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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원 및 녹지계획 

 현황분석

1. 공원현황

Ÿ 제천시의 공원은 근린공원 21개소, 어린이공원 45개소 등 총 83개소 약 1,019,050㎡가 지정

되어 있으며, 공원 총면적은 도시행정구역 883.47㎢의 0.11%를 차지하고 있음

Ÿ 2016년 제천시 인구 138,093인을 기준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 1인당 공원면적은 

7.4㎡로써 법적 기준인 6㎡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원의 조성률이 낮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미약한 실정임

규 모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시설수(개소) 83 21 45 13 1 1 1 1

면적(㎡) 1,019,050 856,037 112,262 20,715 7,710 9,900 10,578 1,848

[표 3-6-1] 공원지정현황

자료 : 제천시 산림공원과 내부자료

Ÿ 2018년 말 기 결정된 공원 중 62개소, 면적대비 약 56.6%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미집행 된 공원은 

21개소, 441,968㎡로 전체 공원면적 대비 43.4%에 해당됨

Ÿ 근린공원 21개소 중 15개소에 면적대비 54%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미집행공원은 4개소(동현, 

청전 제2, 팔송, 주포공원), 부분집행 공원은 2개소(장락 제1, 제2공원)임

Ÿ 어린이공원은 45개소 중 35개소에 면적대비 76.8%가 조성이 완료됨

공원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시설수(개소) 면적(㎡) 시설수(개소) 면적(㎡) 시설수(개소) 면적(㎡)

계 83 1,019,050 62 577,082 21 441,968

생활권
공원

소계 79 989,014 60 564,656 19 424,358

소공원 13 20,715 10 16,245 3 4,470

어린이공원 45 112,262 35 86,222 10 26,040

근린공원 21 856,037 15 462,189 6 393,848

주제
공원

소계 4 30,036 2 12,426 2 17,610

역사공원 1 7,710 - - 1 7,710

문화공원 1 9,900 - - 1 9,900

체육공원 1 10,578 1 10,578 - -

수변공원 1 1,848 1 1,848 - -

[표 3-6-2] 공원미집행 현황(2015년)

자료 : 제천시 산림공원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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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천남, 신백, 성산, 연박 도시자연공원구역 4개소로 약 1.74㎢에 지정  

되어 있음 

Ÿ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소유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훼손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변경 필요

연 번 구 역 명 면 적(㎡) 비 고

합 계 1,739,960

1 천남 도시자연공원구역 807,500

2 신백 도시자연공원구역 114,240

3 성산 도시자연공원구역 465,460

4 연박 도시자연공원구역 352,760

[표 3-6-3]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자료 : 제천시 산림공원과 내부자료

Ÿ 2015년 현재 국립공원 현황은 월악산 국립공원 1개소로 119,253,000㎢가 지정되어 있음

구  분 시설수(개소) 면 적(㎢) 비  고

국립공원 1 119,253,000 -

[표 3-6-4] 국립공원 현황

자료 : 제천시 산림공원과 내부자료

2. 녹지현황

Ÿ 시설녹지는 철로, 도로변 및 공업단지 주변의 주요시설 격리 및 보존을 목적으로 주로 완충

녹지로 지정되어 있음

Ÿ 도시계획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시설은 완충녹지 42개소 288,387㎡, 경관녹지 23개소 

117,091㎡, 연결녹지 3개소 17,794㎡, 기타녹지 2개소 5,056㎡가 지정 관리되고 있음

구  분 시설수(개소) 면 적(㎡) 비  고

계 70 428,337

완충녹지 42 288,387

경관녹지 23 117,091

연결녹지 3 17,794

기타녹지 2 5,065

[표 3-6-5] 녹지시설현황

자료 : 제천시 지역개발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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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원지현황

Ÿ 제천시 내 유원지는 의림유원지 1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1,188,000㎡임

Ÿ 의림유원지는 역사ㆍ문화ㆍ환경의 활용과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지속적인 보전을 추구하며 

동시에 제천시의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합리적 개발 및 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됨

