 사용

Ÿ 시가화예정용지의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단계별 총량을 토지수요량 범위 내에서 유지하며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통해 결정

Ÿ 시가화예정용지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 목표년도의 도시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시가화용지와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 

Ÿ 시가화예정용지 계획방향

- 개발 용도지역 부여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

-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토지의 계획적 이용ㆍ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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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전용지

Ÿ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ㆍ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

Ÿ 보전용지는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에 지정

Ÿ 보전용지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Ÿ 보전용지 계획방향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2. 용도별 용지배분계획

가. 시가화용지계획

Ÿ 시가화용지는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

하는 토지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로 구분

Ÿ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는 34.627㎢이며, 관리용지가 16.877㎢로 전체 시가화용지의 

48.7%를 차지함

Ÿ 변경 시가화용지는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불일치 지역의 현실화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15.098㎢ 감소하였음

- 주거용지는 2.327㎢ 감소, 상업용지는 0.055㎢ 감소, 공업용지는 0.158㎢ 감소, 관리용지는 

12.558㎢가 감소하였음

 ※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불일치 지역의 현실화

  ∙ 기존 도시지역내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반영

  ∙ 각종 개발사업이 관련 개별법에 따라 사업승인되어 도시관리계획 의제사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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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구성비

합  계 34.627  -15.098  19.529 100.0 

소  계 17.750 -2.540 15.210 77.9 

주거용지 12.418 -2.327 10.091 51.7 

상업용지 1.203 -0.055 1.148 5.9 

공업용지 4.129 -0.158 3.971 20.3 

소  계 16.877 -12.558 4.319 22.1 

관리용지 16.877 -12.558 4.319 22.1 

[표 3-1-22] 시가화용지 변경내역 총괄표                                                       (단위 : ㎢, %)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면 적(㎢) 변경사유

1 제천일반산업단지 일원 보전 공업 1.291 타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2 제천일반산업단지 일원 공업 보전 0.886 타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3 제천일반산업단지 일원 공업 주거 0.121 타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4 제천일반산업단지 일원 주거 보전 0.022 타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5 제천일반산업단지 일원 공업 상업 0.023 타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6 제천시 신월동 일원 보전 주거 0.009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7 제천시 신월동 일원 주거 보전 0.034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8 고암테크노빌 일원 보전 공업 0.018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9 고암테크노빌 일원 공업 보전 0.48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10 수산면수산리, 내리 일원 상업 주거 0.00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11 수산면수산리, 내리 일원 상업 보전 0.00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12 수산면수산리, 내리 일원 보전 주거 0.009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13 수산면수산리, 내리 일원 주거 보전 0.018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14 수산면수산리, 내리 일원 주거 상업 0.00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15 봉양농공단지 일원 보전 공업 0.016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16 봉양농공단지 일원 공업 보전 0.009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17 봉양읍팔송리 일원 보전 주거 0.008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18 봉양읍팔송리 일원 주거 보전 0.006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19 봉양읍연박리 일원 보전 주거 0.00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20 봉양읍연박리 일원 주거 보전 0.02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21 봉양읍장평리 일원 상업 주거 0.02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22 봉양읍장평리 일원 보전 주거 0.026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23 봉양읍장평리 일원 주거 보전 0.08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24 봉양읍장평리 일원 주거 상업 0.00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25 봉양읍장평리 일원 상업 보전 0.004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26 봉양읍장평리 일원 주거 공업 0.03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27 봉양읍장평리 일원 보전 공업 0.00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28 신백동184-6번지 일원 주거 상업 0.00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29 중앙로1가 일원 주거 상업 0.02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30 강제동 일원 주거 상업 0.00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표 3-1-23] 시가화(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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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면 적(㎢) 변경사유

31 의림동50-1번지 일원 주거 상업 0.004 현황여건 반영

32 하소동 일원 주거 보전 0.07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33 고암동1209-1번지 일원 주거 보전 0.31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34 강제동 일원 주거 보전 0.048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35 동지역 일원 주거 보전 0.089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36 하소동77번지 일원 상업 주거 0.003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37 신백동184-6번지 일원 상업 주거 0.004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38 화산동984번지 일원 상업 주거 0.016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39 중앙로1가 일원 상업 주거 0.049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40 강제동 일원 상업 보전 0.01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41 강저테크노빌 공업 보전 0.006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42 제천시 동지역 일원 보전 주거 0.23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43 강저테크노빌 보전 공업 0.01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44 청전동 일원 주거 보전 0.664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45 신백동 일원 주거 보전 1.40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반영

