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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37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여수시 종화동, 관문동, 남산동,

고소동, 중앙동, 교동, 충무동, 군자동, 

돌산읍 우두리 일원

- 증)1,033,845 1,033,84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결 정 사 유

37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여수시 종화동, 관문동, 남산동,

고소동, 중앙동, 교동, 충무동, 군자동, 

돌산읍 우두리 일원

•해안경관 보호 및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33,845 - 1,033,845 100.0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61,899 - 61,899 5.9

제1종일반주거지역 237,901 - 237,901 23.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9,076 - 109,076 10.7

준주거지역 11,832 - 11,832 1.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29,580 - 229,580 22.2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67,293 - 267,293 25.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6,264 - 116,264 11.3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경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4
돌산우두

1지구

특화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755-23번지 21,314

전고-122

’17. 4. 6.

기정 5
돌산우두

2지구

특화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761-15번지 24,486

전고-122

’17. 4. 6.

기정 6
돌산대교

동단

특화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816번지 13,268

전고-122

’17. 4. 6.

기정 7
남산경관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남산동 225-2번지 28,722

전고-122

’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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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4
돌산우두

1지구

특화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755-23번지 21,314

전고-122

’17. 4. 6.

기정 5
돌산우두

2지구

특화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761-15번지 24,486

전고-122

’17. 4. 6.

기정 6
돌산대교

동단

특화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816번지 13,268

전고-122

’17. 4. 6.

기정 7
남산경관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남산동 225-2번지 28,722

전고-122

’17. 4. 6.

기정 8
고소경관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고소동 264-1번지 93,219

전고-122

’17. 4. 6.

기정 9
종화경관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종화동 626번지 47,051

전고-122

’17. 4. 6.

기정 10
돌산우두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789-2번지 35,844

전고-122

’17. 4. 6.

기정 11
돌산우두4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799-52번지 38,113

전고-122

’17. 4. 6.

    2) 고도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0 중앙동 2호광장 고도지구
중앙동 2호광장

일원
13m 이하 8,310

건고560호

’87.11.14.

기정 11 남산동 고도지구
남산동 항만시설

보호지구 일원
16m이하 48,767

전고-241호

’04.12.31.

기정 13 고소동 고도지구 고소동 준공업지역 12m 이하 44,092
전고-241호

’04.12.31.

기정 26 수산시장 고도지구
남산동 항만시설

보호지구 일원
20m이하 13,948

전고-220호

’09. 5. 4.

기정 27 남산지구 고도지구 남산동 58번지

12m이하(단, 건축물 

높이는 교량 

상판하부 미만)

18,347
전고-122

’17. 4. 6.

기정 28
남산지구

(1)
고도지구 남산동 75-4번지 12m 이하 7,383

전고-122

’17. 4. 6.

기정 29
남산중앙

지구
고도지구

남산동 667일원~

고소동 282-1 일원
20m 이하 94,985

전고-122

’17. 4. 6.

기정 30 종화지구 고도지구 종화동 458-5번지 16m 이하 30,460
전고-122

’17. 4. 6.

기정 31
거북선대교

남단
고도지구

돌산읍 우두리 

780번지

20m 이하(단, 

건축물 높이는 교량 

상판하부 미만)

46,473
전고-122

’17. 4. 6.

기정 32
돌산우두

5지구
고도지구

돌산읍 우두리 

780-10번지
20m이하 83,075

전고-122

’17. 4. 6.

기정 33
돌산우두

6지구
고도지구

돌산읍 우두리 

796-24번지
20m이하 16,395

전고-122

’1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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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호지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군자지구

(진남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군자동 472번지 일원 33,550

건고-560

’87.11.14.

기정 3
고소지구

(대첩비각)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고소동 417번지 일원 6,550

건고-650

’87.11.14.

기정 1 신･구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덕충, 종화,

교동, 중앙동 일원

64,486

(104,993)

건고-313호

’74. 9.14.

기정 3
우두리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돌산읍, 진두리 해안일원

133,600

(120,516)

건고-560호

’87.11.14.

※ (  )는 구역 내 지구면적

    4) 취락지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89 남산지구
자    연

취락지구
남산동 6,710

전고-220호

’09. 5. 4.

