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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주택수요 및 전망

1. 현황분석

가. 주택보급 현황

Ÿ 2015년 주택수는 현재 58,133호로 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며, 가구원수의 감소와 가구

수의 증가로 인해 점차 주택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Ÿ 가구수는 59,856가구로 2011년 대비 2,463가구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가구원수는 2011년 

2.4인에서 2015년 현재 2.3인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 별 단 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 구 인 139,215 138,968 138,629 138,291 137,609

가구수 가구 57,393 57,975 58,662 59,223 59,856

가구당인구 인 2.4 2.4 2.3 2.3 2.3

주택수 호 55,064 55,464 56,520 57,513 58,133

주택보급률 % 106.3 104.8 105.8 106.0 108.6

[표 3-3-1] 주택보급현황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나. 주택유형별 현황

Ÿ 제천시의 주택유형은 2015년 현재 아파트의 비중이 46.2%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유형별 비율은 2011년 대비 단독, 연립주택의 수는 감소하였고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는 

증가하였음

연 별
일  반
가구수

주 택 수
주  택
보급률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주

2011년 51,804 55,064 26,715 26,035 2,051 263 - 106.3

2012년 52,902 55,464 26,960 25,995 1,855 654 - 104.8

2013년 53,416 56,520 27,772 26,068 2,066 614 - 105.8

2014년 54,240 57,513 28,656 26,087 2,105 665 - 106.0

2015년 53,549 58,133 27,204 26,883 1,853 970 1,223 108.6

연평균증가율 0.8 1.4 0.5 0.8 -2.1 49.2 - 0.5

[표 3-3-2] 주택 현황 및 보급률                             (단위 : 가구, 호, %)

자료 : 제천시 건축디자인과, 충북통계연보

주) 일반가구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비혈연가구, 1인가구 포함)



280

다. 주택의 노후도

Ÿ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1995년 이전 준공)은 전체의 약 52.5%으로 나타남

Ÿ 주택의 노후도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88.2%와 66.9%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비주거용건물, 아파트, 다세대주택 순으로 나타남

유 형
총

주택수

건축년도

1979년
이전

1980~
1994년

1995~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노후도

(95년이전)

합계 45,236 6,135 17,616 14,709 1,642 667 1,686 1,096 1,486 199 52.5 

단독주택 18,576 5,868 6,553 4,421 443 280 288 274 256 193 66.9 

아파트 23,792 - 9,125 9,789 1,161 355 1,356 796 1,210 - 38.4 

연립주택 1,987 138 1,614 165 18 16 16 9 11 - 88.2 

다세대주택 190 4 64 110 - - 12 - - - 35.8 

비주거용건물 691 125 260 224 20 16 14 17 9 6 55.7 

[표 3-3-3] 건축연도별 주택                               (단위 : 호, %)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라. 저소득층 주민현황

Ÿ 제천시 내 저소득층 주민현황을 보면 2015년 현재의 전체 가구수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의 가구수는 총가구수의 6.5%인 3,887가구로 이들 대부분은 주거 안정성의 

위협을 받고 있음

Ÿ 따라서 이들 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구 분 총가구수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비 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011년 57,393 4,283 4,789 4,163 4,163 23 422 120 204

2012년 57,975 4,323 4,283 3,611 3,611 27 490 97 182

2013년 58,662 3,578 4,169 3,484 3,484 39 511 94 174

2014년 59,223 3,455 4,022 3,263 3,263 36 468 192 291

2015년 59,856 3,887 4,217 3,686 3,451 36 461 201 305

[표 3-3-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 가구, 인)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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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진단 

가.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 불균형

Ÿ 제천 도심 등의 도시지역에 편중된 주거지 개발로 인하여 도ㆍ농간의 비균형적 발전을 함

Ÿ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낙후 및 기반시설의 부족과 거주인구 노령화로 노인문제가 점차 대두

되고 있음

나. 획일적인 주거환경 개선 필요 

Ÿ 제천시 주택유형은 기존 취락지역은 단독주택으로 획일적인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으며 도심

지역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Ÿ 신규 주택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주민과 연계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다. 기존주택 및 주거지 관리 미흡