구  분 시설수(개소) 면 적(㎡) 비  고

유원지 1 1,188,000 -

[표 3-6-6] 유원지 현황

자료 : 제천시 지역개발과 내부자료

4. 문제점 및 잠재력

가. 문제점

Ÿ 지정된 공원 중 일부분이 미조성 상태로 남아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는 공원의 

조성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Ÿ 미 개발된 공원 대부분이 사유지로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

되고 있으나 재정의 부족 등으로 시설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유 재산권 보장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시설의 조속한 개발이 요구됨 

Ÿ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로 시민휴식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도 불구

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이 협소하며 수적으로 열세이며, 

생태적 연계체계가 없어 도시자연성이 취약하고 특성화된 테마가 형성되지 않아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나. 잠재력

Ÿ 제천시는 지역적 특성상 각종 법적ㆍ제도적인 규제가 중복하여 지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도시개발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음

Ÿ 제천시 중부지역은 역사자원인 의림지를 비롯하여 청풍호를 중심으로 수변자원이 발달하고 

있으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백운산, 금수산, 월악산 등의 산악자원이 발달하였음

Ÿ 제천시는 볼거리가 많고 풍경이 뛰어난 청풍호를 비롯하여 의림지, 고암천, 하소천, 장평천, 

제천천 등 각종 호수, 하천 등이 입지하고 있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연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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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및 계획목표

1. 기본방향

Ÿ 자연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Ÿ 공원ㆍ녹지공간의 지속적인 확보와 연결체계 구축

Ÿ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공원ㆍ녹지 개발

Ÿ 미조성 공원 관리방안 및 주요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2. 계획목표

1) 공원ㆍ녹지공간의 지속적 확보

Ÿ 생활권별 계획인구의 증가에 맞춰 적정 규모의 공원 배치

Ÿ 도심 내에 위치한 국ㆍ공유지를 활용하여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함으로써 기존 시가지내 부족한 

공원ㆍ녹지공간 확보

Ÿ 신규 개발지에 충분한 공원ㆍ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생활권별 거점공원 육성

2) 공원ㆍ녹지의 연결체계 구축

Ÿ 송학산, 백운산, 금수산, 월악산 등 주요 산림을 거점으로 형성된 녹지축 설정 및 주요 공원

들을 특성화하여 공원ㆍ녹지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

Ÿ 도시 내 주요거점 녹지와 외곽 산림축ㆍ하천축의 연계를 통해 녹지네트워크 구축

3)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공원ㆍ녹지 개발

Ÿ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입지여건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특성화를 도모하고 도심내 관광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기여

Ÿ 제천 도심 내 관광 및 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공원의 도입 적극 검토

Ÿ 권역별 특색 있는 시설물 및 공원요소의 도입으로 지역정체성 확립

Ÿ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는 특화된 공원ㆍ녹지 조성

- 다양한 주제의 정원 조성,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방정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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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 

Ÿ 고암천, 하소천, 장평천, 제천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성 제고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5) 미조성 공원 관리방안 및 주요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Ÿ 국가보조의 실질적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 확대와 다양한 재원의 발굴, 민자 유치 

확대와 민간참여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재원 확충 방안 강구

Ÿ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공원의 해소를 위해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적 방안과 

함께 비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의 공원화, 이전적지 공원화 등을 

통해 신규 도시공원을 확충

3. 공원ㆍ녹지체계구상 

1) 녹지생태 네트워크 구축

Ÿ 도심부 주변 녹지 생태 보전을 위한 구학산~감악산~송학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생태체계를 

구축하고 도심부 주변 녹지는 생태보전을 위해 개발을 억제

2) 녹지여가 네트워크 구축

Ÿ 휴양, 체험 등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백운산~금수산~월악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여가체계를 

구축하고 휴양 및 체험시설들을 활용한 여가공간 조성

 

3) 수변생태 네트워크 구축

Ÿ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하소천~고암천~장평천의 수변생태체계를 구축하고 

도심 내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생태하천 조성

4) 수변여가 네트워크 구축

Ÿ 청풍호 주변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한수면~청풍면~수산면의 수변여가체계를 구축하고 청풍호 

주변의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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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공원ㆍ녹지체계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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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ㆍ녹지계획 

