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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경제 및 산업개발계획 

 농ㆍ림ㆍ축산업

1. 현황분석

가. 농업

1)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Ÿ 2015년 현재 제천시의 총인구수 137,609인 중 농가인구수는 17,353인으로 전체인구수의 약 

12.6%를 차지하며, 이는 충청북도 11.0%(농가인구수 178,248인/총인구수 1,616,589인)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제천시의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총인구
(인)

총가구수
(가구)

농가인구
(인)

농가수
(가구)

농가수
비율(%)

경지면적(㏊)

계 논 밭

2011년 139,215 57,393 17,449 7,167 12.5 1.47 0.39 1.08

2012년 138,968 57,975 16,985 6,876 11.9 1.58 0.41 1.17

2013년 138,629 58,662 17,049 7,046 12.0 1.52 0.40 1.12

2014년 138,291 59,223 17,876 7,553 12.7 1.41 0.36 1.06

2015년 137,609 59,856 17,353 7,331 12.2 1.45 0.36 1.09

[표 3-8-1]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현황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2) 농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Ÿ 영농 기계화에 따라 식량작물 생산량의 경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실류의  

생산량과 특용작물 또한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Ÿ 채소류는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농산물 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며 증가하고 있음

구 분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과실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11년 3,462.0 14,766 1,725.8 26,169 204.8 133 648.9 8,201 

2012년 3,364.5 14,399 682.3 91,023 152.4 147 721.2 9,670 

2013년 3,960.1 19,353 801.2 12,149 154.2 139 744.9 9,711 

2014년 3,570.9 20,412 839.0 27,736 204.9 186 740.3 9,938 

2015년 3,680.0 20,911 748.8 60,323 219.5 190 1,253.4 10,872 

[표 3-8-2] 농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 M/t)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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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주요 채소류 생산량으로는 조미채소류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과채류, 염채류 순으로 나타남

구 분
합 계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11년 1,725.8 26,169 138.0 6,996 180.1 10,872 59.4 2,651 1,348.3 5,650

2012년 682.3 91,023 130.9 45,164 85.2 24,276 34.2 10,605 432.0 10,978

2013년 801.2 12,149 118.6 4,974 103.8 3,180 35.3 858 543.5 3,137

2014년 839.0 27,736 114.2 3,015 114.1 5,256 44.3 1,768 566.4 17,697

2015년 748.8 60,323 119.0 4,550 75.4 2,822 23.8 860 530.6 52,091

[표 3-8-3] 주요 채소류 생산량 변화추이                                                (단위 : ha, M/t)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주) 과채류(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엽채류(배추, 시금치, 상추, 양배추) 근채류(무, 당근) 
조미채소류(고추, 파, 양파, 생강, 마늘, 가지, 깻잎, 기타)

나. 임업

1) 소유별 임야면적 현황

Ÿ 2015년 현재 제천시의 임야면적은 64,552㏊로 국유림이 14,689㏊(22.8%), 공유림이 18,102㏊

(28.0%), 사유림이 31,761㏊(49.2%)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합 계
국 유 림 공 유 림

사유림
소 계 산림청소관 타부처소관 소 계 도유림 시군유림

2011년 64,628 13,512 11,146 2,366 20,856 6,415 14,441 30,260

2012년 64,753 13,389 10,995 2,394 20,858 6,415 14,443 30,506

2013년 64,753 13,389 10,995 2,394 20,858 6,415 14,443 30,506

2014년 64,753 13,389 10,995 2,394 20,858 6,415 14,443 30,506

2015년 64,552 14,689 11,796 2,893 18,102 6,420 11,682 31,761

[표 3-8-4] 소유별 임야면적 현황                                                            (단위 : ㏊)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2) 임산물 생산량 현황

Ÿ 임산물 생산량 현황을 살펴보면 약용식물이 2011년 787,162kg에서 2015년 1,018,784kg  

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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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재(㎥) 수실(kg) 산나물(kg) 약용식물(kg) 연료(M/T) 버섯(kg) 조경재(본) 비고

2011년 54,104 72,383 216,281 787,162 840 12,801 -

2012년 40,301 46,421 198,035 686,999 900 19,037 -

2013년 27,793 117,660 154,220 855,523 - 64,315 2,567

2014년 106,030 82,079 137,467 905,167 - 39,195 1,990

2015년 63,999 109,228 250,027 1,018,784 - 40,384 2,235

[표 3-8-5] 임산물 생산량 현황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다. 축산업

Ÿ 제천시의 가축사육은 2011년에 비해 2015년 현재 사육 농가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가축 마리수는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육농가당 마리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음