Ÿ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건축물(1995년 이전 준공)은 전체의 약 52.5%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및 노후주택 리모델링 추진 등의 주거지 관리가 필요함

Ÿ 도시지역 내에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변 불법주정차와 교통사고 및 소방도로의 미흡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라. 비도시지역의 소규모취락 관리미흡

Ÿ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기존취락은 노후ㆍ불량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 또한 소홀

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Ÿ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증가로 주택의 멸실 및 공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주민의 거주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음

마. 노령자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주택정책 미흡

Ÿ 제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7.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주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임

Ÿ 고령자 및 장애인의 주거복지가 시설중심의 수용보호 위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의 자립성과 정주성을 전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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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방향

가. 주택수요변화에 맞는 다양한 주택공급계획 수립

Ÿ 저출산, 노령화, 독신가구의 증가 등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ㆍ소형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 평면변화가 용이한 가변형 구조의 주택 공급

- 도심 내 상업ㆍ업무지역, 교통 결절지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그림 3-3-1] 가변형 구조의 공동주택 예시 [그림 3-3-2] 도시형 생활주택 예시

Ÿ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추진

Ÿ 고령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하고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기성 시가지의 재생추진과 고령자 친화형 커뮤니티 및 

주거공간 마련

- 생애주기를 고려한 가변형 평면으로 주택구조 변경

- 월세소득 창출을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으로의 리모델링 유도

-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주택구조로의 변경 유도

   

[그림 3-3-3] 도심 공원형 실버타운 사례(부산) [그림 3-3-4]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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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모든 주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소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미달 시 주택의 개량지원 및 기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Ÿ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및 공급의 체계화 추진

Ÿ 저소득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을 적용

구  분 기  준

최소주거면적

가구원수(명)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 기준

필수설비기준
상수(수질 양호 지하수 포함)도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주요 구조부

2. 적절한 방음ㆍ환기ㆍ채광 및 난방설비

3.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대기오염 등 법정기준 적합

4. 해일ㆍ홍수ㆍ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

에 위치하지 말 것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

자료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표 3-3-5] 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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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적인 주거계획 수립

Ÿ 친환경적인 자연요소를 활용한 관광시설 및 위락시설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Ÿ 지구단위계획, 개별사업 등 추진 시 도심 내 빈 공간을 활용한 Open Space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Ÿ 지역의 특성 및 자연경관 자원을 고려한 중ㆍ저밀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인근 수도권 및 

주변 대도시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원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Ÿ 주거단지 내 생태공간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주민생활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자연절약적,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Ÿ 주거단지 개발시 도시열섬효과 억제 및 대기오염물질 체류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원, 녹지, 

하천 등 Open Space 조성으로 바람통로 확보

Ÿ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녹색건축물」설계 활성화, 그린홈 제도 및 인센티브 실시, 에코주택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그림 3-3-5] 패시브 하우스 [그림 3-3-6] 솔라하우스

다. 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정비방식의 마련

Ÿ 생활권 단위로 통합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개별적인 건축 및 지엽적인 정비방식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정비 보완

Ÿ 고령화ㆍ다문화 사회 등에 대비하여 사회 통합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ㆍ문화적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유도

Ÿ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택 노후구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정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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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수요 추정 및 공급계획

가. 주택수요 추정

Ÿ 실수요가구 수는 총인구에서 학생, 공업종사자의 하숙 또는 기숙인 등 독립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주택 인구를 감안하여 총가구수의 90%를 적용

Ÿ 감실주택 수는 불량주택 철거, 노후주택 개선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대체되는 주택수로써 

주택실수요 가구 수의 1% 적용(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주택감실률 : 1%)

Ÿ 장래 가구원수는 핵가족화 심화와 독신세대의 증가에 따라 계속 감소되어 2035년 2.2인으로 

설정(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가구원수 : 2020년 2.7인)

Ÿ 2035년 주택보급률은 상위계획을 감안하여 110%로 설정하고, 주택공급량은 실수요가구와 

기타 감실 주택수를 감안하여 추정(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주택보급률 : 2020년 110%>

