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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의 개요

1.1. 용도지역의 개념

1.2. 기본방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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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정 목 적

주

거

지

역

전   용

주거지역

제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   반

주거지역

제1종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

기능 보완

상

업

지

역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

업

지

역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의 수용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준공업지역 • 경공업 및 그 밖의 공업수용,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

녹

지

지

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의 보전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

리

지

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농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

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

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

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
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

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

업 진흥 및 산림보전

〈 용도지역별 세분 및 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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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도지역 입지계획의 기본방향

1.3.1. 주거지역 계획

・

・

1.3.2. 고용중심지 계획(상업․공업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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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 현황

2.1. 개발가능지 분석

2.1.1. 개발가능지 분석 전개

 

                    < 개발가능지 분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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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개발가능지 분석 기준

구     분 구  분 면  적(㎢) 비고 

            총       계 526.0(100.0)

개발
불가능지

소       계 164.4
(31.3%)

유원지 2.1

하천 및 유수지 2.7

공원 및 시설녹지 5.8

표고 100m이상 지역 104.4

경사 25도 이상 지역 26.4

국립공원내 표고100m 이상, 경사 25도 이상 지역 23.0

개발
억제지

소       계 204.3 (33.8%)

항만시설보호지구 2.4

어항구역 2.6 

상수원보호구역 1.3 

문화자원보호지구 0.1 

농업진흥구역 12.4 

환경평가1,2등급 78.3

생태자연도1,2등급 18.3 

보전산지 4.1 

농림지역 0.9 

보전생산관리지역 10.0

보전생산녹지지역 2.4

수산자원보호구역 246.2

국립공원내표고100미만, 경사25도미만지역 275.8

자연환경보전지역 3.8

해면부 44.4

기개발지

소       계 115.8 (22.0%)

기타주요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75.1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35.6

 취락지구 등 5.1

개발
가능지

소       계
41.6 (7.9%)

기개발지, 개발불가능지, 개발억제지을 제외한 지역

< 여수시 개발분석가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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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계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기개발지 불가능지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526.0 100.0 41.5 7.9 204.3 38.8 115.8 22 164.4 31.3

학동 61.4 11.7 8.5 1.6 23.5 4.5 15.3 2.9 14.1 2.7

중앙 45.4 8.6 3.2 0.6 10.2 1.9 13.9 2.6 18.1 3.5

율촌 191.1 36.3 23.8 4.5 51.0 9.6 62.0 11.8 54.3 10.3

화양 114.5 21.8 0.6 0.1 64.5 12.3 15.7 3.0 33.7 6.4

돌산 113.6 21.6 5.4 1.0 55.1 10.5 8.9 1.7 44.2 8.4

< 생활권별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

< 개발가능지 종합 분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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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개발지 개발 불가능지

개발 억제지 개발가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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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별 소요면적 산정

3.1. 주거지역

3.1.1. 기본방향

3.1.2. 기본전제

3.1.3. 주거지역 소요면적 산정

산정식 = 주거지역 수용인구×밀도별 배분율 / 혼합률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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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20

계획인구(천인) 297 350

수용인구(천인) 267 315

밀도유형별
소요면적
(㎢)

계 31.4 37.0

고밀(30%) 4.7 5.6

중밀(20%) 4.2 4.9

저밀(50%) 22.5 26.5
주1) 소요면적 적용기준 종합 인용   2) 수용인구 90%, 혼합률 15% 적용

< 밀도별 거주밀도에 의한 주거지역 수요산정 >

산정식 =
유형별 주택호수×호당 면적

용적율×(1-공공공지율)×(1-혼합률)

구분 인구배분 호당면적 용적률 공공공지율 혼합률

아파트 50% 120 250% 40% 20%

다세대‧연립 20% 200 200% 40% 20%

단독주택 30% 250 100% 30% 20%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에 의한 산정기준 > 

구분 2015 2020

계획인구(천인) 297 350

가구수(천가구) 114 140

주택호수(천호) 118 147

주택유형별
소요면적
(㎢)