기정 206 남산지구
자    연

취락지구

남산동

61-1 일원
6,085

전고-106

’15.4.30.

  5) 방화지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중심

시가지

수정, 공화, 덕충, 관문, 고소,

중앙, 교동, 서교, 충무동 일원

611,687

(213,210)

건고-560호

’87.11.14.
  

※ (  )는 구역 내 지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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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
도  로

6,300
(380)

2호광장 중앙동
1574-2전

신월동
계획구역계신월동 

1616-1

일반
도로

건고-172호
’76. 9.16.

기정 대로 3 1
17~25
(25~30)

주간선
도  로

5,000
(270)

2호광장
중앙동 714대

대3-4
만덕동 337-1잡

일반
도로

여수역
건고-171호
’76. 4.25.

기정 대로 3 3 25
주간선
도  로

1,250
(420)

4호광장 서교동
서교동 550-3대

중1-8
남산동 95-3전

일반
도로

남산
공원

건고-171호
’76. 4.25.

기정 중로 1 1 20
보조
간선
도로

1,838
(1,110)

2호광장
중앙동 417도

18호광장
수정동 203-2도

일반
도로

건고-37호
’76. 3.27.

기정 중로 1 2 20
보조
간선
도로

1,100
(685)

3호광장 관문동
291도

소3-72
종화동 277-1전

일반
도로

자산
공원

건고-37호
’76. 3.27.

기정 중로 1 8 20
주간선
도  로

1,560
(160)

대2-1
봉강동 241-1대

12호광장
대교동 814-7잡

일반
도로

돌산
연육교

전고-98호
’87. 6.13.

기정 중로 1 28 20
주간선
도  로

630
(22)

중1-56
중화동 288-1대

중1-57
우두리776임

일반
도로

터미널
앞

전고-403호
’83.12. 9.

기정 중로 1 34 20
보조
간선
도로

594
대2-1

교동 514대
중1-1

중앙동 385-3도
일반
도로

-
전고167호
’95. 6.22.

기정 중로 1 56 20
보조
간선
도로

746
(92)

18호광장
수정동 191-7전

중1-28
중화동 301-2대

일반
도로

(법면구간
33.1~ 
62.5)

여고-17호
’05. 3.12.

기정 중로 1 57 20
보조
간선
도로

536
(335)

19호광장
우두리 산701-3임

중1-28
우두리 776-3전

일반
도로

여고-17호
’05. 3.12.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 계 63
34,439

(15,142)

647,385

(192,822)
14

8,521

(4,356)

156,220

(74,510)
26

17,220

(7,659)

319,095

(86,908)
23

8,698

(3,127)

172,070

(31,404)

대 로 3
12,550

(1,070)

345,250

(28,650)
- - - 1

6,300

(380)

189,000

(11,400)
2

6,250

(690)

156,250

(17,250)

중 로 13
13,256

(5,613)

234,195

(98,920)
8

7,101

(3,095)

142,020

(61,900)
4

6,105

(2,468)

91,575

(37,020)
1 50 600

소 로 47
8,633

(8,459)

67,940

(65,252)
6

1,420

(1,261)

14,200

(12,610)
21

4,815

(4,811)

38,520

(38,488)
20

2,398

(2,387)

15,220

(14,154)

     ※ (  )는 구역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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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61 20
보조
간선
도로

97
중2-7

남산동 406-1대
이손기공

남산동 24-2도
일반
도로

여고-17호
’05. 3.12.

기정 중로 2 7 15
보조
간선
도로

290
대3-3

교동 532대
중1-34

교동 681도
일반
도로

남산동
전고-98호
’87. 6.13.

기정 중로 2 14 15
보조
간선
도로

110
중1-1

종화동526-3대
중1-2

종화동 590대
일반
도로

종화
파출소

건고-560호
’87.11.14.

기정 중로 2 18 15
보조
간선
도로

5,630
(1,993)

12호광장
우두리 799-150도

중1-23
우두리 219-1답

일반
도로

돌산
건고-560호
’87.11.14.

기정 중로 2 106 15
집산
도로

75
종화동
526-8도

중2-14
종화동 526-6제

일반
도로

여고-67호
’09. 5.13.

기정 중로 3 7 12
보조
간선
도로

50
대3-1

중앙동 498-1도
진남관

중앙동 500-1도
일반
도로

진남관
전고-82호
’79. 5. 8.

