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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사회 및 문화개발계획 

 의료ㆍ보건

1. 현황분석

가. 의료시설 현황

Ÿ 2015년 제천시의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개소, 병원 1개소, 의원 82개소, 특수병원 1개소,  

요양병원 5개소, 치과병(의)원 24개소, 한방 및 한의원 37개소,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임

Ÿ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의 수는 2011년 151개소에서 2015년에 152개소로 1개소가 증가하였으나, 

병상 수는 2011년 2,665병상에서 2015년 2,443병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구 분
합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2011년 151 2,665 2 504 2 175 79 556 1 500 6 852

2012년 155 2,499 2 504 - - 81 534 1 500 6 891

2013년 153 2,586 2 503 1 117 78 530 1 500 6 858

2014년 151 2,476 2 470 1 117 79 535 1 460 5 824

2015년 152 2,443 2 457 1 117 82 530 1 460 5 809

[표 3-9-1]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치과병(의)원 한방 한의원 부속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2011년 26 - 1 70 34 8 - - 1 8 11

2012년 26 - 1 70 38 - - - 1 8 11

2013년 27 - 1 70 37 8 - - 1 8 11

2014년 27 - 1 70 34 - 1 - 1 8 11

2015년 24 - 1 70 36 - - - 1 8 11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나. 의료인력 현황

Ÿ 2015년 제천시에는 1,451인의 의료인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문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Ÿ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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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

2011년 1,198 149 29 54 11 - 291 456 201 7

2012년 1,302 154 31 49 13 - 301 531 210 13

2013년 1,407 156 33 50 16 - 330 561 251 10

2014년 1,392 157 32 58 13 4 311 566 236 15

2015년 1,451 161 37 59 13 - 331 565 278 7

[표 3-9-2] 의료인력 현황                                                                   (단위 : 인)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 문제진단

Ÿ 인구고령화 및 성인병 증가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의료보건시설만으로는 적정한 종합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Ÿ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동지역에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시 전체적으로  

의원 및 치과의원, 약국 등 사설의료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Ÿ 보건소는 질병치료나 예방접종 등의 역할 수행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노인의 건강관리, 재가

의료복지 등 시민의 욕구에 맞게 공공의료의 역할 재정립 필요

2. 목표 및 기본방향

Ÿ 증가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 및 양적 확대 추진

Ÿ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시설 및 

의료 인력의 적정배치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이 용이

하도록 계획

Ÿ 공공의료기관의 증설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하고 

의료기관의 유형별, 규모별, 기능별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착 유도

Ÿ 생활권을 중심으로 진료권을 설정하여 진료망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부문과 민간의료부문의 

상호협력 하에 진료기능을 구체적으로 분담하여 생활권별 균형 있는 시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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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ㆍ보건시설 및 서비스계획

가. 의료ㆍ보건시설 수요추정

1) 의료ㆍ보건지표 기준설정

Ÿ 신도시계획기준, 관련법령, 제천시 현황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시설 산정

Ÿ 병상 수는 종합병원은 300병상, 일반병원은 100병상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의사 수는 충북 

관내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 의료진 현황을 고려하여 설정

구  분 인  구(인) 규  모(㎡) 병상수 의사수

종합병원 도시인구전체 25,000 - 30,000
300병상이상

(중환자실 포함시) 
60인

병   원 9,000 ～ 12,000 500 - 1,500 100병상이상 30인

[표 3-9-3] 보건의료지표 산정시 기준Ⅰ

자료 : 국토교통부, 신도시계획기준, 2010

구  분 정  의

종합병원
∙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중환자실을 설치하여여 함

병원ㆍ요양ㆍ
한방병원

∙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

의원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인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 

[표 3-9-4] 보건의료지표 산정시 기준Ⅱ

자료 : 의료법시행규칙 별표3(2015.5.29.)

Ÿ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

지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음

구  분 인  구(인) 규  모(㎡)

보 건 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 시ㆍ군ㆍ구 자치구 단위로 설치

보건지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 읍ㆍ면마다 1개소 설치

[표 3-9-5] 보건소(지소)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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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ㆍ보건시설 수요예측

Ÿ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의료보건제도의 확대 등으로 제천시의 의료기관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연도인 2035년에는 계획인구 천인당 8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Ÿ 목표연도인 2035년 인구 1만인 당 의사 20인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됨

구  분 단  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획인구 인 138,093 140,000 148,000 160,000 170,000