[표 3-1-23] 시가화(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변경내역(계속)

도시기본구상도(당초) 도시기본구상도(변경)

제천일반산업단지 일원

도시기본구상도(당초) 도시기본구상도(변경)

제천시 신월동 일원, 고암테크노빌 일원

[그림 3-1-5] 시가화(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변경



199

(계속)

도시기본구상도(당초) 도시기본구상도(변경)

수산면 수산리, 내리 일원

도시기본구상도(당초) 도시기본구상도(변경)

봉양농공단지 일원, 봉양읍 팔송리, 연박리, 장평리 일원

도시기본구상도(당초) 도시기본구상도(변경)

강제동, 의림동, 하소동, 고암동 등 제천시 동지역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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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시관리계획 상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역 조정 및 결정 고시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관리 

용지에서 제외하였으며, 비도시지역 내 지정된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리용지로 계획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면 적(㎢) 변경사유

①
금성면 성내리 

산악체험관광개발
관리 관리 0.138 변경없음

②
청풍면학현리 

산악체험관광개발
관리 관리 0.119 변경없음

③
청풍면학현리 

산악체험관광개발
관리 관리 0.174 변경없음

④ 봉양읍미당리경희아파트 관리 관리 0.027 변경없음

⑤ 봉양읍연박리LPC 관리 관리 0.06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⑥ 백운면 평동리 M캐슬조성 관리 관리 0.20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⑦ 백운면 평동리 일원 관리 관리 0.14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⑧ 송학면 도화리 묘지공원 관리 관리 0.12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⑨ 송학면 시곡리 문화마을 관리 관리 0.03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⑩ 송학면 입석리 아세아시멘트 관리 관리 0.34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⑪ 송학농공단지 관리 관리 0.08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⑫ 송학면시곡리 한화 관리 관리 0.10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⑬ 금성면 양화리 금성테크노빌 관리 관리 0.09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⑭ 금성면구룡리 문화마을 관리 관리 0.07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⑮ 금성면월굴리금월봉 관리 관리 0.09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⑯ 금성면 성내리 KBS촬영지 관리 관리 0.11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⑰ 청풍면 계산관광지 관리 관리 0.13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⑱ 청풍면 교리관광지 관리 관리 0.31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⑲ 청풍면 교리 만남의 광장 관리 관리 0.14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⑳ 청풍면 물태리 일원 관리 관리 0.34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㉑ 수산면능강리ES리조트 관리 관리 0.13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㉒ 수산면 제천온천지구 관리 관리 0.29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㉓ 덕산면 성내리 일원 관리 관리 0.29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반영

㉔ 해피포천 보전 관리 0.072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용지로 결정

㉕ 삼표이앤씨 공장 보전 관리 0.264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용지로 결정

㉖ 제천노인요양병원 보전 관리 0.034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용지로 결정

㉗ 양화농공단지 보전 관리 0.149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용지로 결정

㉘ 건강보험연수원 보전 관리 0.156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용지로 결정

㉙ 청풍테마타운 보전 관리 0.030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용지로 결정

[표 3-1-24] 시가화(관리)용지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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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면 적(㎢) 변경사유

㉠ 봉양읍원박리 일원 관리 보전 -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반영

㉡ 송학면시곡리 일원 관리 보전 -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반영

㉢ 봉양읍공전리 일원 관리 보전 -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반영

㉣ 수산면 오타리 일원 관리 보전 -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반영

㉤ 덕산면신현리 일원 관리 보전 -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반영

㉥ 백운면 백운특화단지 관리 보전 -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제 반영

㉦ 봉양읍리조트단지 관리 보전 -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제 반영

㉧ 봉양읍마곡리에코세라피 관리 보전 - 개발촉진지구 지정해제 반영

[표 3-1-24] 시가화(관리)용지 변경내역(계속)

[그림 3-1-6] 시가화(관리)용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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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가화예정용지

Ÿ 목표년도의 도시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이며 시가화예정용지의 세부용도 및 구체

적인 위치는 개발수요와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탄력적으로 공급

Ÿ 주거ㆍ상업ㆍ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는 2035년 토지소요면적에서 현재 시가화용지 면적을  

제외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가화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Ÿ 2035년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총 4.926㎢를 소요면적으로 산정

구  분 합 계(㎢)
용도별 배분면적(㎢)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2035년 토지소요면적(A) 20.136 12.980 1.543 5.613