기정 소로 1 47 10 국지
도로

299
(140)

대2-1
충무동 621-16대

소2-480
충무동 88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1 48 10 국지
도로 324 2호광장

중앙동 707도
소1-47

중앙동 89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1 49 10 국지
도로 88 대2-1

교동 400-125대
소1-47

교동 628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1 55 10 국지
도로 325 대2-1

서교동 605-17대
중2-7

서교동 681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1 56 10 국지
도로 327 대2-1

서교동 605-17대
소1-236

남산동596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1 65 10 국지
도로 57 중1-34

서교동 677-1대
중1-6

서교동 677-6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2 187 8 국지
도로 164 소2-508

중앙동 42-2도
소2-654

중앙동 67-1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2 335 8
국지
도로

110
대3-3

남산동 179-1대
항만시설보호지구1
남산동 196-2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0 8
국지
도로

510
대3-1

교동 680도
중1-6

교동 269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1 8
국지
도로

122
대2-1

중앙동 400-99대
소2-480

중앙동 92-3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2 8
국지
도로

141
대2-1

교동 425대
소2-489

교동 235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3 8
국지
도로

195
대2-1

교동 439대
소2-481

교동 380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4 8
국지
도로

142
대2-1

중앙동 348도
소2-489

중앙동 21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5 8
국지
도로

132
대2-1

중앙동 735대
소2-489

중앙동 606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6 8
국지
도로

32
중1-1

교동 416도
소2-457

교동 439-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04 8
국지
도로

44
(40)

소2-505
종화동 756-3대

소1-44
종화동 706-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05 8
국지
도로

472
중1-1

종화동 74-2대
소2-504

종화동 756-3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06 8
국지
도로

65
중1-2

종화동 1014대
소2-505

종화동 988대
일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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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507 8
국지
도로

520
소2-508

고소동 294-1대
소2-508

고소동 65도
일반
도로

건고-207호
’89.11.24.

기정 소로 2 508 8
국지
도로

1,169
중1-2

종화동 163-9도
소2-654

고소동 68전
일반
도로

건고-207호
’92.11.13.

기정 소로 2 510 8
국지
도로

82
대2-1

중앙동 440대
중1-34

중앙동 482-2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11 8
국지
도로

82
대2-1

교동 461대
중1-34

교동 495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12 8
국지
도로

420
중1-6

교동 641대
대2-1

중앙동 779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2 515 8
국지
도로

123
중2-7

교동 5도
남산동 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54 8
국지
도로

70
소2-187

고소동 69-3도
소2-508

고소동 66-4도
일반
도로

건고-207호
’89.11.24.

기정 소로 2 656 8
국지
도로

110
대3-1

중앙동 790-4대
소2-508

중앙동 661-2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2 690 8
국지
도로

110
대3-1

고소동 647-1도
소2-508

고소동 654-1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465 8
국지
도로

129
(125)

중2-18
우두리 797-33대

우두리 799-81전
일반
도로

여고-314호
’18.10.18.

기정 소로 3 54 6
국지
도로

64
대3-1

고소동 375대
소2-508

고소동 391-4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3 6
국지
도로

89
소1-47

군자동 652도
소2-480

군자동 469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5 6
국지
도로

291
대1-1

충무동 614-14대
소2-480

충무동 467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88 6
국지
도로

83
(76)

대3-1
군자동 1132대

중3-1
군자동 1109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95 6
국지
도로

76
소3-98

충무동 516대
소3-143

충무동 526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3 98 4
특수
도로

84
소3-150

군자동 560도
중3-1

군자동 581-1도

보행자
전용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3 101 6 국지
도로

64 중1-6
교동 626대

소1-49
교동 624-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2 6 국지
도로

220 대3-1
중앙동 670-1대

소2-482
교동 240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27 6
국지
도로 63

중1-6
중앙동 677-18대

중2-7
중앙동 677-26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28 6 국지
도로 63 중1-6

중앙동 678-38대
중2-7

중앙동 678-14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29 6
국지
도로 63 중1-6

중앙동 679-12대
중2-7

중앙동 679-50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43 6 국지
도로 102

소2-489
군자동 199대

중3-1
군자동 305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3 150 6 국지
도로 86 대3-1

충무동 498-1도
소3-98

충무동 510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3 457 6 국지
도로 120 대3-1

중앙동 432대
중1-1

중앙동 358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96 6 국지
도로 134 중1-1

중앙동 285-3대
중1-1

중앙동 373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 6.22.