구 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사육호수 마리수

2011년 1,134 16,567 9 359 29 25,049 604 952,863

2012년 1,064 16,712 9 389 34 28,010 506 919,848

2013년 878 17,145 9 394 33 28,113 562 930,320

2014년 768 15,754 10 434 28 29,299 510 1,045,011

2015년 684 15,811 11 376 27 26,431 436 978,450

[표 3-8-6] 주요 가축사육 현황                                                          (단위 : 호, 마리)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라. 어업

Ÿ 제천시의 어가 및 어업종사자는 2011년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어선은 2011년 기준

보다 8척 감소하여 2015년 현재 94척을 보유하고 있음

구 분 어 가 어가인구 어업종사자 어선보유

2011년 112 319 183 102

2012년 115 297 180 100

2013년 116 310 186 97

2014년 116 310 186 99

2015년 116 310 186 94

[표 3-8-7] 어가 현황                                                               (단위 : 가구, 인, 척)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454

2. 기본목표 및 방향

Ÿ 제천지역 내 부존관광자원 및 환경자원과 연계한 관광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농업체험상품의 

개발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 시키고 도ㆍ농 교류를 통한 소득의 다원화 추진

Ÿ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를 맞아 친환경농업 및 한방산업 육성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Ÿ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 등 기술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신 생산 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지속적인 지역혁신체계 정비

Ÿ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한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ㆍ보호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및 고부가가치 창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양식

어업육성 지원사업 추진 

Ÿ 지역특산품과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위해 전문판매장, 교육장 홍보 등 다양한 

유통기반체계 구축

3. 추진전략

1) 농ㆍ축산업 인력 및 생산기반 확충

Ÿ 도시 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한 귀농정책 수립과 귀농인의 창업지원 방안 마련

Ÿ 도심 주변 근교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농업 생산기반 확충

Ÿ 가축사육 농가수 감소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산분야 전문인력 육성방안 마련

Ÿ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및 전과정 기계화를 위해 생산ㆍ가공ㆍ유통 연계 신기술 특화단지  

육성과 첨단 영농기술 보급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실시

Ÿ 토지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우량농지의 확보 및 경지정리사업 확대와 집단화

된 농경지에 대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의 강화 및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

2)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개발 및 농촌체험 관광 육성

Ÿ 농촌체험, 생태, 전통문화 등 농촌마을의 지역여건과 마을특성 및 특화 등을 고려하여 농촌 

유형별 특성화 마을 조성

Ÿ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체험마을 지역자원의 체험상품 개발로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ㆍ특성화를 통해 도농교류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 복합적인 

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농업관광 기반 조성과 다양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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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농업체험과 문화ㆍ예술ㆍ휴양 등이 접목된 친환경 농업공원 및 생태계 복원을 통한 휴양관광

전원농촌 등을 조성하고 농업체험교육,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테마마을 

및 농촌 에듀팜 조성

3)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 

Ÿ 농산물에 BT 기술을 접목한 웰빙(Well-being) 지향적 차세대 농업을 개발하고, 이와 조화

하여 안전성, 우수성이 뛰어난 농산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기관 설립

Ÿ 새로운 전략작목 발굴 및 신기술, 규모화, 명품화, 농가소득원 발굴 및 주요작목에 대한 

스마트팜 및 생산, 가공, 유통기반 구축에 따른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 

Ÿ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도입과 지역특산물인 약초의 생산 및 가공 상품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가공기술을 컨텐츠로 활용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

4)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전문재배단지 조성

Ÿ 제천시는 “제천약초웰빙특구”로 약초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인프라가 풍부하여 약용작물 

주산지와 더불어 천연물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천연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천연물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전체의 산업고도화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Ÿ AI, IOT, Big Data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농업 및 미래형 축산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Ÿ 4차 산업혁명 주요 트렌드인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노동집약적인 전통 농업 및 축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

Ÿ 친환경 식량작물특화단지, 과수원예단지, 약초재배단지, 산채단지 등 지역 내 농업권역을   

설정하여 각 권역별 특성과 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지역 특화품목을 선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문재배단지 조성

5) 고부가가치 브랜드 작물 개발 및 관리

Ÿ 제천시 농업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활성화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적인 친환경 명품 농산물 