Ÿ 목표년도(2035년)의 계획인구 170,000인에 대한 주택보급률을 110%로 설정하면 총 73,322호의 

주택이 필요하며, 계획기간 중(2016~2035년)의 주택공급량은 감실주택수를 감안하여 약 13,146

호가 필요함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획인구(인) 140,000 148,000 160,000 170,000

가구원수(인) 2.3 2.3 2.3 2.2 

가구
(호)　

총수요 59,212 63,215 69,046 74,062 

도심생활권 52,560 54,405 56,851 59,107 

봉양생활권 5,208 5,947 7,583 8,080 

청풍생활권 1,444 2,863 4,612 6,875 

월악생활권 2,057 1,982 1,907 1,830 

실수요(90%) 53,291 56,894 62,142 66,656 

도심생활권 47,304 48,965 51,166 53,196 

봉양생활권 4,687 5,352 6,825 7,272 

청풍생활권 1,300 2,577 4,151 6,188 

월악생활권 1,851 1,784 1,716 1,647 

주택보급률(%) 110 110 110 110

주택수요량(호) 58,620 62,583 68,356 73,322 

감실주택(호) 586 626 684 733 

주택공급량(호) 487 3,824 8,913 13,146 

[표 3-3-6] 주택수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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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공급계획

Ÿ 주택의 공급은 기존 시가지 정비를 최우선으로 정비하되 장ㆍ단기적 측면에서 신개발 주거지 

조성을 통해 주택공급

Ÿ 주택공급은 가구수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 제반의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 유지

Ÿ 단계별로 주택공급은 2016년~2020년 487호, 2021년~2025년 3,337호, 2026년~2030년 

5,089호, 2031년~2035년 4,233호를 공급하여 총 13,146호 공급을 통한 주택보급률   

110.0% 달성

3.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Ÿ 과거 5년 평균 주택공급유형을 검토하여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 30%, 연립/다세대 20%, 아파트 

50%를 적용하여 2035년까지 단독주택 3,944호, 연립/다세대 2,629호, 아파트 6,573호를 공급함 

구  분 합  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주택공급량(호) 13,146 487 3,337 5,089 4,233

단  독(30%) 3,944 146 1,001 1,527 1,270

연립/다세대(20%) 2,629 97 667 1,018 847

아파트(50%) 6,573 244 1,669 2,545 2,117

[표 3-3-7]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Ÿ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12년 전국 93만호에서 

2022년 190만호로 확대하여 총 97만호로 추가 공급할 계획임(2022년 5분위 이하 무주택 

550만 가구 대비 17.6%)

Ÿ 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종합계획의 임대주택비율을 고려하여 15%를 적용토록 하여 2035년

까지 총 1,972호를 공급함

구  분 합  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주택공급량(호) 13,146 487 3,337 5,089 4,233 

임대주택공급량(호) 1,972 73 501 763 635 

[표 3-3-8] 임대주택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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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및 시가지 정비

1. 기본방향

Ÿ 중심시가지의 기능강화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주변시가지를 재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매력 있는 상업 집적지 형성과 주거 및 상업지역의 체계적인 정비기반 마련

Ÿ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에서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역사ㆍ문화와 연계한 도시재생계획 수립 필요

Ÿ 생활권별 현황을 고려한 시가지정비를 통해 지역별로 양호한 경관형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구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도로ㆍ공원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정비ㆍ추진

Ÿ 도심 역할을 하는 중심상업지역은 특색 있는 상업공간 창출을 통해 중심상업 이미지 구축 

및 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ㆍ입체적 시가지 관리

2. 도심 및 시가지 정비

가. 생활권별 중심시가지 정비

Ÿ 생활권별 중심지역의 노후화된 공간과 빈 공간을 활용하여 활력 있는 공간창출을 위한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

Ÿ 중심상업지역은 생활권의 특색을 고려한 중심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차별화된 공간을 

형성하여 상업지역 이용인구의 외부유출 방지

Ÿ 향후 중심시가지의 계획적ㆍ입체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나. 시가지 환경의 체계적 정비

Ÿ 도심재개발을 통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도로변 상업지의 선적 골격 강화, 상점가의 활성화 

및 주변지역과의 융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중심상권주변을 도심 재생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정비 도모