종합병원 개소 2 2 2 2 2

병 원 개소 1 2 4 6 7

보건소 개소 1 1 1 1 1

보건지소 개소 8 8 8 8 8

병상
병상수 상 574 756 962 1,200 1,360 

병 상 상/천인 4.2 5.4 6.5 7.5 8

의사
의사수 인 161 196 222 288 340 

의 사 의사/만인 11.7 14.0 15.0 18.0 20.0 

[표 3-9-6] 보건의료지표 산정

주) 병원은 일반병원,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포함임

나. 의료ㆍ보건시설 및 서비스계획

1) 지역별 공공 및 민간의료보건시설 확충

Ÿ 의료수요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의료보건시설의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급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Ÿ 생활권별 인구규모 및 인구구성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 및 공공의료 기관의 

적정 배치

Ÿ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보건시설의 환경개선 및 기능 강화로 인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Ÿ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보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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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적 의료체계 확립

Ÿ 1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는 보건소 및 의원에서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으로의 연계 구축 및 공공의료부문과 민간의료부문간 적절한 상호협력체제 확립

Ÿ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능 강화와 첨단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양성체계와 보건관리체계 확립

Ÿ 원격의료 실시 및 의무기록ㆍ의료영상 등 의료정보의 디지털화, 의료정보 공유 등 종합

전자의료서비스체계 구축으로 보건의료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Ÿ 읍ㆍ면ㆍ사무소 내 해당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로 주민의 

이용편의 도모 및 시설간 기능분담 촉진

3)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Ÿ 보건소 내 의료정보센터 및 건강증진센터에서의 무료 건강검진과 알코올ㆍ약물중독 등에 대한 

보건교육 활성화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Ÿ 보건소와 연계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및 재택 의료서비스, 이동목욕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

스와 병행한 의료서비스 전달체제 구축으로 저소득층 및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Ÿ 의료비 보조 및 감면 지원, 자원봉사와 연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충

Ÿ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연령계층별 체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 구축, 모자보건 및 

학교보건사업 강화 등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로서의 기반 조성

4)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대상의 의료급여제도의 확충

Ÿ 생활보호 대상자 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 

Ÿ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교육 및 주거보장 등 기본생활 보장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자활 의료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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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1. 현황분석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Ÿ 2015년 기준, 제천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의료ㆍ교육ㆍ

자활 등 특례수급자를 포함하여 총 3,887가구, 6,134인에 이름

Ÿ 일반수급자의 경우 2005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인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설수급자 및 특례

수급자의 경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구 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시설수 인 원 가 구 인 원

2005년 3,714 6,736 3,656 6,296 7 359 58 81

2010년 4,328 7,296 4,211 6,716 18 389 117 191

2015년 3,887 6,134 3,686 5,368 36 461 201 305

[표 3-9-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나. 장애인현황

Ÿ 제천시의 장애인 등록 수는 지체장애인 6,007인을 포함하여 총 10,402인으로 전체 인구의 

7.6%에 해당

Ÿ 이는 충청북도의 5.8%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연 별 계

장   애   유   형 장   애   등   급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정신 신장 심장 기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1년 10,814 6,354 961 920 1,071 847 263 178 22 198 766 1,423 2,115 1,744 2,551 2,215

2012년 10,711 6,260 946 905 1,056 905 251 185 14 189 780 1,39 2,095 1,705 2,525 2,207

2013년 10,563 6,186 904 891 1,039 927 251 181 13 171 751 1,366 2,086 1,659 2,470 2,231

2014년 10,455 6,102 884 865 1,022 946 255 198 15 168 735 1,346 2,059 1,634 2,435 2,246

2015년 10,402 6,007 880 875 1,007 975 258 217 13 170 739 1,323 2,026 1,597 2,430 2,287

[표 3-9-8] 장애인 현황                                                                      (단위 : 인)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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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시설현황

Ÿ 2015년 제천시에 입지한 사회복지시설은 총 366개소로 아동복지시설 4개소, 노인복지시설 

356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 여성복지시설 1개소가 있음

구 분 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시    설
여성복지
시    설양 육 보호치료 기 타 노인여가 노인주거 노인의료

2011년 346 1 1 2 310 7 19 5 1

2012년 356 1 1 2 317 7 22 5 1

2013년 358 1 1 2 320 8 20 5 1

2014년 359 1 - 2 323 9 18 5 1

2015년 366 1 1 2 327 7 22 5 1

[표 3-9-9]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Ÿ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이 2개소이며, 경로당은 324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Ÿ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독거노인 및 결식노인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연 별
합  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개소) 시설수(개소) 종사자수(인) 시설수(개소) 시설수(개소)