브랜드로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및 지리적 표시제 확대

Ÿ 신선 채소 및 과채류 재배단지, 묘목 및 특수작물 유통단지, 화훼단지 등 시설재배의 투자를 

확대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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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약용작물 유효성분 분석, DB화 및 산업화 지원으로 

한방산업을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약용작물 종묘ㆍ종근 보급을 통한 약용작물 재배단지   

확대 추진

6) 도시민과 산림의 연계

Ÿ 기 조성된 11개 산촌생태마을과 더불어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및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촌 6차 산업 활성화사업 추진

Ÿ 산림자원 보전과 육성 측면에서 휴양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수련원 

등 산림휴양시설 확대 조성 및 개발 방안 모색

Ÿ 도시민과 산림 주변의 마을을 연계하여 마을 숲을 관리하고 특색 있는 산림 조성과 산촌  

특화마을을 조성하며, 다양한 수련활동 및 숲 탐방 등 산림체험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7) 내수면어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Ÿ 제천시의 풍부한 내수면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스마트팜 조성과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내수면 강마을 재생 및 정주 여건 개선

Ÿ AI, ICT 등을 접목한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및 주요 전략품목별 첨단 양식기술 

연구개발 추진을 통해 스마트 핵심기술 개발 및 고도화, 첨단 스마트양식화 추진

Ÿ 내수면어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양식시설의 첨단화 및 규모화를 통해 내수면 양식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및 어도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 및 관리방안 마련

Ÿ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및 고부가가치 창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계획 등 추진

8)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고소득 작목 발굴과 미래지향적 농업정책 실현

Ÿ 기후변화에 대응한 석류 등 아열대 작물을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미래지향적 농업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역농가 소득증대 정책 추진

Ÿ 또한 농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 확대와 다각적인 농산물유통 판로 

개척, 수출농업 활성화 등 신농업 소득원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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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1. 현황분석

가. 제조업 주요현황

Ÿ 2015년 현재 제조업체수는 145개, 종사자수는 5,301인이 종사하고 있음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비  고
2011년 115 4,011 1,384,330 605,256
2012년 118 4,171 1,461,375 615,581
2013년 122 4,233 1,499,558 725,875
2014년 139 5,128 1,956,362 890,630
2015년 145 5,301 2,101,742 937,937

[표 3-8-8] 제조업 현황                                                        (단위 : 개소, 인, 백만원)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Ÿ 광업 및 제조업의 업종별 주요 사업체수는 식료품이 2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비금속광물제품이 각각 20.0%, 9.6%로 그 뒤를 잇고 있음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종사자수(인)개소 구성비(%) 인 구성비(%)
합  계 145 100.0 5,119 100.0 35.3

비금속광물광업: 연료시용제외 6 4.1 115 2.2 19.2
식료품 40 27.6 1,622 31.7 40.6
음  료 1 0.7 - - -

섬유:의복제외 3 2.1 70 1.4 23.3
목제및나무제품:가구제외 2 1.4 - - -

펄프,종이및종이제품 4 2.7 103 2.0 25.8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 2 1.4 - - -

화합물및화학제품:의약품제외 10 6.9 275 5.4 27.5
의료용물질및의약품 9 6.2 538 10.5 59.8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7 4.8 147 2.9 21.0
비금속광물제품 14 9.6 631 12.3 45.1

제1차금속 2 1.4 - - -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 제외 9 6.2 260 5.1 28.9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1 0.7 - - -
전자장비 2 1.4 - - -

기타 기계 및 장비 4 2.8 131 2.5 3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29 20.0 1,227 24.0 42.3

[표 3-8-9] 광업 및 제조업 업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현황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Ÿ 종사자수에 의한 비중은 식료품 3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0%, 비금속광물제품 12.3%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업체당 종사자수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이 59.8인, 비금속광물제품이 

45.1인으로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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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단지 현황

Ÿ 제천시 내 제천제2산업단지의 면적이 가장 넓으나, 입주업체수, 고용인원 및 생산액이 가장 

많은 단지는 제천일반산업단지임

Ÿ 제천일반산업단지 내 44개 업체가 존재하며, 생산액은 5,997억원으로 나타남

Ÿ 제천시와 인접한 충주지역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을 검토한 결과, 충주시에 16개의 

단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업체가 입점해 있는 산업단지는 충주첨단일반산업단지로 

59개소가 입점해 있고, 생산액이 가장 많은 산업단지는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로 나타남

시 군 산업단지
총면적
(천㎡)

업체수
(개사)

고용인원
(인)

생산
(억원)