계 26.4 33.0

아파트(50%) 13.2 16.5

다세대‧연립(20%) 5.3 6.6

단독(30%) 7.9 9.9

< 주택유형별 공급계획에 의한 주거용지 수요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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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래주거용지
내주택수

(A)

가구당
인구
(B)

1인당
주거지면적

(C)

총주택
용지

(D=A*B*C)

주거용지면적
(D/혼합률)

2015 117.772 2.60 82.58 25.3 29.7

2020 146,580 2.50 83.65 30.7 36.0
주: 혼합률 15%적용

< 1인당 부지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수요산정 > 

(단위: 호, 인/가구, ㎡, ㎢)

계획년도 거주밀도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1인당
부지면적

최종주거
용지수요

2015 31.3 26.4 29.7 26.4

2020 37.0 34.0 36.0 34.0

< 주거용지 수요산정 총괄표 > 
(단위: ㎢)

3.2. 상업지역

3.2.1. 소요면적 산정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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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년도 도심상업 부도심 및 지역중심상업 지구중심상업

정의

• 도시 또는 도시권에 

이용되는 도심지역

• 전체시민을 위한 다

양한 상업 및 서비

스기능을 지닌 지역

• 부도심, 도시내 일정지역

의 상업업무수용분담하면

서 근린․지구중심상업기능

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상업기능을 가진 지역

• 도시내 일정지구

의 상업 및 서비

스기능을 갖춘 

지역

주요시설
백화점, 호텔, 

금융기관, 사무실

백화점분점, 쇼핑센터, 

노선상가
시장, 슈퍼마켓, 

이용반경 6㎞ 3㎞ 800m

최소이용인구 150,000인 35,000인 4,000인

전체면적

대비 비율
0.5% 1.0% 1.25%

자료 : 한국토지공사, 상업편익시설의 획지규모 및 형상연구, 1993

〈 상업지역 유형별 주요기능 〉

3.2.2. 상업지역 소요면적 산정

산정식 =
상업지역 이용인구×1인당 이용면적

평균층수×건폐율×(1-공공공지율)×(1-혼합률)

구분 분담률 1인당이용면적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혼합률

상업 80% 18 3 70% 30% 15%

< 이용인구에 의한 산정기준 >

구분 2015 2020

상업지역 이용인구(인) 265,000 300,000

소요면적(㎢) 3.2 3.7

주: 상업지역 이용인구는 계획인구의 80%, 혼합률 10% 적용

< 이용인구에 의한 상업지역 수요산정 > 

구분 분담률 1인당이용면적 평균층수 건폐율 공공공지율 혼합률

상업 80% 18 3 70% 30% 15%

< 관광객에 따른 주간활동인구에 의한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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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20

주간활동 관광객인구(인) 17,600 20,800

소요면적(㎢) 0.22 0.26

주: 상업지역 이용인구는 계획인구의 80%, 혼합률 15% 적용

< 관광객에 따른 주간활동인구 수요산정 > 

구분 2015 2020

이용(계획)인구 소요면적 3.25 3.67

주간 활동 관광객인구 소요면적 0.22 0.26

소요면적(㎢) 3.22 3.66

< 상업지역 수요추정 >  

3.3. 공업지역

3.3.1. 소요면적 산정의 전제

3.3.2. 공업지역 소요면적 산정

산정식 =
2차산업종사자수×1인당 부지면적×(1-혼합률)

(1-공공공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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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차산업

종사자수(명)
1인당

부지면적(㎡/명)
혼합률(%)

공공
공지율(%)

소요면적
(㎢)

2015 24,887 827 10 40 28.0

2020 27,646 878 10 40 34.0

주1) 1인당 부지면적은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의 종사자당 부지면적 원단위에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 1인당 종사자 부지면적에 의한 공업지역 수요산정 > 

연도 생산액(억원)
생산액당

부지면적(㎡/억원)
소요면적
(㎢)

2015 946,215 39.5 37.4

2020 1,520,429 30.7 46.7

주1) 생산액은 「2011년 통계연보」 제조업 생산액에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주2) 생산액당 부지면적은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의 생산액당 부지면적 원단위에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 1인당 종사자 부지면적에 의한 공업용지 수요산정 >