2011년 310 2 - 307 1

2012년 314 2 20 314 1

2013년 320 2 20 317 1

2014년 323 2 18 320 1

2015년 327 2 18 324 1

[표 3-9-10] 노인여가복지시설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 문제진단

Ÿ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각 분야별로 시설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운영체계 및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장애인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Ÿ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며, 장애인복지지설의 지역별  

추가 설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가 필요



480

2. 목표 및 기본방향

Ÿ 저소득 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사회복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향후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사회복지 시책 수립 

Ÿ 부문별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자원 및 복지활동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서비스체계 구축과 시설 확충 및 증설 등의 양적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확충 등의 질적 향상 도모

Ÿ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만남과 교제, 교육,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토대 마련으로 지역정체성 확립

Ÿ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 및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3.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계획

가. 사회복지시설 수요추정

1) 사회복지지표 기준설정

Ÿ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사회구조 변화,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수요 추정

Ÿ 각각의 시설은 생활권별로 서비스 제공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

구  분 시 설 종 류 관 련 법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제16조 

여성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ㆍ부자가정상담소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31조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7조

[표 3-9-11] 복지시설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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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시설 수요추정

Ÿ 노인복지시설은 지역별로 균등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9개소 계획

- 도심생활권을 제외한 각 읍면별로 각 1개소를 계획하여 총 7개소 추가 계획

Ÿ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도심생활권을 제외한 봉양 중생활권에 1개소, 

청풍과 월악 중생활권에 1개소를 계획하여 총 2개소 추가 계획 

구  분 단 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획인구 인 138,093 140,000 148,000 160,000 170,000

아동복지시설 개소 4 5 5 6 6

여성복지시설 개소 1 2 2 3 3

노인복지시설 개소 2 3 4 7 9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5 6 6 7 7

[표 3-9-12] 사회복지지표 산정

나.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계획

1) 종합복지

Ÿ 기존 사회복지관의 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천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복지기능을 부여하고 각 시설 간 상호연계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 도모

Ÿ 평생학습 및 사회교육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목적 문화복지 공간 확충

2) 저소득층 시민복지

Ÿ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저소득층 긴급지원, 차상위측 양곡지원, 주거현물 집수리 지원 등 추진

Ÿ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생활향상을 위하여 자활소득공제 지원, 자활공동체 지원, 자활자립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자활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3) 다문화가족지원

Ÿ 다문화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Ÿ 다문화가족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자녀 교육ㆍ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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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복지

Ÿ 공공보육시설은 사회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민간 

보육시설은 학교 및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제천시 차원의 재정지원 강화

Ÿ 늘어나는 맞벌이 가구가 보육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양육 및 보육을 지원

하고 보육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학습지도 및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5) 여성복지

Ÿ 장기적ㆍ포괄적인 여성복지서비스 체계 확립과 여성복지 운영 프로그램 개발지원, 여성 인력

개발과 취업환경조성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Ÿ 정기적인 여성인권보호 강연과 캠페인 전개로 여성의 지위 향상 도모 및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내 인재 발굴을 통해 양성된 시민 리더들이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시민 대상의 직접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6) 노인복지

Ÿ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점차 증가하는 요양대상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

시설, 치매요양시설 등 다양한 요양보건시설의 지속적 확충 도모

Ÿ 노인들의 활동욕구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관리와 지역의 여건과 자산을 활용하여 노인이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 발굴

Ÿ 독거노인들의 보건 및 만성질환 관리, 생필품 공급 등을 담당하는 독거노인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제천시 내 종교단체,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7) 장애인복지

Ÿ 제천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중심의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재택고용제 등 제도적 지원 강화와 

함께 장애인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취업기회 확대

Ÿ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 및 장애인수당, 의료비,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전세금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Ÿ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 도모와  

일정한 예산지원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교육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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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1. 현황분석

가. 교육시설 추이

Ÿ 학교 수는 2011년 81개소에서 2015년 80개소로 1개소 감소하였으며, 학생 수는 2011년 

37,963인에서 2015년 34,084인으로 감소하였음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2011년
학교 수 81 35 24 13 7 2