비  고

제천시

제천일반산업단지 1,195 44 2,005 5,997 석유화학

제천제2산업단지 1,310 37 797 1,114 석유화학

제천제3산업단지 1,122 - - - -

강저농공단지 126 29 255 245 음식료, 기계

고암농공단지 168 16 245 272 기계

금성농공단지 85 11 122 531 석유화학,비금속,기계,전기전자

봉양농공단지 127 2 - - 석유화학,비금속

송학농공단지 89 8 131 466 기계,기타제조

양화농공단지 148 4 - - 기계

충주시

대신일반산업단지 47 1 - - 비금속

만정일반산업단지 50 1 - - 비금속

중원일반산업단지 375 27 439 1,943 석유화학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 194 - - - -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1,811 7 - - 음식료,석유화학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1,286 43 1,880 7,603 기계, 전기전자

충주제3산업단지 129 4 80 1,033 기계

충주제4산업단지 176 3 - - 기계,비금속,음식료

충주제5산업단지 295 - - - -

충주첨단일반산업단지 1,920 59 1,484 5,302 전기전자,석유화학

충주DH산업단지 77 3 - - 목재종이,비금속,운송장비

KGC예본일반산업단지 87 1 - - 음식료

가금농공단지 224 6 438 874 전기전자,기타제조

가주농공단지 131 11 178 913 석유화학,기계,기타제조

용탄농공단지 192 15 382 1,928 석유화학,전기전자

주덕농공단지 159 14 329 858 전기전자,기타제조

[표 3-8-10] 제천시, 충주시 산업단지 현황 

자료 : 2016 한국산업단지 총람, 2015  



459

2. 기본목표 및 방향

Ÿ 제천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방바이오, 자동차부품산업, 천연물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의 신재생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전략산업 유치

Ÿ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다른 제천 중부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제천 제4산업단지, 제5산업

단지 조성과 첨단BT특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첨단복합단지 개발

Ÿ 약초산업, 한방명의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건강사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산업클러  

스터 단지 조성

Ÿ 지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천물류단지 조성과 산업과 물류 거점간 연계성 강화 및 

대량 화물 수송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물류체계 도입

3. 추진전략

1) 기업하기 좋은 제천 조성

Ÿ 향토기업들의 금융, 기술, 경영,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구축 운영

Ÿ 산업단지에는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연구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임대형 건물을 건설하여   

생산기업들의 지원기능 강화

Ÿ 산ㆍ학ㆍ연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 맞춤형 우수인력 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  

자동차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식품산업 등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치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

Ÿ 기업 유치에 따른 기업종사자를 위한 원룸, 소형 임대주택, 아파트 공급 등 인력공급과 이들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복합용도 개발 추진

2) 한방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Ÿ 제천시는 국제한방 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와 약초웰빙특구 조성, 한방바이오타운, 한방   

명의촌, 한방병원, 약초생산산업 등 수많은 한방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한방

바이오 특화산업 육성과 건강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한방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Ÿ 원주 의료기기 R&D기반, 제천 한방바이오 R&D기반, 충주 당뇨바이오 R&D기반의 건강 

산업 발전축 연계 및 경쟁기반 강화를 위한 한방바이오, 약초산업 등 지역자원의 집적화와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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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호축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중심의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Ÿ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의 인프라 구축 및 연계를 통해 제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한방약초산업, 자동차 전장부품산업, 천연물 산업 등을 전략업종으로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기반 구축

Ÿ 자동차 전장부품산업, 천연물 산업 등 업종별 특화된 산업의 집적화 및 입주 기업들 간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신기술개발 및 전달체계 조성

Ÿ 광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석회석ㆍ활석 등을 통한 황토시멘트, 친환경시멘트 

등 신제품 개발과 광업과 화장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광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

Ÿ 타 지역에 비교우위에 있는 유망업종과 지역 내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4) 미래 신성장 핵심기반 육성을 위한 첨단복합단지 조성

Ÿ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와 R&D시설 조성을 위한 BT특화 

첨단복합단지 조성과 BT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신성장 전략사업 추진

Ÿ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존 자동차부품산업과 연계한 미래수송기계,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등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와 R&D시설 조성 기반 마련

Ÿ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단지와 인간중심의   

친환경 주거기능 도입한 미래형 첨단복합단지(멀티플렉스타운) 조성 

Ÿ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IT+BT+GT 등 융ㆍ복합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융ㆍ복합  

산업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장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개발 추진