구분 2015 2020

종사장당 부지면적 산정방식 28.0 34.0

생산액당 부지변적 산정방식 37.4 46.7

소요면적(㎢)(평균치) 32.7 40.4

< 공업용지 수요면적 추정 > 

3.4. 용지별 소요면적 종합

구 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인구
밀도
방식

주택
호수
방식

1인당
부지
면적

이용인구 
추정방식

관광객
(유동인구)

종사자당 
면적산정방

식

생산액당 
면적산정
방식

산출면적 37.0 34.0 36.0 3.7 0.3 34.0 46.7

소요면적 34.0 (최저치) 4.0 40.4(평균치)

< 토지 수요량 산정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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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지역 배분 계획

4.1. 기본원칙

『 선(先) 기개발지역, 후(後) 미개발지역 활용 』

4.2.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반영사항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봉산동 

427-42

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13,127 

100%

이하

∙ 2030년 여수도시기본계획의 보전용지로

 반영하였으며 기존 남산공원 주변을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구 재건중학교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매입을

  하여 남산공원으로 편입하고자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

2

묘도 

준설토 

투기장

미지정

(해면)

일반공업

지역
1,865,550

350%

이하

∙12.4.9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묘도지구를 미래

 신 성장 산업의 집적공간으로 조성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자연녹지

지역

일반공업

지역
1,2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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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거지역

4.3.1.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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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세분 지 정 기 준

전용
주거
지역

제1종

∙ 기존시가지 또는 그 주변의 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서 주거환경
을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

∙ 신시가지 중 주택지로 개발할 지역으로 양호한 단독주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제2종

∙ 기성 및 주변시가지의 주택으로서 순화된 주거지역에서 기 형성되어 
있는 중층 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 상황에서 보아 중․저층주택이 입지
하여도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

∙ 중․저층 주택단지로 계획적으로 정비하였거나 정비하기로 계획된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의 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

∙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
∙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 가능한 한 주간선도로와 접하지 않도록 하되, 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능

제2종

∙ 기존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
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함. 단, 녹지대 또는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가능

∙ 제1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3종

∙ 계획적인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
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
요가 있는 지역

∙ 간선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 내에 포함된 지역

준주거지역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
∙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
하는 지역

∙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 계획적 주택단지내의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
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토록 함

∙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도로․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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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주거지역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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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건폐율(%) 용적률(%) 비       고

전용

주거지역

제1종 50 이하 100 이하

제2종 50 이하 150 이하

일반

주거지역

제1종 60 이하 200 이하

제2종 60 이하 250 이하

제3종 50 이하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500 이하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주거지역내 건축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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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
거
지
역

계 25,868,779 감) 37,229 25,831,550

전용주거지역 1,051,362 - 1,051,362

　
제1종 997,332 - 997,332

제2종 54,030 - 54,030

일반주거지역 23,730,728 감) 37,229 24,780,188

　

제1종 12,855,545 감) 37,229 12,818,316

제2종 10,213,942 감) 6,892 10,207,050

제3종 661,241 - 661,241

준주거지역 1,086,689 증) 6,892 1,093,581

〈 주거지역 결정(변경)계획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신기동 

93-3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6,892 500%이하

∙ 웅천지구와 연계한 중심시가지에 

  접하고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간선

  도로가 접한 주택지로서 기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우림아파트 및 

  제일모직사택아파트 등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주택재개발 등의 계획과

  인근 망마경기장 이용객들의 편의

  시설 제공 등 장래 상업적 보완 및 

  상권이 형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2

선원동 

207-3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6,312 200%이하

∙ 종전 전라선 철도와 주거지역간의

  완충공간으로 철도폐선에 따른    

  근린공원 사이의 토지로서 현재 

  주택이 밀집해 있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주거지역 변경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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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 결정(변경)도 〉

1. 신기동 207-3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2. 선원동 207-3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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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업지역