학생 수 37,963 1,591 8,131 5,490 5,472 17,279

2012년
학교 수 81 35 24 13 7 2

학생 수 37,295 1,704 7,595 5,221 5,361 17,414

2013년
학교 수 81 35 24 13 7 2

학생 수 36,527 1,723 7,120 4,935 5,356 17,393

2014년
학교 수 80 34 24 13 7 2

학생 수 35,199 1,699 6,748 4,605 5,210 16,937

2015년
학교 수 80 34 24 13 7 2

학생 수 34,084 1,748 6,588 4,194 4,983 16,571

[표 3-9-13] 교육시설 추이                                                              (단위 : 개소, 인)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나. 교육시설 현황

Ÿ 교육시설별 현황은 유치원 34개소, 초등학교 24개소, 중학교 13개소, 고등학교 7개소 등   

총 80개소이며, 학생 수는 총 30,084인으로 전체 인구의 약 24.7%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학급/학교 학생/학급 학생/교원

계 80 34,084 859 2,097 - - -

유치원 34 1,748 105 161 3.1 16.6 10.9

초등학교 24 6,588 338 644 14.1 19.5 10.2

중학교 13 4,194 151 371 11.6 27.8 11.3

고등학교 7 4,983 172 400 24.6 29.0 12.5

대학 이상 2 16,571 93 521 46.5 178.2 31.8

[표 3-9-14] 교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인)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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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육환경의 중요한 요인인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9인, 중학교 24.8인, 고등학교 28.5인

이며,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당 학생 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충청북도 

기준보다 낮게 나타남

구  분
학급/학교 학생/학급 학생/교원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유치원 3.1 3.0 17.9 16.9 12.2 11.0

초등학교 16.4 14.1 19.7 18.9 12.8 9.9

중학교 13.9 11.6 25.9 24.8 12.3 10.1

고등학교 23.1 28.3 31.6 28.5 14.7 13.2

대학 이상 54.5 46.5 148.1 169.8 36.5 30.3

[표 3-9-15] 교육환경 비교                                                            (단위 : 개소, 인)

자료1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6

자료2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2. 목표 및 기본방향

Ÿ 생활수준의 향상 및 학령인구의 감소 등 인구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등 차별화된 교육시설기준의 적용

Ÿ 생활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교육기반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정주기반의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지향

Ÿ 학교 내 학생들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들 자신의 고유한 경험, 창의적 사고 등을 기반

으로 개별적으로 독창적인 지식을 창출ㆍ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Ÿ 특히 가정, 학교, 사회 각 분야의 교육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전문가 양성,   

활용이 필요

3. 교육시설 및 서비스계획

가. 교육수요 수요추정

1) 교육지표 기준설정

Ÿ 목표연도 인구계획 및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교 수요 예측

Ÿ 제천시 학급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현황 및 충청북도 교육청 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설 배치



48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치원 22.0 21.0 20.0 19.0 18.0 17.0

초등학교 22.3 22.3 21.9 21.5 21.3 20.8

중학교 32.0 30.7 28.7 26.7 25.0 25.0

고등학교 33.2 32.7 31.9 31.1 29.6 27.5

[표 3-9-16] 2015∼2018 충북교육발전계획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인)

자료 : 충청북도 교육청, 2015~2018 충북교육발전계획, 2015 

2) 교육시설 수요추정

Ÿ 교육청계획지표 학급규모와 학급당 학생수를 감안하여 시설 배치

Ÿ 계획인구, 제천시 현황을 고려하여 2035년 초등학교 25개소, 중학교 14개소, 고등학교 8개소를 계획

구  분 단 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획인구 인 138,093 140,000 148,000 160,000 170,000

초등
학교

학생점유율 % 4.77 4.70  4.55  4.35  4.10  

학생수 인 6,588 6,580 6,734 6,960 6,970

학급당학생수 인 19 20  20  20  20  

학급수 학급 338 329  337  348  349  

학교당학급수 학급 14 14  14  14  14  

학교수 개교 24 24  24  25  25  

중학교

학생점유율 % 3.04 2.95  2.75  2.50  2.20  

학생수 인 4,194 4,130 4,070 4,000 3,740

학급당학생수 인 28 25  25  23  23  

학급수 학급 151 165  163  174  163  

학교당학급수 학급 12 12  12 12 12

학교수 개교 13 13 14  14  14  

고등
학교

학생점유율 % 3.61 3.30  3.15  3.00  2.85  

학생수 인 4,983 4,620 4,662 4,800 4,845

학급당학생수 인 29 25  25  23  23  

학급수 학급 172 185  186  209  211  

학교당학급수 학급 25 25  25 25 25

학교수 개교 7 7  7  8  8  

대학교 학교수 개교 2 2 2 2 2

[표 3-9-17] 교육지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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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시설 및 서비스계획