1. 공원계획

가. 계획지표 설정

Ÿ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제시한 2020년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은 12.5㎡/인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

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되어 있음

Ÿ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인당 공원면적은 12.5㎡ 이며,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1인당 공원면적은 13.7㎡로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규모까지 확보하는 모습을 보임

Ÿ 시가화예정용지의 신규 개발사업(택지, 산단) 추진 시 공원ㆍ녹지를 지속적으로 확보

구  분
2020 도시기본계획 증 ․ 감 2035 도시기본계획

시설수(개소) 면적(㎢) 시설수(개소) 면적(㎢) 시설수(개소) 면적(㎢)

공원

합 계 18 2.130 증) 11 증) 0.195 29 2.325

근린공원 14 0.684 증) 7 증) 0.164 21 0.848

수변공원 4 1.446 증) 1 증) 0.002 5 1.448

역사공원 - - 증) 1 증) 0.008 1 0.008

문화공원 - - 증) 1 증) 0.010 1 0.010

체육공원 - - 증) 1 증) 0.011 1 0.011

1인당 공원면적(㎡)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

12.5 13.7

[표 3-6-7] 제천시 공원계획

구  분
현 황

(2015년)
1단계

(2016~2020년)
2단계

(2021~2025년)
3단계

(2026~2030년)
4단계

(2031~2035년)

공원

합 계 0.533 0.678 1.075 1.423 2.325

근린공원 0.502 0.647 0.735 0.776 0.848

수변공원 0.002　 0.002 0.311 0.618 1.448

역사공원 0.008 0.008 0.008 0.008 0.008

문화공원 0.010 0.010 0.010 0.010 0.010

체육공원 0.011 0.011 0.011 0.011 0.011

[표 3-6-8] 유형별 단계별 공원 조성계획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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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변경계획

Ÿ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원계획을 준용하며, 강저택지지구, 제천 산업단지 등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을 반영하여 변경

Ÿ 수변공원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446㎢ (고암천변 

0.309㎢, 하소천변 0.307㎢, 장평천변 0.548㎢, 제천천변 0.282㎢)를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