Ÿ 노후ㆍ방치 건축물의 소규모 정비방식 강화를 통한 도시기능 및 경관을 개선하고 개발수요가 

낮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거나 기성 시가지에 있으나 재활용이 부적합한 빈집은 철거하거나 

녹지로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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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 제공

Ÿ 신규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주거유형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주택공급계획 수립

Ÿ 아파트 중심의 주거 획일화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유도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연경관을 고려한 주택 및 주거환경 형성 노력

Ÿ 친환경 주택, 패시브하우스 등 에너지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ICT(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보급 확대

라. 도심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Ÿ 지역자원, 정책방향, 주민의견 등 정성적 분석과 물리, 경제, 사회적 측면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Ÿ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주민역량 강화 등 도시재생 기반 구축

Ÿ 도심내 각종 유ㆍ무형 자산의 조사ㆍ발굴과 더불어 재생과 연계한 활용방안 구축

마.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Ÿ 신규 주거단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기존 주거지내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 간 화합과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지원

Ÿ 지역 거버넌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주민 주도의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Ÿ 사회ㆍ문화적 측면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 생활과 밀접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Ÿ 고령화ㆍ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통합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주민공동체 의식 함양 도모

바. 기반시설의 정비

Ÿ 청전동, 중앙동, 교동, 남현동 등 기존 도심 내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Ÿ 주요 통학로 및 보행축에 소공원, 쌈지공원 및 공개공지 등의 조성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 제공 및 노변 주차에 의한 교통정체 방지를 위한 집적화된 공동주차장 확보

Ÿ 주택가 밀집지역 주변의 건축물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Ÿ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보행자 전용데크 설치 및 보행자 네트워크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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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한 정비

Ÿ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결혼지원센터를 연계하여 결혼

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 종합정보 제공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Ÿ 놀이ㆍ여가는 주거, 건강,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발달의 필수 요건으로 부족한 아동들의 

놀이 공간 확보 등을 통한 아동 친화적 여건 확충

Ÿ 안전하고 아동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관내 놀이터를 아동 친화적인 

형태로 개선 추진

Ÿ 작은 도서관, 장남감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등 아동 전용 도서관 확충 및 숲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Ÿ 고령자 편의를 위한 안전손잡이, 단차 제거 등의 추진과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노인보호 

구역 지정 등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아.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거복지 확대

Ÿ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위한 소규모 

주거공간의 확보를 통해 주거 안정성 도모

Ÿ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집고치기 사업’ 추진

Ÿ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

Ÿ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그림 3-3-7] 집 고치기 사업 사례 [그림 3-3-8] 마이홈 서비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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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계획

가. 도시재생전략계획

1) 제천시 도시재생 기본방향 

Ÿ 도시 중심시가지 기능회복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발전

Ÿ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및 지역 공동체 회복

Ÿ 생활 기반형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마련

Ÿ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 발견을 통한 제천시 정체성 제고

2)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① 제천시 도시재생 비전

[그림 3-3-9] 제천시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② 목표 및 추진전략 

❚ 균형 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Ÿ 과거 물류 중심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현재를 변화시키는 교류적 도시기능 회복

Ÿ 쇠퇴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Ÿ 원도심 기초인프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의료⋅문화의 거점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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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복

Ÿ 지역주민, 상인, 노인, 청년과 청소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자립적 조직화 체계 구축

Ÿ 자발적 주체 주민과 교육 중심 학교, 실행지원자 행정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Ÿ 자립적 조직 수요에 맞춘 주민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회복 유도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마련

Ÿ 제천의 효율적인 생활 공급 서비스를 위한 종합적 스마트 시티 접근 기반 마련

Ÿ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IT 기술 적용 및 확대

Ÿ 밀착된 주민수요 조사를 통한 주민 생활형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 개발

❚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발견

Ÿ 원도심 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지구별 테마 설정 및 연계성 강화

Ÿ 제천시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한 자원 발굴 및 활용성 확대

Ÿ 역사적 자원의 가치 재해석과 변화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적합한 도시환경 조성