4.4.1.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검토

상업지역 세분 지 정 기 준

중심상업지역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

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신시가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도시의 중심적 상권을 지닌 상업․업무기능의 중심지 또는 부도심 성격을

지니는 지역

일반상업지역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내 교통기능을 수행

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線的)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전철과 같은 대량교통수단의 환승점 또는 자체에 기종점을 둔 통행

발생이 많은 지역

∙기능적으로 특화된 지역중심지로서 위락․자동차매매 및 정비․인쇄․출판 

등의 기능을 면적(面的)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

∙자동차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 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시고속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주거지역과는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과 같은 완충대

설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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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세분 지 정 기 준

근린상업지역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승하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근린생활권 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지구의 중심상가 조성지

유통상업지역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물자공급지의 연결이 용이하며, 도시 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송단지

와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

4.4.2. 상업지역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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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비고

건폐율(%) 90 이하 80 이하 70 이하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1000 이하 700 이하 1000 이하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상업지역내 건축밀도 〉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

업

지

역

계 2,997,359.2 - 2,997,359.2

중심상업지역 351,070 - 351,070

일반상업지역 2,646,289.2 - 2,646,289.2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 상업지역 결정(변경)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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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업지역

4.5.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검토

공업지역 세분 지 정 기 준

전용공업지역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서 지나친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정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무거운 구조물의 구축에 충분한 지내력을 지닌 지역

∙도시의 규모, 입주공업의 토지에 대한 공업밀도를 감안하여 공업

시설의 면적․지원시설 면적․녹지시설 면적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일단의 토지매입이 용이한 지역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일반공업지역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준공업지역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주문생산품의 생산자 또는 이용자가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결

될 수 있도록 소규모 분산적 입지도 가능한 지역

∙취업자들의 통근편의성 및 소음․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

기능의 보호를 고려하여 지정

∙준공업지역은 주기능이 공업기능이므로 이에 상충되는 기능의 혼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가능한 억제하며, 기존 준

공업지역 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지정

∙대도시의 경우에는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의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며,

중․소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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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공업지역 결정(변경)

구  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비고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공업지역내 건축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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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

업

지

역

계 54,680,798.8 증)3,127,000 57,807,798.8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51,464,061 증)3,127,000 54,591,061

준공업지역 3,216,737.8 - 3,216,737.8

〈 공업지역 결정(변경)계획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2

묘도 

준설토 

투기장

미지정

(해면)

일반공업

지역
1,865,550

350%

이하

∙12.4.9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묘도지구를 미래

 신 성장 산업의 집적공간으로 조성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자연녹

지지역

일반공업

지역
1,261,450

〈 공업지역 변경조서 〉

1. 묘도 준설토투기장  (2030년 여수 도시기본계획 반영)

( 미지정(해면),자연녹지역 → 일반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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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녹지지역

4.6.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검토

녹지지역 세분 지 정 기 준

보전녹지지역

∙기존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 초지, 호소, 하천, 연안, 주요 습지 

등과 인접 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문화재, 전통사찰, 기념적 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 확보가 필요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상수원 보호,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규모․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

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생산녹지지역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농지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

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개발 시 기반시설의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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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녹지지역 결정(변경)

구  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비고

건폐율(%)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녹지지역내 건축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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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녹

지

지

역

소      계 217,178,695.9 감)1,220,420 215,958,275.9

보전녹지지역 60,143,149 감)839 60,142,310

생산녹지지역 9,153,090 감)1,731 9,151,359

자연녹지지역 147,882,456.9 감)1,217,850 146,664,606.9

〈 녹지지역 결정(변경)계획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봉산동 

427-42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

녹지지역
13,127 100%이하

∙ 2030년 여수도시기본계획의
  보전용지로 반영하였으며 기존 남산
  공원 주변을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구 재건중학교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매입을 하여 남산
  공원으로 편입하고자 자연녹지지역
  으로 변경

2

주삼동

835번지 

일원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1,731 100%이하

∙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하여 운영
  중인 테마가 있는 농촌체험장에 
  주차장이 없어 방문객들 불편을 
  초래 및 활용도가 저하되어 체험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
  고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3