구분 공 원 명
공원의 
종류

위 치
면적(㎢) 변경

내역기정 증․감 변경

계 29개소 2.130 증) 0.195 2.325

1 동현공원 근린공원 화산동1-2,  동현동 산12 0.046 감) 0.004 0.042 변경

2 장락제2공원 근린공원 장락동 산53-1번지 일원 0.120 감) 0.014 0.106 변경

3 청전공원 근린공원 청전동 산25번지 일원 0.056 감) 0.004 0.052 변경

4 중앙공원 근린공원 중앙로2가 26-1번지  일원 0.010 증) 0.001 0.011 변경

5 장락제3공원 근린공원 장락동 850번지 0.022 감) 0.007 0.015 변경

6 청전제2공원 근린공원 청전동 261-2번지일원 0.015 - 0.015 당초

7 미니복합타운 근린공원 신월동 850-2 일원 - 증) 0.020 0.020 신설

8 교동공원 근린공원 교동 산13 0.050 감) 0.003 0.047 변경

9 장락제1공원 근린공원 장락동 산45-3번지 일원 0.119 증) 0.061 0.180 변경

10 12호공원 근린공원 왕암동 971 - 증) 0.013 0.013 신설

11 13호공원 근린공원 왕암동 906 - 증) 0.020 0.020 신설

12 14호공원 근린공원 왕암동 988 0.059 감) 0.019 0.040 변경

13 1호공원 근린공원 왕암동 1329 - 증) 0.019 0.019 신설

14 2호공원 근린공원 왕암동 1390 - 증) 0.059 0.059 신설

15 1호공원 근린공원 강제동 735 일원 - 증) 0.012 0.012 신설

16 2호공원 근린공원 강제동 904 - 증) 0.021 0.021 신설

17 팔송공원 근린공원 봉양읍 연박리 산  220-5 0.068 감) 0.027 0.041 변경

18 주포공원 근린공원 주포리 산19번지 일원 0.054 증) 0.018 0.072 변경

19 수산근린공원 근린공원 수산면 내리 산44 0.037 감) 0.002 0.035 변경

20 1호공원 근린공원 덕산면 도전리 392 0.015 - 0.015 당초

21 2호공원 근린공원 청풍면 0.013 - 0.013 당초

22 - 역사공원 화산동 156-52 일원 - 증) 0.008 0.008 신설

23 박달재문화공원 문화공원 백운면 평동리 산81-8번지 - 증) 0.010 0.010 신설

24 - 체육공원 왕암동 1326 - 증) 0.011 0.011 신설

25 양화 수변공원 수변공원 금성면 양화리 963번지 - 증) 0.002 0.002 신설

26 고암천 수변공원 수변공원 동현동 일원 0.309 0.309 당초

27 하소천 수변공원 수변공원 서부동 일원 0.307 0.307 당초

28 장평천 수변공원 수변공원 장평리 일원 0.548 0.548 당초

29 제천천 수변공원 수변공원 봉양리 일원 0.282 0.282 당초

[표 3-6-9] 공원 세부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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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원계획

1)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공간의 확보

Ÿ 지정된 공원면적에 비해 실제 이용가능한 공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시가지에 기 지정된 

공원의 조속한 개발로 공원ㆍ녹지공간의 확보

Ÿ 시가지 내 공공시설 이전적지 및 빈집 등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공원ㆍ녹지로 조성함으

로써 시민들에게 녹색 공간 제공

Ÿ 양호한 수림의 녹지공간 보전으로 전원적 도시이미지를 유지하고 신시가지 개발 시 시가지와 

인접한 구릉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녹지와 공원시설의 조화 유도

2) 특색 있는 수변공간 확보

Ÿ 고암천, 하소천, 장평천, 제천천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의 개발과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수변공간 개발

Ÿ 하천 주변의 조성 가능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의 여가활용과 건강한 정서생활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변공원 조성

❚ 고암천 수변공원 

Ÿ 동현동 일대 고암천 주변 논경지는 고밀도 

개발이 진행된 도심지와는 대조적으로 오픈

스페이스로써 우수한 전원경관을 제공

Ÿ 특히 논경지 일대를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동부간선 수로는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여 

생태적으로 이용가치가 크며 농경지와 조화

로운 경관을 연출하여 도시내 주요 조망점

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Ÿ 이를 활용한 우수한 하천 경관의 보존과   

도시내 생태체험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을 

포함한 고암천 수변공원을 조성

[그림 3-6-2] 고암천 수변공원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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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천 수변공원 

Ÿ 서부동 일대 하소천 상부 주변 논경지는  

고밀도 개발이 진행된 도심지와는 대조적으로 

오픈스페이스로써 우수한 전원 경관을 제공

하며, 하부 주변 도심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고밀한 도시에 바람길 등 열섬 완화 기능을 

제공

Ÿ 특히 의림지로부터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서부간선 수로는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여 

생태적으로 이용가치가 크며 도시 내 주요 

조망점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됨

Ÿ 이를 활용한 우수한 하천 경관의 보존과   

도시 내 생태체험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을 포함한 하소천 수변공원을 조성
[그림 3-6-3] 하소천 수변공원 구상(안)

❚ 장평천 수변공원 

Ÿ 장평리 일원 장평천 주변 논경지는 고밀도 개발이 진행된 도심지와는 대조적으로 오픈스페이스

로써 우수한 전원경관을 제공하며, 오픈스페이스로서 우수한 경관을 제공

Ÿ 특히 고암천과 하소천과 만나기 때문에 생태적 이용가치가 크며 향후 도심발전의 중심축

으로써 가치가 있음

Ÿ 이를 활용한 우수한 하천 경관의 보존과 도시 내 생태체험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을 

포함한 장평천 수변공원을 조성

     

[그림 3-6-4] 장평천 수변공원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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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천 수변공원 

Ÿ 봉양읍 봉양리 일원 제천천 주변 논경지는 

신규 개발이 진행되는 도심지와 대조적으로 

오픈스페이스로써 우수한 전원경관을 제공 

Ÿ 특히 굽이치는 산골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태적 이용가치와 더불어 

레크레이션적 이용가치가 큼

Ÿ 이를 활용한 우수한 하천 경관의 보존과   

도시 내 생태체험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을 포함한 제천천 수변공원을 조성

[그림 3-6-5] 제천천 수변공원 구상(안)