시가화용지(B) 15.210 10.091 1.148 3.971

2035년 신규 시가화예정용지(A-B) 4.926 2.889 0.395 1.642

[표 3-1-25] 주거ㆍ상업ㆍ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 배분면적                                       

❚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공급 수요량 설정

Ÿ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물량은 소규모 공공개발사업과 민간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임

Ÿ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공급 물량을 계획하고 지역 특성상 불특정

하게 발생하는 수요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구분 없이 단계별 공급계획을 수립

- 주  거  형 : 비도시지역 내 난개발 지역의 정비 및 개발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공급

- 산업유통형 : 지역 내 산재된 유통ㆍ물류시설 및 공장밀집지역의 정비 및 집적화, 지역별 균형

발전과 정주성 강화를 위한 지역중심지 개발을 위해 공급 

- 관광휴양형 : 비도시 지역 내 관광산업의 육성과 기능강화를 고려하고 향후 관광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급

- 특  정  형 : 인구 구조 및 사회 변화로 인한 실버타운, 의료시설 및 연수원시설 등 다양한  

토지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Ÿ 2035년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물량은 2015년 12월 말 현재까지 기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 현황 및 추진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하여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특정형으로 

구분하여 소요면적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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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주거형 0.469 0.939 1.408 1.877 

산업유통형 0.389 0.778 1.168 1.557 

관광휴양형 0.597 1.193 1.790 2.387 

특정형 0.160 0.319 0.479 0.638 

합  계 1.615 3.230 4.845 6.460 

[표 3-1-26] 비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배분면적                                 (단위 : ㎢)

주1) 2003~2015년까지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27개소, 4.199㎢)을 토대로 연평균 개발면적 산출

   - 주거형 7개소(1.220㎢), 산업유통형 6개소(1.012㎢), 관광휴양형 10개소(1.552㎢), 특정형 4개소(0.415㎢)

주2) 연평균 개발면적에 목표연도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요 산출

   - 연평균 개발면적 산출결과 : 주거형  0.094㎢, 산업유통형  0.078㎢, 관광휴양형  0.119㎢, 특정형  0.032㎢

다. 보전용지

Ÿ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ㆍ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에 지정

Ÿ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852.553㎢(96.5%)를 보전용지로 계획

3.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

Ÿ 2035년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결과 시가화용지는 총 15.098㎢가 감소한 

19.529㎢ 전체 계획구역 면적 중 2.2%의 구성비로 계획

Ÿ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정보다 3.613㎢가 증가한 11.386㎢로 전체 계획구역 면적의 1.3%에 

해당되며,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6.460㎢ 물량 확보

Ÿ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보전용지 면적은 852.553㎢로 전체 계획구역 면적의 

96.5%의 구성비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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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0(기정) 2035(변경)

증 감
(㎢)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계 882.470 100.0 883.468  100.0 0.998  

시가화
용지

소  계 34.627 3.9 19.529 2.2 -15.098 

주거용지 12.418 1.4 10.091 1.1 -2.327 

상업용지 1.203 0.1 1.148 0.1 -0.055 

공업용지 4.129 0.5 3.971 0.5 -0.158 

관리용지 16.877 1.9 4.319 0.5 -12.558 

시가화
예정용지

소  계 7.773 0.9 11.386 1.3 3.613

주 거 용 1.634 0.2 2.889 0.3 1.255 

상 업 용 0.154 0.1 0.395 0.1 0.241 

공 업 용 1.560 0.2 1.642 0.2 0.08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4.425 0.4 6.460 0.7 2.035 

보전용지 840.070 95.2 852.553 96.5 12.483 

[표 3-1-27] 토지이용계획 변경 총괄표

주)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총면적은 2003년 12월말 행정구역 면적 기준임

    2035년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총면적은 2015년 12월말 행정구역 면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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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도시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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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Ÿ 목표연도가 2035년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토지 자원의 활용을 위해 총 4단계로 구분함

Ÿ 각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적정수준을 유지토록 함

Ÿ 도시공간구조 상 개편전략과 직결되는 사업 및 기 확정된 사업을 우선 시행

Ÿ 도심 또는 기개발지와 인접한 지역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 추진

2) 단계별 개발 및 정비방향

① 1단계 (2016~2020년)

Ÿ 도시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시급한 공급이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사업 추진

Ÿ 기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 시가화용지 내 미개발지 개발

Ÿ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총량을 활용한 체계적 개발 추진

② 2단계 (2021~2025년)