5) 바이오헬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건강산업클러스터단지 조성

Ÿ 한방바이오, 약초산업 등 지역자원의 집적화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바이오헬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약초웰빙 특구 등과 연계한 건강산업클러스터단지 조성

Ÿ 관광ㆍ휴양, 웰빙ㆍ체험, 약초산업 특화를 위한 R&D시설을 유치하고 건강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Ÿ 천연물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천연물산업 육성기반 마련

Ÿ 건강산업 활성화와 건강산업 단지 조성을 통한 집적화 및 시너지 효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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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서비스업

1. 현황분석

가. 일반현황

Ÿ 2015년 현재 유통 및 생산자서비스 관련업종의 사업체수는 모두 10,839개소이며, 38,041인이 

종사하고 있음

Ÿ 사업체수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30.2%, 숙박 및 음식점업이 26.6%를 차지해 전체의 

5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종사자수의 경우는 도매 및 소매업이 21.0%, 숙박 및 음식점업 17.9%, 교육서비스업 12.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6% 순으로 비중이 높고, 업체당 종사자수에 의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34.7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종사자수(인)개 소 구성비(%) 인 구성비(%)

합  계 10,839 100.0 38,041 100.0 3.5

 도매 및 소매업 3,274 30.2 7,967 21.0 2.4

 운수업 1,103 10.2 3,729 9.8 3.4

 숙박 및 음식점업 2,888 26.6 6,803 17.9 2.4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8 0.4 302 0.8 6.3

 금융, 보험업 106 1.0 1,292 3.4 1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321 2.9 1,005 2.6 3.1

 전문과학 및 전문서비스업 165 1.5 678 1.8 4.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8 1.4 1,647 4.3 1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3 0.5 1,840 4.8 34.7

 교육서비스업 484 4.5 4,745 12.5 9.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65 3.4 4,026 10.6 1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9 3.3 910 2.4 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525 14.1 3,097 8.1 2.0

[표 3-8-11] 유통서비스산업 현황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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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천시의 유통업체는 2011년 7개소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 11개소로 매장면적은 63,213㎡에 달함

Ÿ 제천시의 전통시장은 역전한마음시장, 제천약초시장, 중앙시장, 내토전통시장, 덕산면 전통시장, 

동문 전통시장, 박달재전통시장으로 총 7개소가 있음

구  분
합  계 대형마트 전통시장

시설수(개소) 매장면적(㎡) 시설수(개소) 매장면적(㎡) 시설수(개소) 매장면적(㎡)

2011년 7 82,269 2 12,211 5 70,058

2012년 8 56,170 1 6,986 7 49,184

2013년 8 56,170 1 6,986 7 49,184

2014년 11 63,213 4 14,029 7 49,184

2015년 11 63,213 4 14,029 7 49,184

[표 3-8-12] 유통업체 현황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나. 유통ㆍ물류시설 개발현황

Ÿ 평택제천고속도로 개통과 제천삼천고속도로 추진,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 제천시의 대내ㆍ외적인 

광역교통체계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입체화된 교통물류망 구축을 통한 지역거점 물류단지 

조성 필요

Ÿ 충북지역은 제천물류단지의 승인이 취소(2012. 2. 24.)됨에 따라 산업단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된 충주지역의 특성과 제천, 단양을 포함한 강원남부권의 농산물 유통 및 가공 기능을 

연계하여 개발 추진 필요

2. 기본목표 및 방향

Ÿ 상권 구심력 강화로 외부로 유출되는 유통서비스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거점개발 유도

Ÿ 관광자원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ㆍ위락ㆍ  

휴양과 연계된 상업 거점의 개발 

Ÿ 의림지 등 도심 내 위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숙박기능 등 체류형 관광 유도 및 전통재래  

시장의 볼거리, 살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래시장 특성화 유도

Ÿ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상생발전 가능한 상업기능 육성 및 다양화 도모를 통해 지역  

상권의 자족성 강화

Ÿ 중부내륙 북부지역의 지역거점 물류기능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원형 물류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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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1)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상업 및 유통환경 조성

Ÿ 노후화된 지역유통시설의 대폭적인 개선 및 정비와 산지가공 및 유통센터의 시설 개ㆍ보수 

및 현대화 등을 통한 유통기반시설 확충

Ÿ 정보통신서비스나 금융서비스, 유통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발전 및 

물류정보화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구조 고도화

Ÿ 전자제품ㆍ가구ㆍ의류 등 유형별 점포의 집단화로 고객흡인력을 높이고 설비투자 강화를  

통해 더욱 풍부한 인적ㆍ물적 서비스 제공

2)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Ÿ 역전시장, 중앙시장 등 노후화된 기존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 업종ㆍ업태   