3) 다양한 유형의 공원 조성

Ÿ 청풍호 주변의 산수 자연환경과 관광ㆍ휴양지를 연계하여 수변생태 테마공원 조성

Ÿ 월악산의 생태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산재된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자연학습공간 및 역사ㆍ

체험공간으로 활용

Ÿ 천남, 신백, 성산, 연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입지여건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화를 도입한 여가ㆍ휴식공간 제공 

4) 미집행시설의 정비와 도시공원 확충

Ÿ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공원용지 수용 및 보상을 위한 재정기법을 개발하고 미조성 된 도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및 휴식 공간 제공

Ÿ 생활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 확보 여건이 매우 

열악한 구시가지 주택지의 경우 부지확보가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조성하고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소규모 부지로 확보하여 소공원 조성

Ÿ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 도모



414

Ÿ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 숲 조성사업’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도 연계하는 방안 추진

-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 도시생태축 단절ㆍ훼손 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 지역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 실시

-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 도시 내 녹지공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녹색 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조성 등 추진

Ÿ `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사유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에 대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대책을 적극 검토

-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 가능하고 집단화 된 국ㆍ공유지는 해제 후 공원 재지정 고려

- 국유지 중 산림청 부지는 산림보전 및 녹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 강화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관리방안 

Ÿ 공원을 중심을 주민 이용이 많고 실효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

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우선관리지역 중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공원 중 공법적ㆍ물리적 제한이 없는 지역, 임상이 양호하거나 생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 주민 이용이 많은 지역 등을 범위를 선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 

Ÿ 불요 불급한 공원시설은 해제할 수 있도록 시설별 확보기준 등 관련 규정 마련과 예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재검토하여 적합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유도

Ÿ 2020년 실효가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을 통한 관리를 유도

Ÿ 주민 이용현황 및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관지구 지정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6) 공원시설 결정 후 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Ÿ 근본적으로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공원시설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원시설 결정 후 집행계획의 조기수립, 의회의견

청취 등 집행절차를 보완하여 적시성 있는 집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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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계획

1) 녹지 보전 및 녹지 확충

Ÿ 선형녹지 연계를 통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로변과 하천변에 연결녹지 조성

Ÿ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국토환경성평가도 1등급 등 보전의 필요가 

있는 하천, 저수지 및 주변 농경지 등은 보전

Ÿ 수형, 수종 등 전통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발굴 확대 지정하고, 기 지정된 

보호수의 훼손방지와 보호관리 강화

Ÿ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경관녹지를 지정하여 우수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관리

Ÿ 수변공간 확보를 위해 천변을 따라 연결녹지를 지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휴식ㆍ친수ㆍ자연학습공간 확보

Ÿ 도시녹화사업으로 도심의 녹색공간 확대

-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확폭 조성

- 건축선 후퇴 및 전면공지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 가로변 및 대로변 등에 수림대 및 녹지축, 도시림 등을 조성

- 공원복합용도지구, 건축물 옥상, 산업단지 등의 녹화로 환경개선

- 학교 운동장 공원화 계획으로 공원의 접근성을 높여 공원 소외지역 해소

- 공공기관 담장개방녹화를 쉼터로 조성하는 등의 소공원화 계획 구상

2) 생태통로 조성을 통한 녹지축 단절구간 연계

Ÿ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의 연결방안으로 단절구간에 생태통로 계획

Ÿ 간선도로, 산림, 공원, 가로수, 하천변의 녹지 확보 및 연결을 통해 녹지공간의 회복을 도모 

Ÿ 단절 녹지축은 생태통로 조성, 공원녹지 및 숲의 확충, 가로수 등의 연계녹지 확보 등을   

통해 녹지축을 연계하여 녹지네트워크 구축

Ÿ 점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원 및 거점녹지를 선형의 연결녹지로 연결하여 공원ㆍ녹지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도시민의 접근성 향상 및 생태통로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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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지역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Ÿ 고속도로, 철도 등의 건설시 소음, 오염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건설 규모, 도로폭 등에 따른 완충녹지 설치기준 마련