1) 교육시설 확충ㆍ정비 및 교육환경 개선

Ÿ 지역ㆍ 대학간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거점시설 마련과 도심내 청년과 

시민이 모이는 열린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동명초등학교부지

내 세명대학교 학생지원시설 건립 등 상생캠퍼스 조성 추진

Ÿ 평생학습 교육 분위기 조성과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시설 현대화 및 적정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2)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구축

Ÿ 지식기반산업 육성 지원인력의 확충을 위한 주민 재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Ÿ 생활권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학생지도의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로 전인교육 및 지역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지향

3)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Ÿ 광범위한 행정구역 및 산재해 있는 중소생활권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교육  

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권별 교육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학습자료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체제 구축

4) 평생교육체계 구축

Ÿ 지역정보체제 활용을 전제로 한 지역 주요 산업과 관련한 신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Ÿ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인구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차원의 사회재교육 프로그램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의 장 마련

5) 특성화 교육

Ÿ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충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특성화를 통해 

지역특화산업기반 강화에 기여(자동차산업, 한방산업, 바이오산업, 천연물산업 등)

Ÿ 글로벌시대에 부합되는 맞춤형 인재육성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인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및 스마트 인프라기반 구축으로 다양한 학습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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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ㆍ체육

1. 현황분석

가. 문화시설 현황

Ÿ 제천시의 문화시설은 도서관 6개소, 공연시설 2개소, 지역문화 복지시설 11개소, 기타시설   

2개소를 포함하여 총 21개소임

Ÿ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읍ㆍ면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며, 박물관

이나 미술관, 화랑 등의 전시시설은 전무한 실정임

구  분 계 도서관
공 연 시 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 타 시 설

공연장 영화관 시민회관
종합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시설수(개소) 21 6 1 1 1 3 7 1 - 1

[표 3-9-18] 문화시설 현황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나. 도서관 현황

Ÿ 제천시립도서관은 좌석수 156인 규모에 장서수 252,393권으로 제천시 도서관 중 가장 많은 

장서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천학생회관은 좌석수 424인 규모에 장서수 78,935권을 보유 

하고 있음

구  분 도서관수(개소) 직원수(인) 좌석수(인) 장서수(권) 이용자수(인) 예산액(천원)

2011년 6 38 1,010 446,666 1,437,500 3,822,211

2012년 6 42 1,012 472,606 1,457,004 3,862,954

2013년 6 41 1,012 500,195 1,627,417 3,716,106

2014년 6 46 1,012 527,850 1,530,682 3,726,634

2015년 6 47 962 554,346 1,084,561 5,249,463

제천시립도서관 1 26 156 252,393 539,022 3,735,964

제천여성도서관 1 - 144 59,017 169,196 -

제천봉양도서관 1 - 48 53,126 19,969 -

제천의병도서관 1 - 10 15,173 4,302 -

제천기적의도서관 1 7 180 95,702 193,146 565,000

제천학생회관 1 14 424 78,935 159,926 948,499

[표 3-9-19] 공공도서관 현황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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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육시설 현황

Ÿ 제천시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2개소, 축구장 3개소, 생활체육관 1개소 등이 있으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구  분

공공체육시설    

합계
육상

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테니
스장

간이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궁장

구기 생활

시설수(개소) 50 2 3 1 1 4 32 4 1 1 1

[표 3-9-20] 체육시설 현황 

구  분

신고체육시설　

합계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시설수(개소) 157 1 27 33 18 76 2

자료 : 제천시 통계연보, 2016

Ÿ 동네체육시설은 공원, 마을공터, 등산로, 도시공원 등 32개소에 간이 운동장과 체력단련시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음 

시설수 설치유형별 조성면적 간이 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부대시설

32개소

 - 공원(3)
 - 마을공터(7)
 - 등산로(2)
 - 도시공원(16)
 - 기타(4)

100,011㎡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장, 

게이트볼, 운동광장, 
배드민턴장 등 54면

235점 273점

[표 3-9-21] 동네체육시설 현황 

자료 : 충청북도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2017

Ÿ 제천시는 노인복지시설 및 녹지 등에 노인계층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노인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양읍 주포리 109-1번지 일원에 노인건강체육시설인   

봉양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체육 

활동 환경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락생활체육공원이 있음 

Ÿ 또한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제천 장애인체육관과 지역주민의 거주지 인근에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올림픽스포츠센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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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및 기본방향