학동

184번지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4,640 100%이하

∙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 중에 있고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조성을 요구하고 또한 인근 상업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며 장래 
  주차장조성 등 여건확보 및 토지
  이용 현실화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
  으로 용도지역 변경

4

소호동

498번지 

일원

미지정

(해면)

보전

녹지지역
3,801 80%이하

∙ 녹지공간 확보 및 이벤트 공간조성
  으로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 마련 및 
  해안경관정비 차원에서 소호지구 연안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해면부를 광장
  으로 조성하고자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 녹지지역 변경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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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5
문수동

101-1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3,882 100%이하

∙ MBC 방송국 시설이 일부 해제  되어 

  임상이 양호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급경사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6
문수동

89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6,532 100%이하

∙ MBC 방송국 시설 북측의 주택  단지

  법면부 지역이고 방송시설과  연접한 

  시유지로서 임상이 양호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급경사지역으로  자연녹

  지지역으로 변경

〈 녹지지역 변경조서 〉

〈녹지지역결정(변경)도〉

1. 봉산동 427-42번지 일원  (2030년 여수 도시기본계획 반영)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2. 주삼동 835번지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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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동 184번지 일원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4. 소호동 498번지 일원

( 미지정(해면) → 보전녹지지역 )

5. 문수동101-1, 89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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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관리지역

4.7.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검토

관리지역 세분 지 정 기 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장래 보전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장래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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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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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관리지역 결정(변경)

구  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비고

건폐율(%)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관리지역내 건축밀도 〉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

리

지

역

소      계 60,097,531 증)10,029,702 70,127,233

관리지역 3,765,120 감)3,537,700 227,420

보전관리지역 14,906,485 증)8,228,755 23,135,240

생산관리지역 16,753,970 증)1,752,636 18,506,606

계획관리지역 24,671,956 증)3,586,011 28,257,967

〈 관리지역 결정(변경)계획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 - 3,765,120 - -

-
여수시 
비도시 
일원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209,733 80%이하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798,745 80%이하 ∙ 농업ㆍ임업의 생산을 위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26,404 100%이하

∙ 자연환경과 기존개발 상황을 고려
  하여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관리지역 농림지역 300,145 80%이하 ∙ 산림청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전
  산지는 농림지역으로 변경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2,673 80%이하

∙ 산림청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산
  자원보호구역과 중첩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

관리지역 관리지역 227,420 80%이하

∙ 산림청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산지
  이용 구분도와 우리시 지적도와 불
  일치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존치
 (향후 산림청 협의 후 변경)

〈 관리지역 변경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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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획의 유형 계획의 주요내용

유형1
∙1만㎡ 이상 정형화ㆍ집단화 지역 

∙토지적성평가 4~5등급지가 50%이상인 지역

∙토지적성등급에 따른 기준 면적 1만㎡이상

 토지적성평가 4~5등급지가 100%인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유형2
∙1만㎡ 이상 정형화ㆍ집단화 지역 

∙토지적성평가 1~2등급지가 50%이상인 지역

∙토지적성등급에 따른 기준 면적 1만㎡이상

 토지적성평가 1~2등급지가 100%인 지역으로 

 토지현황상 농업적성인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으로 세분

유형3
∙1만㎡ 이상 정형화ㆍ집단화 지역 

∙토지적성평가 4~5등급지가 50%미만인 지역

∙토지적성등급에 따른 기준 면적 1만㎡이상

 토지적성평가 4~5등급지가 50%이하 지역으로 

 주변지역 및 토지적성평가 3등급지의 여건상

 개발등급지역으로 판단하여 계획관리지역

 으로 세분

유형4

∙1만㎡ 미만인 지역 

∙우선보전지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토지적성등급에 따른 기준 면적 1만㎡미만

 우선보전지역 100%인 지역으로 토지현황상 

 임야인 여건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유형5

∙1만㎡ 미만인 지역 

∙인근 주변지역이 단일 용도지역과 인접

 한 지역(단 주변용도지역은 관리지역에

 한함)

