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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배경

1. 계획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1.1. 계획수립의 배경

1.2. 계획수립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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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지위와 성격

2.1. 계획의 지위

2.1.1. 법정계획

2.1.2. 중기계획

2.1.3. 물리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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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획의 성격

구  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행계획

계획의 목적

도시발전방향(미래상) 

및 도시계획 

일반지침의 제시

도시개발절차 및 

구체적 규제지침의 

제시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물적․비물적 표현 물적측면 특정사업

법적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해당 관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해당 관련법

법적구속력 시장․군수 개별시민, 사업시행자 개별시민

계획기간
20년 내외

(장기구상 계획)

10년

(중기세부계획)

1-5년

(단기시행계획)

입 안 자 시장․군수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승 인 자
국토해양부 장관

광역시장․도지사
광역시장․도지사 광역시장․도지사

계획구역의 

범위
관할행정구역 관할행정구역 일부지역(사업대상지역)

시민참여의 

형태
공청회 공람․공고 공람․직접참여

계획의 

변경가능성
매5년마다 재검토 여건에 따라 가능 불가능

관련계획과

의

연계성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

획 등의 지침수용 및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제시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수용 및 

도시계획사업계획에 

지침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수용

표현방식
개념적․계획적 표현

(비법적 용어)

구체적 표현

(법적 용어)

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도면 및 조서)

승인도면의 

축척
1/25,000~1/50,000 1/5,000 이상 1/500~1/1,200

〈 관련계획과의 성격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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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의 범위

3.1.  공간적 범위

3.2. 시간적 범위

3.3. 계획의 내용

3.3.1. 계획의 배경

3.3.2.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3.3.3.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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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4.1. 적법한 계획수립

4.2. 참여기회의 확대

4.3. 합리적인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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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환경과 조화되는 계획수립

4.5. 창조적인 계획수립

5. 도시연혁

5.1. 도시발전연혁

연          대 연                       혁

삼 국
시 대

538
757

∙감평군 원촌현 및 식산현에 속함
∙승평군 해읍현, 여산현에 속함

고 려
시 대

940
1310
1355

∙승평군 여수현, 돌산현에 속함
∙순천도호부로 개칭
∙여수도호부로 개칭

조 선
시 대

1396
1725
1895
1896

∙여수현 폐지, 진례포 만호진, 돌산 만호진 설치
∙전라도 여수도호부 설치
∙남원부 순천군 여수면, 삼일포면, 소라면 설치
∙나주부 돌산군 설치

일 제
시 대

1914
1931

∙돌산군 폐지, 여수군이 10개면 관할
∙여수면이 여수읍으로 승격

현 대

1949
1967
1973
1976
1980
1984
1987
1996
1997
1998

1999
2002

∙여수항으로 개항 선포,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
∙여수시 26개 법정동 확정
∙돌산면 경호리 편입, 송도, 장도가 율촌면에 편입
∙여천지구 출장소 개소
∙삼일면과 돌산면이 읍으로 승격
∙여천지구 출장소 관할 행정리 55개리로 조정
∙여천시 묘도동 지진도가 광양출장소로 이관
∙여천시 통․반을 199통 784반으로 조정
∙여수시 통․반을 368통 1,854반으로 조정
∙통합 여수시 출범
  - 1읍 6면 21 행정동 (51 법정동), 191리(63 법정리)
∙여수시 통․반을 399통 3,398반으로 조정
∙여수시 리․통․반을 417통 3,527개반으로 조정

< 도시발전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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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시계획연혁

결 정 년 도 고      시 내               용

1941.  1. 29

1974.  9. 14

1977.  4. 18

1977.  4. 18

1977.  4. 18

1977.  4. 18

1982.  4. 22

1984.  2. 20

1986.  4. 25

1988.  8. 22

1989. 12. 21

1991.  4.  2

1993. 11. 15

1995. 12.  4

1997.  5. 20

2001. 12. 18

2002. 12. 30

2004.  8.  5

2004. 12. 31

2006.  5.  4

2007.  8.  7

2008. 12. 30

2009.  2.  5

2009.  5.  4

2009.  5. 13

조선총독부고시 제97호

건설부고시 제313호

건설부고시 제69호

건설부고시 제69호

건설부고시 제69호

건설부고시 제69호

건설부고시 제145호

건설부승인

건설부고시 제171호

건설부승인

건설부고시 제752호

전남고시 제44호

건설부고시 제1931호

건설교통부 승인

전남고시 제133호

건설교통부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303호

전남고시 제126호

전남고시 제241호

건설교통부 승인

건설교통부 승인

농림수산고시 제144호

전라남도고시 제36호

전라남도고시 제220호

여수시고시  제67호

가로망 확장(최초)

여수도시계획변경(재정비) 65.658㎢

여수도시계획변경(여수, 여천 쌍봉 분리)

여수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지정)

여천도시계획결정(최초) 240.55㎢

여천도시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 76.9㎢

여천도시계획변경(용도지역) 240.55㎢

여수도시기본계획승인(최초 : 55.476㎢)

여수도시계획변경(재정비)62.485㎢

여천도시기본계획승인(최초:343.340㎢)

여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294.826㎢

여수도시계획변경(미평택지개발지구)63.539㎢

여수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최종 : 64.712㎢)

여천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326.009㎢

여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281.485㎢

여수시, 여천시 통합 도시기본계획 확정

여수시, 여천시 도시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87.587㎢

여수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고시 87.587㎢

(개발제한구역해제 용도배분)

여수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고시 345,048㎢

2025년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 승인

2025년 여수도시기본계획 승인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결정고시

관리지역 세분고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 고시 -도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 고시 -시결정사항

 < 도시계획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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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획수립의 절차

6.1. 계획 수행과정

계획방향설정

개발전략수립

상위 및 관련계획검토

자연․인문환경분석

민원 및 현안 검토

현황종합분석
도시문제 및

성장잠재력 분석

개발목표 및 전략

인구설정

가구전망 등

도시개발장기구상 생활환경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생활권설정

토지이용구상

교통․통신구상

부문별계획구상

생활환경구상

산업개발구상

공원․녹지구상

도시방재 등

부문별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단계별집행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

〈 계 획 수 립 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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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

• 전문가 자문회의

• 민․관원 검토

• 관련부서 및 구청별 의견청취

• 보고회(착수․중간․최종)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 •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 시 장 )

• 도시관리계획도서

 - 관리계획서

 - 관리계획조서

 - 계획도

• 계획설명서

 - 토지적성평가

 - 교통성검토

 - 환경성검토

⇩
• 주민공람 : 14일 이상 주민의견청취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