Ÿ 주거기능과 상충하는 토지이용은 분리시키고 재해 발생시에는 피난지대로 활용하며 평상시에는 

적절한 조경에 의해 위락성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 주변의 완충녹지대 설치

Ÿ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하천 주변 지역에 완충녹지대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 지연 및 방지

3.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Ÿ 2005년 3월 공포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용도구역개념으로써 종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미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ㆍ관리

Ÿ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Ÿ 토지이용, 주변 용도지역, 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훼손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방안 마련

항  목 기  준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 동식물의 서식처 또는 생육지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지역

∙ 자연의 보호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양호한 소생태계(비오톱)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 위 조건을 가진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양호한 생태계 또는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

양호한 
경관의 보호

∙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한(지형 등이 뛰어난 풍치 또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 해당 도시 또는 지역에서 주요한 조망대상 또는 상징적 경관이 되는 지역

∙ 지역의 역사 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문화재 또는 유적 및 유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관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도시민의 
여가ㆍ휴식
공간의 확보

∙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산 또는 도시민이 자연과의 접촉의 장이 되는 녹지

∙ 지역주민의 건전한 심신의 유지 및 증진에 관계되는 녹지로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ㆍ군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 보전할만한 녹지축  

이나 거점 등으로 계획된 지역

자료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표 3-6-1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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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원지계획

1) 의림유원지 특성을 고려한 개발방향 설정

Ÿ 제천시민의 정서적 뿌리 역할을 하며 다양한 역사ㆍ문화자원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의림 유원지를 활용하여 제천시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방향 설정

Ÿ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현재 세대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미래세대의 활용 여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계획으로 유도

2) 유원지의 합리적 개발 및 관리방안 수립 

Ÿ 제천시 고유한 역사ㆍ문화, 생태ㆍ녹색 자원인 의림지와 청전뜰을 활용하여 외곽으로 흐르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기 위한 유원지의 추가 지정 등 합리적인 개발ㆍ관리방안 수립  

Ÿ 의림유원지 내ㆍ외부의 개발압력의 증대에 따른 무계획적인 개발 예상 지역과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미집행시설로 존치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 및 관리방안 수립  

5. 여가시설계획

1)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시설 확충 

Ÿ 하소천, 고암천, 장평천 등의 하천변 녹화계획을 통해 연속적인 녹지흐름을 유지하고 하천과 

구릉지, 공공장소와의 결절점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수 여가시설 정비

Ÿ 도심내 빈집,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확충 및 여가공간 확충

2) 청풍호반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Ÿ 제천의 중요한 관광거점인 청풍호반의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수변경관지구 규제 완화 

Ÿ 아름다운 청풍호반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민의 휴양, 정서생활, 위락활동에 기여 하는 공간으로 

개발하여 제천시민의 종합적 이용을 위한 위락 및 휴식공간으로 개발

3) 월악산 주변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한 여가공간 조성 

Ÿ 월악산 주변으로 산재된 역사ㆍ문화자원을 연계한 문화ㆍ체험, 생태여가 공간 조성 

Ÿ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우수한 산악자원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

Ÿ 월악산, 계곡 등 우수한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산악레저 명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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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공원ㆍ녹지체계 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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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전뜰 일원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계획

1)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Ÿ 제천시 고유한 역사ㆍ문화, 생태ㆍ녹색 자원인 의림지와 청전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친환경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수요자  

맞춤형 첨단 스마트관광플랫폼 개발

Ÿ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 관광 정책을 반영한 관광복지 실현과 제천 외곽으로 흐르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여 원도심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고 중부내륙권내 관광

산업의 메카로 도약

2) 연계사업 

①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 위치 및 면적

Ÿ 제천시 모산동 466번지 일원(시민의 푸른길 내), A=100,000㎡

❚ 배경 및 목적

Ÿ 고대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의림지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농촌관광수요의 증대

Ÿ 자연치유 도시, 슬로시티 제천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상징적인 대표 관광 명소화 