변경을 통한 시장기능 회복 및 영세상인의 자립기반 조성

Ÿ 지역의 새로운 종합문화공간 조성과 상권회복을 위한 ICTㆍ디자인융합사업, 자생력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이벤트홍보사업 등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추진 

Ÿ 관광인프라와 전통시장을 접목한 투어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수용 할 수 있는 제천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지원방안 마련 

3) 물류유통단지 개발

Ÿ 충주시의 산업단지와 제천ㆍ단양지역의 지역특성, 강원남부권의 농산물 유통가공 기능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중부내륙 북부지역의 지역거점 물류유통단지 조성

Ÿ 남북 경제협력시대에 충북선 고속화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국가 X축 철도망 구축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륙횡단 철도 연결 시 철도화물 수송체계의 전진 기지 

확보를 위한 제천ㆍ단양 및 강원 남서부지역의 철도물류 기반시설 확보

Ÿ 약초시장, 특산물 판매장, 한방바이오클러스터기업 육성,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생산물품 등 

지역특화 산업 지원을 위한 물류기능 지원과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및 6개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

Ÿ 대형화물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과 화물터미널과   

각종 물류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물류기능 효율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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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

1. 현황분석

가. 관광자원 현황

Ÿ 중부지역은 의림지 등의 도심 내 역사자원과 엑스포공원, 명의촌 등 한방 테마시설, 청풍호를 

중심으로 수변자원이 발달하고 있으며, 북부와 남부지역은 백운산, 월악산, 덕동계곡, 송계

계곡 등 산악 및 계곡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제천 10경 등 우수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Ÿ 제천의 아름다운 비경을 지닌 제천 대표 관광자원 10가지로는 의림지, 박달재, 월악산, 청풍

문화재단지, 금수산, 용하구곡, 송계계곡, 옥순봉, 탁사정, 배론성지가 있음

구  분 주요 자원

산악
자원

산
∙월악산, 금수산, 대미산, 하설산, 용마산, 백운산, 구학산, 감악산, 송학산, 무등산, 
천등산, 봉황산, 주론산, 시랑산, 삼봉산, 용두산, 작성산, 동산, 등곡산 등

봉 ∙옥순봉, 메밀봉, 만수봉, 벼락바위봉, 저승봉, 신성봉, 국사봉, 칠성봉, 월악영봉

수변
자원

폭포/
계곡

∙용하구곡(수문동폭포, 수곡용담, 관폭대, 청벽대, 선미대, 수룡담, 활래담, 강서대, 
수렴선대), 송계계곡(자연대, 월광폭포, 수경대, 학소대, 망폭대, 와룡대, 팔랑소), 
노목계곡, 능강계곡, 덕동계곡, 억수계곡, 학현계곡, 탁사정

호수 ∙청풍호

자연공원 ∙월악산 국립공원(면적 287㎢ : 제천시ㆍ충주시ㆍ단양군ㆍ문경시 시군 포함)

자연휴양림 ∙박달재 자연휴양림(면적 1.7㎢ : 숙박시설, 야영장, 자연관찰원 등 시설 분포)

[표 3-8-13] 제천시 자연자원 현황

<1경 의림지> <2경 박달재> <3경 월악산> <4경 청풍문화재단지> <5경 금수산>

<6경 용하구곡> <7경 송계계곡> <8경 옥순봉> <9경 탁사정> <10경 배론성지>

자료 : 제천시 문화관광(tour.okj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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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

Ÿ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는   

국내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치를 공표하고 있음.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입장객 수를  

공표하고 있는 제천시의 주요 관광지는 총 23개소임

Ÿ 전반적인 관광지의 관광객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월악산국립공원의 경우 관광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

관 광 지 총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리솜포레스트 아쿠아존 490,434 - 281,533 208,901

박달재자연휴양림 59,219 - 28,344 30,875

박달재청소년수련원 102,505 21,412 29,431 51,662

월악꽃단지마을 13,744 - 4,239 9,505

월악유스호스텔 19,751 5,928 7,606 6,217

자연탐사과학관 41,384 12,163 10,577 18,644

제천시 청소년 수련원 24,953 3,142 8,415 13,396

제천시산악체험장 7,266 - 2,277 4,989

청풍문화재단지 837,273 288,401 270,098 278,774

청풍유람선 367,414 134,160 126,865 106,389

청풍유스호스텔 30,283 - 13,971 16,312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450,387 139,394 158,941 152,052