3) 도시재생 생활권 설정 및 재생 특화방안

Ÿ 도시재생 생활권 설정

- 도심재생생활권(청전동, 중앙동, 교통, 남현동)

- 부도심재생생활권(신백동)

- 주거재생생활권(영서동, 화산동)

- 산업재생생활권(용두동, 의림지동)

[그림 3-3-10] 제천시 재생생활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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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재생생활권별 도시재생 전략 종합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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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지역간 연계방안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Ÿ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지역은 원도심, 버스터미널 일원, 청전동 A구역, 

청전동 B구역, 교육청 일원, 옛 철도관사 일원, 구)서부시장 일원, 역세권 등 8개로 구분되며 

이를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에 따라 5개의 사업 유형으로 구분함

Ÿ 도시재생 유형별로는 중심시가지형 3개소, 일반근린형 2개소, 주거지지원형 1개소, 우리동네

살리기형 2개소 등 총 4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함

지 역 명
법정
유형

재생사업 
유형

도시재생방향 비 고

기 
활성화
지역

원도심 
(중앙로1가ㆍ2가, 

명동, 교동, 
남천동)

근린
재생형

중심
시가지형

- 낙후주거지역 명소화
- 대학-시장연계 상권활성화 추진
- 지역특화 문화기능 강화

2017년
활성화

계획수립

신규
지정
지역

옛 철도관사 일원
우리동네
살리기형

- 제천관광 이미지 특화 뉴딜
- 방범, 치안, 안전 등 동네 환경개선
- 주민 활력의 장 마련

2017년
국토부

공모선정

교육청 일원
우리동네
살리기형

- 안전방재활동 실현을 위한 정주 환경
- 지역공동체 회복
- 지역특화를 통한 가치 향상

2018년
국토부

공모선정

버스터미널 일원
중심시가

지형

- 상권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재생
- 고령 인구를 위한 안전복지, 약자 

배려 가로환경 조성

청전동 A구역
일반

근린형

- 주민공동체 기반 조성 및 구축
- 행정과 연계한 다양한 주민 교육
- 주민 삶의 질 향상

청전동 B구역
주거지
지원형

- 주민 생활안전도 향상
- 공동체 활동을 통한 문화환경 회복
- 방치된 유휴지의 환경적 개선

역세권
중심

시가지형

- 제천 역세권 중심지 기능회복
- 한방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활용한 

역세권 상권회복

구)서부시장 일원
일반

근린형

- 주민 삶의 질 향상
-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 주민 커뮤니티 기반 상생 환경 재생

[표 3-3-9]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자료 : 제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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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성화지역간 연계방안

Ÿ 제천시는 강저택지지구와 미니복합타운 등 신규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원도심 쇠퇴가 아닌 

탄광산업 등 기간산업 쇠퇴에 따른 인구ㆍ사회부문, 산업ㆍ경제부문, 물리ㆍ환경부문 등의 

쇠퇴가 발생 

Ÿ 제천 역사 주변 환경개선을 통하여 역세권 지역 재생을 실현함으로써 원도심과 연계한 재생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하고, 관광, 문화예술, 상업 등 도시 활력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요소의 

복합추진으로 교류 인프라 구축

Ÿ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과 근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활성화

지역 간 도시 활력 증진과 신규 주거단지와의 균형발전 도모

구  분
중심시가지 주거생활

원 도 심 역세권, 버스터미널 일원 기타 주거지역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계획 방향

- 원도심 중심시가지 재생

- 지역경제 활성화

- 역사문화거점 재생

- 교통물류거점 재생

- 주거환경 재생
- 주거환경 재생

계획 내용

- 지역내 상권 특성화 재생 - 제천역 교류인프라 구축 - 개선된 주거환경 조성

- 청년ㆍ상인 상생사업 - 철도청 협력 관광 플랫폼 - 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

- 낙후 주거지의 개선사업 - 물류특화지구 선정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대문화 연계 활동 - 주민참여 테마경관 조성 - 골목재생 환경개선