기정 소로 3 701 6
국지
도로

84
중2-18

우두리 796-15대
소3-705

우두리 799-14전
일반
도로

건고-10호
’9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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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702 6
국지
도로

113
소3-701

우두리 799-81전
우두리 796-46전

일반
도로

건고-10호
’90. 1.22.

기정 소로 3 703 6
국지
도로

14
중2-18

우두리 796-34전
소3-702

우두리 796-34전
일반
도로

건고-10호
’90. 1.22.

기정 소로 3 704 6
국지
도로

14
중2-18

우두리 796-49전
소3-702

우두리 796-49전
일반
도로

건고-10호
’90. 1.22.

기정 소로 3 705
6
(3)

국지
도로

445
소3-702

우두리 796-32임
중2-18

우두리 799-159전
일반
도로

건고-10호
’90. 1.22.

(  )는 구역내 도로 연장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176 증)1,032 7,208

기정 2 노외주차장 남산동 55-11도 430 - 430
건고-560호
’87.11.14.

기정 52 노외주차장 중앙동 511번지 일원 1,706 - 1,706
여고-85호
’06. 6.13.

기정 53 노외주차장 남산동 12-1번지 일원 4,040 - 4,040
여고-85호
’06. 6.13.

신설 163 노외주차장 교동 221번지 일원 - 증) 1,032 1,032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3 주차장
•주차장 신설
  A=1,032㎡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점가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외지

방문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신설

3) 항만

§ 항만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  계
277,515
(10,817)

기정 1 항만
여객선
터미널

교동 682-1번지 일원 9,017
건고-9호
’82. 1. 9.

기정 3 항만 국가어항 국동
268,498
(1,800)

전고-220호
’09. 5. 4.

(  )는 구역 내 항만시설 면적

※ 항만시설은 금회 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시설이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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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궤도

§ 궤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1,500
(241)

27,746
(5,303)

기정 1 케이블카
돌산읍 우두리

794-89
수정동 76번지 일원

(자산공원)
-

1,500
(241)

27,746
(5,303)

전고-30
’12. 2.14.

(  )는 구역 내 궤도시설 면적

※ 궤도시설은 금회 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시설이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임

나.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  계 16,065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돌산읍 우두리
776임 일원

3,081
건고-37호
’76. 3.27.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중앙동 로타리 2,826
건고-37호
’76. 3.27.

기정 12 광장 교통광장 돌산공원 앞 1,500
전고-171호
’86. 4.25.

기정 19 광장 교통광장
돌산읍 우두리
산341-5도 일원

2,918
익산청-235호

’05.12. 5.

기정 42 광장 경관광장 중앙동 400 일원 5,740
여고-8호
’08. 1. 8.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1,764
(39,890)

감) 1,629
(1,629)

40,135
(38,261)

기정 139
종포해양

공원
수변공원 종화동 526-7 일원 27,640 - 27,640

전고-220호
’09. 5. 4.

기정 193
이순신

장군공원
수변공원 중앙동 385-6 일원

7,866
(5,992)

-
7,866
(5,992)

여고-46
’15. 3.12.

기정 204 오포대공원 역사공원 고소동 427번지 일원 1,227 - 1,227
여고-52

’16. 3.17.

폐지 206 종포공원 소공원 중앙동 177-2번지 일대 1,629 감) 1,629 -
여고-287
’16.11.10.

기정 207
돌산대교 
제1공원

소공원
돌산읍 우두리

799-157번지 일대
1,669 - 1,669

여고-287
’16.11.10.

기정 208
돌산공원
제2공원

소공원
돌산읍 우두리
814-6번지 일대

1,733 - 1,733
여고-287
’16.11.10.