❚ 지방정원 도입시설

Ÿ Symbol : 대한민국 제일의 한방치유 도시 제천 “ 한방테마정원 ”

- 오리엔탈 가든, 생명의 나무, 약초옥상정원, 한방테마광장, 한방약초원

Ÿ Culture : 농경문화, 농촌생태 탐방의 길 “ 기억의 정원 ”

- 메모리얼가든, Paddy street, 버드나무 쉼터, 한방논두렁길

Ÿ Edutainment : 지역의 문화와 역사는 배우고 체험하는 “이야기 정원”

- 제비바위정원(조각정원), 우륵대쉼터, 우륵정(전통형정자), 어장사참사가정원(민요정원)

Ÿ Healing : 자연과 함께하는 “ 체험형 정원 “

- 연리숲길, 자생초화원, 에코어드벤쳐(모험시설), 소나무숲 전망대, 늘푸른 숲속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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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천 솔방죽 생태마을 조성

❚ 위치 및 면적

Ÿ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 A=166,000㎡

❚ 배경 및 목적

Ÿ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와 의림지뜰이 보유한 역사・문화 및 생태ㆍ녹색 자원을 연계 

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솔방죽 생태마을을 조성함으로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수요자 맞춤형 첨단 스마트관광플랫폼 개발

❚ 주요 단위사업

Ÿ 의림지 옛 물길 및 농경문화 복원

- 의림지 일대의 전통적인 수리농업 경관 회복과, 농민의 삶이 닮긴 농업문화경관 개선을 통한 

삼한시대 수리농업의 전통경관 회복

Ÿ 생태놀이터 및 상상마당극장 조성

-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친환경 생태체험 교육시설 조성

- 의림뜰을 배경으로 상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ㆍ예술 작품과 경관농업이 어우러진 

전국적인 명소로 조성

Ÿ 의림지뜰 관광핫플레이스 조성

- 중부내륙권의 관광정보, 숙박정보, 농산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ICT 기반  

관광정보시스템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

Ÿ ICT Farm 타운 조성

- 제천 특화 산업인 한방산업의 연구·생산·가공·유통에서 판매까지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한방  

바이오 6차산업 플랫폼 구축

- 한의약과 미래농업이 결합된 6차산업화 생태계 구축(핫플레이스)

- 천연물 및 한약자원의 품질 균일성이 확보된 국산 우수 한약재 ICT적용 재배관리기술 개발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유통망 구축 등 우수 한약재 생산기지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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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대방죽 생태복원

❚ 위치 및 면적

Ÿ 제천시 신월동 386번지 일원 뒤뜰방죽(신대저수지), A=14,000㎡

❚ 배경 및 목적

Ÿ 의림지, 솔방죽 생태공원 및 삼한의 초록길과 더불어 도심속 허파, 생태공원으로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과 보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보여주기 위한 생태복원이 아닌 진정한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생물 식재ㆍ보호를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시민

들에게 생태학습장 및 휴식처 제공

Ÿ 시민들에게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특성을 살린 자연환경보전ㆍ이용 생태공원 제공

❚ 추진사업

Ÿ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인 순채, 가시연꽃, 붓꽃류 식재와 조류와 어류 서식지 공간, 탐방로 

조성 등 습지생태계 복원과 보전, 자연학습장 설치사업 추진 

④ 슬로푸드 미래교육원 조성

❚ 위치 및 면적

Ÿ 제천시 청전동 250번지 일대, A=7,951㎡

❚ 배경 및 목적

Ÿ 서구화 된 식습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편의식 이용의 증대, 잘못된 식습관의 고착, 농촌 

지역경제의 침체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식문화와 지역의 농업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대두

Ÿ 제천이 보유 하고 있는 풍부한 농ㆍ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느림의 미학을 담고 있는 슬로푸드 

체험공간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사업

Ÿ 한식의 우수성 부각 및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대중적   

관심 증가에 대비한 제천시 슬로푸드 미래교육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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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지관리방안 

1) 산지관리방안 기본방향

Ÿ 제천시 전체면적의 73.1%가 임야로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생태축의 보존 및 복원으로 

친환경 공간 조성

Ÿ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제1차 충청북도 산지관리지역계획(2013∼2017)’에서 