연계 방안

- 제천역에서부터 도심 중심 

시가지까지 문화ㆍ상업ㆍ관광

ㆍ축제 등 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도적 도시재생 

역할 담당

-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 도심부와 인접한 생활권의 

재생 견인 역할 담당

- 주민조직의 적극적 운영 

및 기존 재생지역의 프로

그램 연계 운영 가능

- 도심부와 인접한 생활권의 

재생 견인 역할 담당

- 주민조직의 적극적 운영

-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 도모

[표 3-3-10]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간 연계방안

자료 : 제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9



295

     

[그림 3-3-12]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간 연계방안 종합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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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천시 도시재생 추진 방향

1) 다양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추진

Ÿ 지역의 물리적 노후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측면의 문제와 역사성, 문화, 사회적 자본 등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추진

Ÿ 도심재생, 산업재생, 주거재생, 부도심재생 등 제천시 재생생활권의 발전방향 및 재생과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중심시가지 기능회복 및 균형발전 도모

Ÿ 지역ㆍ대학간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거점시설 마련과 도심내 청년과  

시민이 모이는 열린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Ÿ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으로 확정된 마중물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H/W사업과 S/W사업 추진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핵심지역의 발굴

Ÿ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기반시설, 과거 입지적, 경제적 중심지 등 잠재력을 활용하여 

최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 재생지역 발굴

Ÿ 도심 내 유휴부지 및 대규모 개발 추진 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민간투자 유도

Ÿ 도심의 장소성을 활용하고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도모

3) 장소 중심적 재생을 위한 분야별 정책 사업 프로그램의 집중 연계

Ÿ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정책ㆍ집행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재정적 낭비 등의 방지를 위해   

개별추진 사업, 프로그램의 통합ㆍ집중ㆍ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의 최대화 도모

Ÿ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문제 극복을 위해 장소가 가지는 환경과 사람, 기능의 제고를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두는 통합적 정책과 프로그램의 발굴ㆍ강화

4)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Ÿ 도시재생의 경제적 자립구축을 위해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재생 시스템의   

구축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용 방안 마련

Ÿ 주민참여 조직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ㆍ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 양성

Ÿ 주민 및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Ÿ 주민참여를 위한 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할 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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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재생 실천전략

1)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Ÿ 도심 내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추진

Ÿ 역사ㆍ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Ÿ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핵심지역의 발굴

Ÿ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그림 3-3-13] 원도심 활성화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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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세권 정비를 통한 도심 및 지역중심 기능 증진

Ÿ 중앙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철도교통거점을 위한 제천역사 부지 개발 추진

- 제천역사 신축, 공원 조성, 행복주택 건립 등

Ÿ 역세권 주변 시가지 정비

- 제천역 신축과 연계한 역세권개발을 통해 상업ㆍ문화 중심공간 형성

- 제천시 음식특화 옛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한마음시장 정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 화산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그림 3-3-14] 역세권주변 정비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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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시지역 정비

1. 기본방향

Ÿ 친환경적 요소 및 역사ㆍ관광요소를 도입한 전원주택 및 생태마을, 농촌휴양단지 조성으로  

인구 흡수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유도

Ÿ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지역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Ÿ 빈집정비를 통한 유휴지를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하여 상호 교류 및 공동체 활력 증진

Ÿ 노후화된 주거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권역사업 

및 농촌마을 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2. 비도시지역 정비

가. 읍ㆍ면소재지 정비를 통한 농촌 시가지 정비

Ÿ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기능을 제공하는지역중심생활권을 육성하여

도시지역~지역중심~농촌마을의 연계망 구축 및 중간거점으로 육성

Ÿ 생활권내 마을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학, 구매, 공공 및 문화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의 판매를 지원하는 농촌 생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부여

Ÿ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의 차별화 및 특화를 유도하고,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그림 3-3-15]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개념도 [그림 3-3-16]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개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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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Ÿ 주택ㆍ담장ㆍ지붕개량ㆍ빈집정비ㆍ마을주변 환경개선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적극 추진

Ÿ 쾌적한 정주생활 공간이 조성되도록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활편의시설과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을 확충하고 특히, 건강 관련 시설 및 정보화 시설, 도ㆍ농 교류시설 

등의 강화 및 복합화 유도

Ÿ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노선체계 개선 등을 통해 도시지역과의 접근성 강화 및 교통소외  