Ÿ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문화ㆍ체육 서비스의 확대 및 체육 

문화시설의 확충과 시청, 각 읍ㆍ면ㆍ동 사무소 등에서 문화강좌 및 각종 문화행사 등의 개최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 수준 제고  

Ÿ 생활권별 체육문화시설의 공급확충 및 기존 지역시설의 정비 강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소규모 문화ㆍ복지공간을 

조성하여 문화ㆍ복지ㆍ교육ㆍ체육시설을 통합 운영

Ÿ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공간과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체육 

시설 확충 및 자연친화적이고 인간적이면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 확충

Ÿ 또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체육환경 조성

3. 문화ㆍ체육시설 및 서비스계획

가. 수요추정

1) 문화ㆍ체육지표 기준설정

Ÿ 시민의 정서함양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 정비 및 확충

Ÿ 시민들의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각각의 시설은 생활권별로 서비스 제공이 균등하게 이루어  

지도록 적정규모로 분산배치

2) 문화ㆍ체육시설 수요추정

Ÿ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은 규모를 고려하여 각 1개소 유지

Ÿ 도서관은 도심 중생활권과 봉양 중생활권을 제외한 청풍 및 월악 중생활권에 1개소 추가 계획

Ÿ 공연장은 봉양 중생활권에 1개소, 청풍 및 월악 중생활권에 1개소를 계획하여 총 2개소 

추가 계획 

Ÿ 복지회관과 실내체육관은 도심 중생활권을 제외한 봉양, 청풍, 월악 중생활권에 각 1개소를 

계획하여 총 3개소 추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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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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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설

시민회관 개소 1 1 1 1 1

도서관 개소 6 6 7 7 7

공연장 개소 1 1 2 3 3

복지회관 개소 3 4 5 6 6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개소 1 1 1 1 1

실내체육관 개소 5 6 7 8 8

[표 3-9-22] 문화ㆍ체육시설지표 산정

나. 문화시설 및 서비스계획

1) 문화공간 조성

Ÿ 다양한 여가수요와 관광패턴을 만족시키기 위해 산수자원의 지역특성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공간 조성

Ÿ 의림지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의 거리, 전통의 거리 

조성 및 특성화를 통한 소규모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보

Ÿ 일상적인 주민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으로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근린생활중심의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

Ÿ 향후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시설 

운영 관리로 시민 만족도 제고

2)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Ÿ 마을의 기초생활단위에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작은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 지속 확충

Ÿ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공연ㆍ미술ㆍ영화 등 문화프로그램 무료관람

권을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제 및 문화나눔 사업 활성화

Ÿ 문화활동 및 사회봉사, 전문성 교육 등을 통한 실버활동가 양성 및 은퇴자와 노인을 위한  

실버문화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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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Ÿ 제천시 내 고유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발굴을 위해 체계화된 콘텐츠 산업 발굴 

및 육성 시스템 마련

Ÿ 학교 및 도서관, 박물관 등과 연계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Ÿ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수요 증대에 따라 지역축제, 거리축제 등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개최로 

지역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제천 추구

다. 체육시설 및 서비스계획

1) 기본체육시설 확충계획

① 기본체육시설 공급기준

Ÿ 기본체육시설은 건강 및 체육활동에 대한 기본수요 충족과 지역간 체육서비스 접근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서 입지는 지역 및 생활권의 중심지로 설정하며  

선호도 및 이용인구가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설을 구성함

- 적정 부지면적은 시설 수용 및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

- 시설의 배분은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등 지역 전체를 서비스  

하는 시설로 인구규모에 따라 시설 규모를 차별화하여 배분

구  분 ~5만명* ~10만명 ~20만명 ~30만명 ~40만명

생활체육공원 1 1 1 1 1

종합운동장 1 1 1 1 1

국민체육센터 1 1 1 1 1

실내체육관 1 1 1 1 1

권역형 체육공원 2 3 4 6 8

생활거점 체육시설 2 3 4 6 8

운동장 체육시설 5 10 25 30 40

주민 스포츠센터 10 20 25 30 40

동네체육시설 25 50 80 120 160

마을 스포츠홀 25 50 80 120 160

[표 3-9-23] 인구규모에 따른 기본체육시설 유형별 체육시설 공급 기준                       (단위 : 개소)

자료 : 충청북도 체육발전 중장기계획, 2017      

주) 10만명 이하를 기준으로 1/2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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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체육시설 확충계획

❚ 생활체육공원

Ÿ 제천시 전역을 서비스지역으로 다양한 운동공간과 편익시설로 구성하여 생활체육시설로 사용

Ÿ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4면 등 기본적으로 공급이 필요 한 시설을 

공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확충

❚ 국민체육센터

Ÿ 제천시 전역을 서비스지역으로 수영장을 기본으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등을 갖춘 체육