만남의광장 233,848 - 82,127 151,721

배론성지 383,491 - 161,257 222,234

월악산국립공원(덕산) 78,425 26,990 26,347 25,088

월악산국립공원(덕주골) 339,140 134,267 127,537 77,336

월악산국립공원(동창교) 153,618 59,864 59,219 34,535

월악산국립공원(북바위산) 122,881 47,921 47,132 27,828

월악산국립공원(송계) 342,614 100,848 105,147 136,619

의림지 1,225,691 - 673,894 551,797

청풍호자드락1길(작은동산길) 22,257 - 9,159 13,098

청풍호자드락3길(얼음골생태길) 52,484 - 17,250 35,234

청풍호자드락6길(괴곡성벽길) 56,664 - 24,162 32,502

총계 5,455,726 974,490 2,275,528 2,205,708

[표 3-8-14]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                                                       (단위 : 인)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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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재 현황

Ÿ 제천시의 역사문화자원은 2015년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11개, 지방지정 문화재 56개, 문화재

자료 2개, 등록문화재 3개 등 총 72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57 68 70 71 72

국가
지정

문화재

소  계 11 11 11 11 11

국  보 - - - - -

보  물 6 6 6 6 6

사적 및 명승 2 2 2 2 2

천연기념물 1 1 1 1 1

중요민속자료 2 2 2 2 2

중요무형문화재 - - - - -

지방
지정

문화재

소  계 41 52 56 55 56

유형문화재 29 38 39 40 41

기 념 물 9 11 12 12 12

민속문화재 2 2 2 2 2

무형문화재 1 1 1 1 1

문화재 자료 2 2 2 2 2

등록 문화재 3 3 3 3 3

[표 3-8-15] 문화재 지정 현황                     (단위 : 개)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라. 관광 사업체 현황

Ÿ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객 편의시설업 등으로 분류됨. 제천시에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Ÿ 제천시의 2015년 기준, 여행업 운영은 일반여행업체 4개소, 국외여행업체 2개소, 국내여행 

업체 3개소, 국내외여행업체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Ÿ 제천 관내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호텔업 4개소, 휴양콘도미니업업   

2개소로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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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27 29 35 84 49

여행업

일 반 - - 1 3 4

국 외 1 1 1 19 2

국 내 1 - 1 24 3

국내외여행업 9 9 12 16 13

관광숙박업
호텔업 3 6 6 4 4

휴양콘도미니엄업 1 1 1 2 2

관광객이용시설업 자동차야영장업 - - - 1 5

유원시설업

종합유원 - 2 - - -

일반유원 2 3 3 3 3

기타유원 3 - 3 5 5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1 - - - -

관광팬션업 6 6 6 6 7

한옥체험업 - 1 1 1 1

[표 3-8-16] 관광사업체 등록                                                               (단위 : 개소)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마. 지역축제현황

Ÿ 제천시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는 청풍호 벚꽃축제로 금성면 청풍호 입구에서부터 청풍면   

소재지까지 약 13km구간에서 행해지며, 이 시기에 맞춰 지역 농ㆍ특산품전시판매, 먹거리  

장터,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Ÿ 여름 축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박달가요제, 월악산 송계 양파축제가 있으며 제천국제음악

영화제의 경우 2005년 8월 제1회 영화제를 시작으로 특화된 국제음악 영화제이자 국내 

유일의 휴양영화제로 각광받고 있음

Ÿ 가을에는 제천의병제가 대표적인 축제로 구한말 을미의병 창의에 불을 지폈던 제천의병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의병관련 문화 예술제임

2. 기본목표 및 방향

Ÿ 제천시 지역 고유성과 전통문화성, 백두대간 지역 생태자원 등을 토대로 충주, 단양 등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룬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

Ÿ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형태의 충족을 위해 지역성을 극대화하고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 수립

Ÿ 특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관광자원 간 이동이 용이

하도록 주요 관광지의 기반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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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1) 관광·문화 거점도시 이미지 구축

Ÿ 제천 10경을 비롯한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중부내륙권의 관광ㆍ문화 거점도시의 이미지 구축

Ÿ 우수한 자연환경 및 풍부한 수환경을 통해 산수관광지의 이미지 정립 및 스토리텔링에 의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2)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Ÿ 의림지, 박달재, 배론성지, 청풍문화재단지 등 제천10경과 역사자원, 문화자원, 자연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과 도로 및 주차장,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Ÿ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의림지를 제천 도심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역사ㆍ문화 관광