(  )는 구역 내 공원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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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06 종포공원
•소공원 폐지
  A=1,629㎡

•고도지구(12m이하) 및 경관관리를 위한 건축물 용도 및 색채등에 
관한 내용이 계획된 지역으로 소공원 조성에 따른 실효성(사업비 
과다)이 낮아 폐지토록 함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497 497

신설 13 공공공지 고소동 53번지 일원 - 증)132 132 -

신설 14 공공공지 종화동 360번지 일원 - 증)77 77 -

신설 15 공공공지 돌산읍 우두리 799-29번지 일원 - 증)110 110 -

신설 16 공공공지 남산동 산4-11번지 일원 - 증)178 178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A=132㎡
•경관적 보전가치가 큰 해안경관권역의 효율적인 보존과 

향후 관광자원의 개발 및 주민쉼터, 여가공간 등의 조성을
위해 우수 경관지점에 공공공지 신설

14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A=77㎡

15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A=110㎡

16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A=178㎡

다.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합  계 330 -
65,692
(12,850)

기정 1 하천
하천
(준용)

둔덕
철교

남산교 - 330 -
65,692
(12,850)

’82.12.23.

(  )는 구역 내 하천 면적

2) 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합  계 3,544

기정 2 배수펌프장
남산동

710 일원
3,544

여고-141호
’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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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 및 획지
∙ 경관자원을 살리기 위한 보전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가구

수 개를 구역으로 설정하여, 가구 및 획지계획을 대체토록 함 
∙ 구역별 특성에 따라, 주거관리, 상업 활성화, 관광기능유도, 자연경관 4개 구역으로 구분

나. 공동개발

구 분 내 용 비 고

자율적
(선택적)
공동개발

∙ 구역별 2필지 이상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 과소필지, 부정형, 맹지, 전면 폭 너비가 지나치게 좁은 필지, 인접대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 현황도로를 포함, 형태 부정형,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는 불허함

∙ 대상지 내 필지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이하의 필지가 다수로써 인접 
필지의 동일소유는 자율적 공동개발
권장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구역별 건축물 용도계획

1) 주거관리구역(A1)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바닥면적 1,000㎡미만)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바닥면적 1,000㎡미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나목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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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관리구역(A2)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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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관리구역(A3)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목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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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관리구역(A4)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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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관리구역(A5-1, A5-2)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바닥

면적 3,000㎡ 미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해당건축물은

시가지경관지구 내 
설치 불가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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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관리구역(A6)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 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 ∙ 탁구장 등(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
숙박시설

공장 ∙ 공장 중 인쇄업, 봉제업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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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업활성화구역(B1)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 병원

운동시설 ∙ 탁구장 등(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운동장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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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업활성화구역(B2-1, B2-2)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 병원

운동시설 ∙ 탁구장 등(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운동장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 단란주점・유흥주점・유원시설업의 시설・무도장・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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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업활성화구역(B3)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러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 병원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

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

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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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업활성화구역(B4-1, B4-2)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더,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 병원

운동시설 ∙ 탁구장 등(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운동장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

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22

11) 관광기능유도구역(C1)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소재지 생산제품 해당)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 병원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공장 ∙ 공장 중 인쇄업, 봉제업 등

창고시설 ∙ 창고(중 *입항, *냉동),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도료류 판매소, 
고압가스 충전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

학원, 차고 및 주기장

자원순환관련시설 ∙ 하수처리,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처분・감량화시설

*해당건축물외 건축물은 지방해양수산청 협의 건축물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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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광기능유도구역(C2)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차, 카, 
타, 파, 하, 거, 너,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소재지 생산제품 해당)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 병원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공장 ∙ 공장 중 인쇄업, 봉제업 등

창고시설 ∙ 창고(중 *입항, *냉동),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해당건축물외 건축물은 지방해양수산청 협의 건축물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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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연경관구역(D1)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나,  라, 바, 
아, 자, 타, 파, 하, 거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시설

창고시설 ∙ 창고,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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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연경관구역(D2)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나,  라, 바, 
아, 자, 타, 파, 하, 거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시설

창고시설 ∙ 창고(농・임・축・수산업)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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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경관구역(D3)

구 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
500㎡ 미만)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 일반음식점
∙ 기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자, 타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시설

운동시설 ∙ 탁구장 등(골프장 및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운동장

창고시설 ∙ 창고(500㎡ 미만, 하역장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양어시설 및 부화장에 한함), 종묘배양시설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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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건폐율(%) 비 고