시설로 수영장, 다목적 홀, 실내체육관, 취미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확충

Ÿ 다양한 체육공간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공간도 갖추어 체육 활동 및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능동적 시설의 유형을 추구하고 특히, 노인층 인구증가에 따라  

노인층이 선호하는 아쿠아로빅(수영장), 댄스스포츠, 시니어 스포츠교실(다목적 홀) 등 확충

Ÿ 영ㆍ유아들의 정서와 신체발달을 돕는 체육교육 및 양육 부모의 체육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립 어린이집, 체육 놀이학교, 보육실 등을 운영하고 여유공간 및 옥상공원(외부공간) 등을 

활용하여 옥상 휴게공간, 커뮤니티센터, 전시공간 등 문화ㆍ커뮤니티ㆍ전시공간 확보를 통한 

문화시설 확충

❚ 권역형 체육공원

Ÿ 읍ㆍ면ㆍ동 단위를 서비스지역으로 지역의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능적     

복합화를 도모하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기본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시설 공급

❚ 생활거점 체육센터

Ÿ 국민체육센터 비수혜 지역인 읍ㆍ면 단위를 기준으로 수영장, 다목적홀, 실내체육관 등의  

공급이 부족한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에 기여하기 위해 공급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Ÿ 근린생활권 단위를 서비스지역으로 하며, 학교운동장을 중심으로 인조(천연)잔디구장, 우레탄

트랙, 우레탄 다목적구장 등의 시설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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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스포츠센터

Ÿ 근린생활권 단위를 서비스지역으로 생활 속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영ㆍ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체육 공간 제공

Ÿ 영ㆍ유아부터 노년기의 체육활동 도모를 위한 다목적 운동실, 체육 놀이방, 아쿠아센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공급하고 영ㆍ유아들을 위한 체육놀이방 프로그램으로 영ㆍ 

유아와 양육 부모들의 체육활동 도모

Ÿ 노년기층을 위한 체력단련 및 치료운동 유도를 위한 자가운동센터 및 사우나 시설이 있는 

아쿠아 센터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커뮤니티공간과 복지 및 자기 운동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여러 공간들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열린 복합체육시설 구성

❚ 동네체육시설

Ÿ 근린생활권 단위를 서비스지역으로 등산로, 약수터, 마을공터, 공원, 학교 등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배트민턴장 등으로 구성

Ÿ 제천시는 인구규모에 따른 기본체육시설 유형별 체육시설 공급기준에 따라 동네체육시설은  

80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확충 필요

❚ 마을 스포츠홀

Ÿ 농촌지역의 생활체육 공간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시설 공급

Ÿ 마을 스포츠홀은 노년기층을 위한 체력단련 및 치료운동 유도를 위한 자가운동센터 및 프로

그램을 구성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실용적 평면 구성

Ÿ 휴게 및 복지공간으로 능동적 공동체 활용공간 구성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공동체 모임 및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다목적실 및 동호회실 공간제공

Ÿ 제천시는 인구규모에 따른 기본체육시설 유형별 체육시설 공급기준에 따라 마을 스포츠홀은  

80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확충 필요

2) 체육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향상

Ÿ 기존 체육시설과의 상호 보완적인 연계를 유도하되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간의 기능 

및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의 종류, 이용계층,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가족단위의 다양한   

신체활동 및 운동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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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체육시설간 유기적인 연계와 기능적 상호보완을 통한 체육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노후 시설 

개ㆍ보수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접근성 및 경제성 확보

Ÿ 일상생활에서 보행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를 이용하기

보다 도심 어디서나 걷기 쉽고 자전거 타기 쉬운 거리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이용   

활성화 도모 

3) 도심 내 자투리 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공급

Ÿ 제천종합운동장은 규모는 크나, 도심 내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도심 내 어디서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생활(동네) 체육시설 공급

Ÿ 인근 지역, 인근 권역 주민들이 손쉽게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체육시설 조성과 다양한 

체육활동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야외체육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실외형 체육시설 조성

Ÿ 도심 내 공공소유의 방치된 나대지,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 설치

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제안형 생활SOC 사업 추진 

1) 제천시 생활SOC 8대 핵심과제 등 생활SOC 의제 발굴

Ÿ 생활SOC는 보육시설ㆍ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교통시설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공원 등 일상 