∙토지적성등급에 따른 기준 면적 1만㎡미만

 인근 관리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 용도

 지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세분

유형6

∙1만㎡ 미만인 지역 

∙인근 주변지역이 2개 이상의 관리지역과

 인접한 지역

∙토지적성등급에 따른 기준 면적 1만㎡미만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현황 및 적성평가 등급(우선개

 발지)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유형7
∙1만㎡ 미만인 지역 

∙농립지역으로 둘러싸인 소규모 블럭

∙토지적성등급에 따른 기준 면적 1만㎡미만

 토지적성평가 상 4등급지역이나 주변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

유형8 ∙돌출형이나 선형인 경우

∙토지적성평가 등급이 4등급지역이나 돌출이나 

 선형으로 개발여건이 낮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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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림지역

4.8.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검토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농림지역 20 이하 60 이하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농림지역내 건축밀도 〉

4.8.2. 농림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농림지역 71,385,455 감)9,041,485 70,397,238

〈 농림지역 결정(변경)계획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 - 2,111,079 - -

-
여수시 
비도시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
지역

1,046,713
80%
이하

보전산지 해제지역 중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농림지역
생산관리
지역

953,891
80%
이하

보전산지해제지역 중 농업ㆍ임업의 
생산 적성이 큰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으로 세분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91,248
100%
이하

보전산지해제지역 중 자연환경과 
기존 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농림지역 농림지역 22,702
80%
이하

산림청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전산지 
미해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존치

〈 농림지역 변경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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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자연환경보전지역

4.9.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검토

○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80 이하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농림지역내 건축밀도 〉

4.9.2.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자연환경보전지역 548,235,626 감)9,041,485 539,194,141

〈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변경)계획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 - 9,044,270

-
여수시 
비도시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관리
지역 4,972,309 80%

이하

∙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당초 자연
  마을  지구 외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
  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관리
지역 3,239,091 100%

이하

∙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당초 
  자연마을  지구를 대상으로 기존 
  행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관리
  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자연환경
보전지역농림지역 803,490 80%

이하
∙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농림
  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112 80%

이하

∙ 산림청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국립
  공원 중첩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존치

-
돌산읍
대율
마을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관리
지역 29,268 100%

이하

∙ 동일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대율
  마을일원에 대해 동일 용도지역을 
  부여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북측 농경지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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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4.10.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024,815,651.4 - 1,024,815,651.4 100.0

주거

지역

소계 25,872,740.9 감)37,229 25,835,511.9 2.6

제1종전용주역지역 996,879 - 996,879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40,988 - 40,988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55,490 감)37,229 12,818,261 1.2

제2종일반주거지역 10,216,467 감)6,892 10,209,575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661,241 - 661,241 0.1

준주거지역 1,101,675.9 증)6,892 1,108,567.9 0.1

상업

지역

소계 2,991,739.3 - 2,991,739.30 0.3

중심상업지역 351,070 - 351,070 0.1

일반상업지역 2,640,669.3 - 2,640,669.3 0.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계 54,677,832.8 증)3,127,000 57,804,832.8 5.6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51,461,095 증)3,127,000 54,588,095 5.3

준공업지역 3,216,737.8 - 3,216,737.8 0.3

녹지

지역

소계 217,182,810.4 감)1,220,420 215,962,390.4 21.1

보전녹지지역 60,142,538 감)839 60,141,699 5.9

생산녹지지역 9,153,090 감)1,731 9,151,359 0.9

자연녹지지역 147,887,182.4 감)1,217,850 146,669,332.4 14.3

관리

지역

소계 60,097,531 증)10,029,702 70,127,233 6.8

관리지역 3,765,120 감)3,537,700 227,420 0.0

보전관리지역 14,906,485 증)8,228,755 23,135,240 2.3

생산관리지역 16,753,970 증)1,752,636 18,506,606 1.8

계획관리지역 24,671,956 증)3,586,011 28,257,967 2.7

농림지역 71,385,455 감)988,217 70,397,238 6.9

자연환경보전지역 548,235,626 감)9,041,485 539,194,141 52.6

미지정 44,371,916 감)1,869,351 42,502,565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