지역 해소

다. 도시민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

Ÿ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주택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과 수도권 및 인근 지역 은퇴자 및  

노인층을 겨냥하여 한방자원의 활용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노인전용 

주택, 노인스포츠클럽, 노인문화 휴식공간 등을 겸비한 실버타운 및 은퇴자마을 조성

Ÿ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거점 마을로 선정하여 육성 및 개발

라. 농ㆍ산촌을 매력있고 가치있는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Ÿ 제천의 자연환경, 생활방식 및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슬로우 라이프와 슬로우 푸드를 통한 

슬로우시티 개념을 적용한 마을 조성

Ÿ 현재 농촌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주택의 대부분은 외래양식으로 제천지역의 기후, 역사,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일반 농촌지역과 구분되는 한옥마을 등 특화된 농촌주거지 조성

Ÿ 제천시의 풍부한 내수면을 이용한 테마가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통해 마을단위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개발방안 모색

Ÿ 약초생산, 고랭지 농업, 양채류 농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도모

Ÿ 다양한 유형의 농촌, 산촌 체험시설 정비를 통해 관광자원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마. 마을공동체 활성화

Ÿ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도입하여 농ㆍ산촌마을 특색을 살린 마을정비사업 시행

Ÿ 농ㆍ산촌마을 내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Ÿ 마을지원센터 등 농ㆍ산촌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ㆍ유지를 위한 공공관리 시스템 도입



301

바. 자연취락지구 지정

Ÿ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 중 면소재지의 지역중심 생활권내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수립된 개발진흥지구 등을 제외한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관리토록 함

1) 지정대상(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 지침)

Ÿ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Ÿ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Ÿ 자연적ㆍ경제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조화 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Ÿ 주변에 상당 규모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함

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

Ÿ 토지이용 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ㆍ통풍 상 이웃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지정기준

Ÿ 대상호수 : 집단화 된 취락 10호이상인 지역(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 안으로 이전 

시 대상호수 이상인 경우 포함)

Ÿ 경계설정기준

-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

- 취락지구의 경계선의 형상은 가급적 장방형, 원형, 타원형 등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도록 해야 

하며, 가로와 세로의 비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경계선을 설정

3) 개발방향

Ÿ 자연취락지구는 각 용도지역의 법정 허용용도와 규제사항을 따르도록 함

Ÿ 주택의 신ㆍ개축시 주변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

Ÿ 지자체 주도하에 도로, 상ㆍ하수도,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개량ㆍ정비계획 수립 및 설치



302

마.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의 정비

Ÿ 상ㆍ하수도, 도로, 주택 등의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비 방안 및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Ÿ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리사업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시설 조성, 문화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Ÿ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마을 정비사업의 발굴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농촌 주거환경 정비

구  분 면 적(ha)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주 요 사 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송학면 936 5,700 2016~2019 - 문화센터 건립 등

청풍면 286 5,886 2017~2020 -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봉양읍 14,450 8,000 2017~2021 -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금성면 405 5,976 2018~2021 - 복지문화센터 신축 등

마을 
만들기 
사업

청풍면 도화리 674 500 2018~2019 - 문화광장 조성 등

수산면 오티리 437 500 2018~2020 - 문화광장 조성 등

수산면 대전1리 571 496 2018~2020 - 폐교 리모델링 등

봉양읍 구학1리 1,190 500 2019~2020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송학면 무도2리 269 500 2019~2020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덕산면 도기리 1,119 500 2019~2020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수산면 적곡리 218 500 2019~2020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봉양읍 옥전1리 167 1,000 2019~2021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봉양읍 구학2리 1,190 500 2019~2021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청풍면 신리 302 500 2020~2021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수산면 고명리 487 500 2020~2021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수산면 다불리 204 500 2020~2021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수산면 상천리 1,307 1,000 2020~2022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한수면 송계4리 800 500 2021~2023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청풍면 연론리 592 500 2021~2023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청풍면 도화리 293 1,000 2021~2023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덕산면 신현2리 999 1,000 2021~2023 - 기초생활기반확충, 역량강화 등

[표 3-3-11] 농산어촌 개발사업 현황

자료 : 제천시 내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