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로서 생활SOC는 사람과 지역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체계구성이 가장 중요함 

Ÿ 문화ㆍ체육시설 및 보육ㆍ복지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생활SOC 

8대 핵심과제에 대한 단위사업별 주민제안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 추진 

①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② 문화시설 확충(도서관, 생활문화센터)

③ 기반시설 확충(도시재생 및 농산촌개발, LPG 배관망 구축, 주거지 및 전통시장 주차장)

④ 아이돌봄 환경 조성(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온종일 돌봄센터)

⑤ 공공의료 복지 시설 확충(지역책임 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공공보건 의료인프라)

⑥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공립 노인요양시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⑦ 안전한 삶터 구축(교통안전, 지하매설물 안전, 화재안전, 재난안전)

⑧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생활환경, 휴양림ㆍ야영장ㆍ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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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천시 주민제안형 생활 SOC 수요조사

Ÿ 제천시 생활SOC 수요조사는 각 읍ㆍ면ㆍ동별 주민협의체가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밀착형 

시설의 종류, 규모 등을 파악하여 주민제안형 생활SOC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로써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등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9-24] 제천시 주민제안형 생활 SOC 수요조사 결과

읍면동
필요한 생활SOC 시설

관련부서
구  분 내  용

금성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여성가족과

생활체육센터 실내체육시설(피트니스센터) 체육진흥과

청풍면

생활문화센터 주민생활문화교실, 작은도서관 등 운영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홍보학습담당관

주차장(주거지, 전통시장) 관광 소재지 내 주차공간 마련
교통과

관광미식과

도시공원, 휴양림, 야영장 관광 기본시설 마련 관광미식과

덕산면
놀이터, 쉼터 마을 내 소규모 사랑방 시민행복과

생활체육센터 생활체육기반시설 체육진흥과

한수면 읍면동 마을활력소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회의실, 시니어카페, 체육시설 등)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백운면

도시공원, 휴양림, 야영장
하천변 데크설치로 산책로 조성 및 

유원지, 야영지 조성
건설과

생활체육센터 기존 실외체육시설에 아케이드 설치 체육진흥과

읍면동 마을활력소
복합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하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회계과

송학면

생활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야외수영장 및 동계빙상장 겸용)
체육진흥과

도시공원, 휴양림, 야영장
생태하천조성을 통한 체험공간 마련

(체험공간, 산책로, 대규모꽃단지 조성 등)
건설과

기타
송학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마을기업연계)
일자리경제과

교동
주차장(주거지, 전통시장) 장락동 중심상권 주차타워 신설사업 교통과

생활체육센터 교동․장락동 실내 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 체육진흥과

신백동

주민건강센터
주민맞춤형 건강관리센터

(질병예방 및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관리과

읍면동 마을활력소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회의실, 도서관, 전시실, 쉼터 등)
자치행정과

도시공원, 휴양림, 야영장 도시공원 및 산책로 조성 산림공원과

자료 : 제천시 자치행정과 내부자료, 주민제안형 생활 SOC 수요조사 결과(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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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필요한 생활SOC 시설

관련부서
구  분 내  용

청전동

읍면동 마을활력소 야외음악당 계단 리모델링 문화예술과

읍면동 마을활력소 경로당 노인장애인과

놀이터 아동실내놀이터 여성가족과

화산동
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등 시립도서관

초등돌봄교실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교실 여성가족과

자료 : 제천시 자치행정과 내부자료, 주민제안형 생활 SOC 수요조사 결과(2019.2)

3)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SOC 사업 추진방안 

❚ 수요 응답형, 시설 복합화 등 생활SOC 공급방식 다원화

Ÿ 생활SOC 시설 공급 시 지역주민의 수요, 활용 전망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고, 시설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공급방식 적용

Ÿ 인근에 기존 생활SOC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시설과의 복합화를 검토하고, 활용도가 

부족한 시설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리모델링 및 이전 추진

❚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SOC 유형별 전략적 배치

Ÿ 어린이집, 주차장, 경로당 등 소규모 마을단위로 배치가 필요한 시설은 마을이나 동네에 직접 

공급하고,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보건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거점 시설은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거점에 배치

Ÿ 생활SOC 공급 시 대중교통 등 교통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행복

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Ÿ 인구밀도, 시설 수용능력, 유휴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시설  

전환, 복합화, 지역 간 연계, 교통 연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생활SOC 서비스 모니터링 추진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창출

Ÿ 지역주민들이 생활SOC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최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소통플랫폼 구축

Ÿ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확대, 시설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