주거관리구역

A1 50 제1종전용주거지역

A2, A3, A4, A5-1, A5-2 60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A6 70 준주거지역

상업활성화구역
B1, B2-1, B2-2,
B3, B4-1, B4-2

80 일반상업지역

관광기능유도구역 C1, C2 70 준공업지역

자연경관구역

D1, D3 20 자연녹지지역

D2 60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비 고

주거관리구역

A1 100 제1종전용주거지역

A2, A3, A4 200 제1종일반주거지역

A5-1, A5-2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A6 500 준주거지역

상업활성화구역
B1, B2-1, B2-2,
B3, B4-1, B4-2

1,000 일반상업지역

관광기능유도구역 C1, C2 400 준공업지역

자연경관구역 D1, D2, D3 100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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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 높이(층수) 계획

구 분 최고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주거관리구역

A1, A2, A3 12m 3층 시가지경관지구

A4 - 4층

A5-1
-

(12m)
-

(3층)
( ): 시가지경관지구

A5-2 - -

A6 20m - 고도지구

상업활성화구역

B1
-

(20m)
- ( ): 고도지구

B2-1, B2-2
-

(13m, 20m)
- ( ): 고도지구

B3
-

(13m, 20m)
- ( ): 고도지구

B4-1, B4-2 - -

관광기능유도구역
C1 12m, 16m, 20m - 고도지구

C2 12m, 16m, 20m - 고도지구

자연경관구역
D1, D2 12m 4층 고도지구

D3 12m 3층 특별경관지구

   ※ 인접한 지역에 문화재 등이 있어 관련법에 의해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한 높이제한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높이보다 강화된 기준일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거북선대교 남단, 돌산대교 주변의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이외에 용도지구에서 정한 교량상판 하부

미만을 따름

   ※ A4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6.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및 외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주거관리구역(A1, A2, A6)

구 분 내 용 비 고

지붕
및

외벽

∙ A1, A2구역의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3이하로 하고, 
지붕면적은 70%이상 확보(A6구역 동일기준 권장)

∙ 실외기나 적재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성하고  배후에서의 조망을 고려
∙ 벽돌, 석재,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

색채

∙ 주변의 자연소재 및 색채를 사용하여 생태환경과 조화로움 형성
∙ 색범위는 구릉지-녹지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자연의 색인 R-GY계열 적용
∙ 지붕의 색은 R-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재질로 사용
∙ 벽면은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여 채도 8이하로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

출입구
및

경계부

∙ 주택의 상가활용시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

∙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때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

∙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 녹화를 권장하고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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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관리구역(A3, A4, A5-1)

구 분 내 용 비 고

지붕
및

외벽

∙ A3구역의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3이하로

하고, 지붕면적은 70%이상 확보

∙ A4, A5-1구역의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2이하, 면적은 

40%이상 확보

∙ 옥상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성

∙ 공동주택의 저층부 3개층은 조화를 고려하여 저채도의 친환경 소재로 마감

∙ 벽돌, 석재,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

색채

∙ 은은한 이미지의 정주성을 강조하는 PB-GY계열을 적용하고, 지붕은 재료에 따라 RP-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로 사용, 평지붕도 유사색 적용

∙ A3지역의 고층건물은 위압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명도차를 활용한 단계적 사용

∙ A3지역의 지붕은 지역 컨셉에 따라 R-Y계열의 고채도 8~12를 적용

출입구
및

경계부

∙ 주택의 상가활용시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

∙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때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

∙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 녹화를 권장하고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

다. 주거관리구역(A5-2)

구 분 내 용 비 고

지붕
및

외벽

∙ 지붕은 진남관 기와형식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선형이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

1: 4이상~최대1: 3이하, 지붕면적은 70%이상 확보

∙ 저층부 벽면에 친환경 소재로 마감하여 역사지주변과 조화되도록 조성

∙ 벽돌, 석재,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

색채

∙ 역사경관에 부합하는 R-Y계열의 색채 범위를 지정

∙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도입하여 인지성 저감 및 역사시설과의 일체감 도모

∙ 지붕의 색은 전통기와와 어울리는 N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

∙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고 채도 6이상의 강조색은 지양하며, 사용 때 광고물 내에서 사용 제한