Ÿ 2단계 인구에 따른 토지 수요 및 체계적 개발에 필요한 개발가용지 공급

Ÿ 기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 시가화용지 내 미개발지 또는 사업예정지 개발 추진

Ÿ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총량을 활용한 체계적 개발 추진

③ 3단계 (2026~2030년)

Ÿ 3단계 인구에 따른 토지 수요 및 체계적 개발에 필요한 개발 가용지 공급

Ÿ 기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 시가화용지 내 미개발지 또는 사업예정지 개발 추진

Ÿ 도시지역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총량을 활용한 체계적 개발 추진

④ 4단계 (2031~2035년)

Ÿ 4단계 인구에 따른 토지 수요 및 체계적 개발에 필요한 개발 가용지 공급

Ÿ 도시지역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총량을 활용한 체계적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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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ㆍ생활권별 용지배분

Ÿ 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별ㆍ생활권별 배분은 단계별ㆍ생활권별 계획인구 및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

Ÿ 시가화예정용지의 실제 개발은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을 토지수요량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단계별로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목표연도의 총량을 유지하며 단계별 수요량의 30%내에서 

조정이 가능

구 분
주거ㆍ상업ㆍ공업용 비도시지역

소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소 계 주거형
산업

유통형
관광

휴양형
특정형

전 체

합계 11.386 2.889  0.395  1.642  

6.460 1.877 1.557 2.387 0.639

도심 3.990  2.338 0.313 1.339 

봉양 0.493  0.289 0.041 0.162 

청풍 0.364  0.181 0.041 0.141 

월악 0.080  0.080 - - 

1단계
(2016

～
2020)

소계 2.214  0.436 - 0.163 

1.615 0.469 0.389 0.597 0.160

도심 0.514  0.374 - 0.140 

봉양 0.051  0.037 - 0.014 

청풍 0.019  0.010 - 0.009 

월악 0.015  0.015 - -

2단계
(2021

～
2025)

소계 2.907  0.598 0.065 0.629 

1.615 0.470 0.389 0.597 0.159

도심 1.078  0.499 0.054 0.525 

봉양 0.118  0.055 0.006 0.057 

청풍 0.078  0.026 0.005 0.047 

월악 0.018  0.018 - -

3단계
(2026

～
2030)

소계 3.142  0.904 0.096 0.527 

1.615 0.469 0.390 0.596 0.160

도심 1.224  0.724 0.077 0.422 

봉양 0.163  0.097 0.010 0.056 

청풍 0.116  0.059 0.009 0.048 

월악 0.024  0.024 - -

4단계
(2031

～
2035)

소계 3.124  0.951 0.234 0.323 

1.615 0.469 0.389 0.597 0.160

도심 1.174  0.741 0.182 0.252 

봉양 0.161  0.101 0.025 0.034 

청풍 0.151  0.086 0.027 0.037 

월악 0.023  0.023 - -

[표 3-1-28] 단계별ㆍ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단위 : ㎢)

주) 단계별로 활용하지 못한 시가화예정용지는 이후 단계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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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등 관리방안 

1. 기본방향

Ÿ 비시가화지역 및 시가화예정용지 관리방안 마련

Ÿ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Ÿ 공장들의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하는 방안 마련

2. 추진전략

가. 시가화예정용지의 체계적 관리

Ÿ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관리 및 무분별한 개발 제어

Ÿ 개발시기를 고려하여 계획적ㆍ단계적 입지를 유도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Ÿ 청풍호반 케이블카 및 관광모노레일 주변지역, 제천 제1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주변지역 등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 제천시 동지역과 봉양읍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성면과 

청풍면을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 여건변화에 따른 접근성 강화 및 청풍호 주변 관광지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개발압력이 증대됨

Ÿ 비시가화지역 중 난개발 예상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성장관리 기준 마련 

및 관리 시행

Ÿ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성장관리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관리를 통하여 계획적인 

비시가화지역 관리가 되도록 개발 유도

Ÿ 제천시의 지역여건에 맞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제시 및 계획적 성장관리를 위해 건폐율, 

용적률 등 인센티브 사항 조례 개정 추진

다. 개발 공장 및 무허가 축사의 효율적 관리

Ÿ 개별공장 및 무허가 축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

Ÿ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자율형 준산업단지 지정 활성화 유도 및 기반시설사업 지원

Ÿ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관련기준(개발행위 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