제시된 유역유형별 산지관리방안 준용

2) 산림경관권역 및 산지유역유형 현황

① 산림경관권역 현황

Ÿ 제천시는 충주시, 단양군 등과 함께 남한강하류권역에 포함되어 있음

산림경관권역 관할 시ㆍ군 권역면적(㏊) 산지면적(㏊)

남한강하류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409,183 285,746

금강상류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196,661 141,019

충청내륙 청주시, 진천군 137,482 71,490

[표 3-6-11] 산림경관권역 현황

자료 : 충청북도, 제1차 충청북도 산지관리지역계획(2013∼2017)

② 산지유역유형 현황

❚ 산지유역유형 구분기준

Ÿ 도시형 산지유역유형 : 산지유역내 도시용지 면적이 35% 이상인 지역

Ÿ 도시주변형 산지유역유형 : 산지유역내 도시용지 면적이 15%~35%인 지역

Ÿ 주요 산줄기 인접형 산지유역유형 : 주요 산줄기, 백두대간과 정맥 등 인접산지

Ÿ 산야형 산지유역유형 : 그 밖의 산지

❚ 제천시 산지유역유형 현황

Ÿ 제천시는 도심의 시가화 지역에 분포한 산지로 도시민의 휴양, 여가를 위한 도시형과 시가화 

지역에 인접한 도시주변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Ÿ 월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주변에 분포한 주요 산줄기 인접형과 그 밖의 산지, 

국유림 경영, 산림휴양ㆍ관광기능의 산야형으로 구분함



423

[그림 3-6-7] 충청북도 산림경관권역 [그림 3-6-8] 충청북도 산지유역 유형

3) 남한강하류권역 관리방안

Ÿ 산림휴양ㆍ관광ㆍ자원의 활용 증진과 산줄기 보호 및 경제림 육성 지원

Ÿ 백두대간의 산줄기 연결성 및 건강한 산림 생태계의 유지ㆍ증진

Ÿ 충청도민과 수도권 인구의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수요 충족

Ÿ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① 도시형ㆍ도시주변형 산지유역유형

❚ 보전산지

Ÿ 도시 녹지공간의 보전

Ÿ 근린생활 기능의 관점에서 산림의 녹색 서비스 기능 제고

Ÿ 녹색 에어컨 기능산지의 유지 및 확대

Ÿ 접근성 용이한 도시림 조성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 준보전산지

Ÿ 생활공간 확대를 위한 경계 침범 등 불법산지전용 및 훼손 관리 강화

Ÿ 도시의 녹색 기능 강화를 위한 산지의 보전

Ÿ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의 해제 대응

Ÿ 산사태 위험 상위등급 및 주변 지역 산지 이용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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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야형 산지유역유형

❚ 보전산지

Ÿ 국림공원, 휴양림의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통한 녹색서비스 제공

Ÿ 수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정화기능 증진

Ÿ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 수종의 조림과 경영목적에 맞는 수종의 차별화 육성을 통해 

   산지 기반 강화

Ÿ 산채, 산약초 재배단지, 임산물 산업화단지 등 특수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준보전산지

Ÿ 국ㆍ도립공원, 관광지 주변 휴게시설, 숙박시설의 난개발 방지

Ÿ 주요 수계 및 상수원 주변 산지의 보전 산지화 또는 보호구역 지정 

Ÿ 산림의 경관 조성, 재해복구 및 예방 등 산림이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산림 조성 및 관리

③ 주요 산줄기 인접형 산지유역유형

❚ 보전산지

Ÿ 백두대간 및 호서정맥 산줄기 훼손지 모니터링 및 복원

Ÿ 산줄기 연결망과 연계한 주요 산줄기 관리 강화

Ÿ 국립공원의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 및 연계 통한 녹색 서비스 제공

Ÿ 국립공원, 관광지 주변 휴게시설,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 방지

❚ 준보전산지

Ÿ 산지 경관 저해 및 지형 훼손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허가 검토기준 강화 

Ÿ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인접한 산지의 훼손 감시 강화

Ÿ 백두대간 종합개발계획 등의 계획사업에 의한 난개발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