거점 리빌딩 추진과 의림지, 청풍호 일원의 전통음식점촌의 활성화와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전통음식 체험장 및 먹거리 문화마당 조성

Ÿ 청풍호 주변으로 다수의 관광지 및 관광모노레일, 청풍호반 케이블카 등과 연계하여 청풍호의 

양호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에코 드라이브 루트 등 관광인프라 확충

Ÿ 제천시 주요 관광지 이용자들의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수단간 환승 시스템을 개발

하여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 도모

3) 지역특화와 연계를 통한 고품격 그린관광 개발 추진

Ÿ 제천시의 매력적인 도시이미지 구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관광공간을 창출하고 그린관광의 

혁신적 추진을 통해 농촌 및 산촌의 가치를 실현

Ÿ 지역별 관광자원 및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색 있는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의 소득증대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

4) 의림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도심관광 활성화

Ÿ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와 청전뜰을 연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수요자 맞춤형 첨단 스마트관광플랫폼 개발을 통해 제천 외곽으로  

흐르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여 원도심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고 중부내륙권

내 관광산업의 메카로 도약

Ÿ 제천 도심으로 관광객을 흡수하고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림지와 연계한 친환경 관광 

자원개발 추진과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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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연치유도시로서 체류와 휴양, 체험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초록길 드림팜랜드를 

조성하여 제천시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

Ÿ 산수자원과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체험마을, 산촌체험마을 등 지역특화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자원별 관광지 중심의 수변형, 산촌형 등 테마숙박시설 확충

5) 지역 음식을 활용한 관광산업화  

Ÿ 제천시 향토 음식의 발굴 및 개발을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도심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천의 한방자연음식 브랜드인 ‘약채락(藥菜樂)’ 등을 활용하여 대표음식 브랜드화, 

음식 거리 지정 및 육성 추진

Ÿ 월악산 고본주, 약초떡, 한방 약선 음식 등 제천시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이를 활용한 도보미식 투어 등 푸드 투어리즘(Food tourism) 여행상품 개발

6) 한방ㆍ의료ㆍ웰빙 등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한방치유 웰빙타운 조성 

Ÿ 한방도시로서 제천 도심내 한방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Ÿ 한방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방의학을 체험시키기 위한 한방

의료 관광 활성화와 지역문화ㆍ관광ㆍ산업자원과의 연계 발전방안 마련

Ÿ 한방ㆍ의료ㆍ웰빙ㆍ휴양 등 지역특화자원 개발과 연계하여 은퇴자 마을 등 한방치유 웰빙 

타운 조성

7) 고부가가치 관광전략 마련과 관광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Ÿ 자연치유도시에 맞는 기존 관광자원 및 신규 관광자원을 다양한 힐링 체험상품과 연계하고 

개발하여 고부가가치의 관광경쟁력 확보

Ÿ 제천시 보유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제천시가 보유한 역사, 문화자원들의 가치를 제고  

하기 위한 콘텐츠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Ÿ 관광상품의 개발, 소프트한 상품을 창출하는 아이디어와 운영능력 강화, 효율적인 관광정비

전달 및 안내체계의 구축 및 지원 확대

Ÿ 대단위 관광객을 위한 권역별 숙박편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숙박시설, 펜션, 농어촌 민박 

등을 연계한 권역별 수요인원 현황 및 원스톱 예약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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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천 원도심 관광활성화 정비방안

1) 정비방향 

Ÿ 원도심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고 중부내륙권내 관광산업의 메카로 도약

Ÿ 제천시 도심 내 위치한 고유한 역사ㆍ문화자원과 생태ㆍ녹색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2) 기본구상

❚ 도심문화벨트 구축

Ÿ 의림지~삼한의 초록길~중앙시장~제천역을 연계하는 도심문화벨트 조성

Ÿ 청전뜰 주변 삼한의 초록길과 연계한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등을 통해 자연치유공간 조성

Ÿ 제천 도심내 위치한 근대유산과 문화재를 활용한 도심문화공간 조성

❚ 자연치유벨트 구축

Ÿ 도심 내 주요 공원과 칠성봉 등을 연계한 초록길 네트워크 조성

Ÿ 시민의 여가활용과 건강한 정서생활에 부응할 수 있는 수변 생태공간 조성

[그림 3-8-1] 제천 원도심 관광활성화 정비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