출입구
및

경계부

∙ 경계부에는 주변 도로와 노후된 주거, 판매시설 차폐를 위한 완충역활의 식재를 밀집하여 설치

∙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때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

∙ 역사경관과의 인접지역은 식재림을 조성하여 주거지와의 자연적 경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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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업활성화구역(B1, B3)

구 분 내 용 비 고

지붕
및

외벽

∙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가로를 따라 주변 건물과 일치할 수 있도록 좌, 우 인접한 

건물과 동일한 형태의 지붕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실외기, 설비 등은 전면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에 설치

∙ 외벽 마감는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자연석재, 도장재, 타일류 등 제한은 없으나, 1개동에 주재료는 

5종류 초과 사용은 금지(단, 장식적인 요소 가미인 경우는 추가허용)

색채

∙ 활기찬 거리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칼라의 마감재를 적용하되 고명도, 고채도는 지양하고 채도10이하를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

∙ 색범위는 R~PB계열로 주거와 상업을 혼용하는 칼라 적용

∙ 보행로와 공지의 바닥 마감은 동일하게 하고 차량이나 주차바닥은 색을 분류

출입구
및

경계부

∙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

∙ 건물과 건물사이에 식재 및 차폐물 설치를 지양하여 배후 도로에서 해안조망을 향한 통경축 확보

마. 상업활성화구역(B2-1, B4-1)

구 분 내 용 비 고

지붕
및

외벽

∙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 설치 때에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거관리구역(A4, A5-1)과 동일한 기준을 권장

∙ 실외기, 설비 등은 전면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에 설치

색채

∙ 활기찬 거리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칼라의 마감재를 적용하되 고명도, 원색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채도

8이하를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

∙ 보행로와 공지의 바닥 마감은 동일하게 하고 차량이나 주차바닥은 색을 분류

∙ 옥외광고물은 브랜드 고유의 색을 허용하되 배경은 N5계열로 지정하여 일체화된 상업거리 조성

출입구
및

경계부

∙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

∙ 가로변으로 전면공지를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 적치물 등 금지와 도로 내 보도와 유사한

재료사용

∙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공지를 활용하여 이동 중에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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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업활성화구역(B2-2, B4-2)

구 분 내 용 비 고

지붕
및

외벽

∙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 설치 때에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거관리구역(A5-2)과 동일한 기준을 권장

∙ 외벽은 석재나 슬레이트 등 자연재료나 유사한 색의 뿜칠 권장

색채

∙ 상업지역이지만 역사경관과 인접하여 체류문화권과 연계된 R-Y계열로 제한

∙ 지붕의 색은 전통기와와 어울리는 N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

∙ 투과성이 높은 재료의 적용으로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

∙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고 채도 6이상의 강조색은 지양하며, 사용 때 광고물 내에서 사용 제한

출입구
및

경계부

∙ 경계부에는 주변 도로와 노후된 주거, 판매시설 차폐를 위한 완충역할의 식재를 밀집하여 설치

∙ 전면공지를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 적치물 등 설치를 금지하고, 도로 내 보도와 일체된 재료를

사용하면서 전통적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바닥재 및 시설 설치 권장

사. 관광기능유도구역(C1, C2)

구 분 내 용 비 고

지붕
및

외벽

∙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 설치 때에는 박공형을 지양하고 벽과 연결되는

현대적인 구조 권장

∙ 외부에 노출되는 옥상녹화는 지양하고 바닥은 방수페인트 노출보다는 타일 등 바닥 마감재 사용 권장

∙ 시설물이나 적재물, 실외기, 설비 등은 전면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에 설치

색채

∙ 관광시설 조성의 일체감을 부여하기 위한 색채를 지정하여 해안위치의 특성과 건물간의 통일감을 고려

하여 GY-PB계열로 구성

∙ 1층은 투과성이 높은 무색상 재료의 적용으로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

∙ 지붕의 색은 B~G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하며, 컬러강판 사용을 허용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색 적용

출입구
및

경계부

∙ 해안으로의 보행축 확보를 위한 공지와 보도를 일체화하고 식재와 시설물의 높이 3m(1개층 높이)이하 

설치 및 조망을 고려한 일정한 이격거리 확보

∙ 건물과 건물사이에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배후 도로에서 해안조망을 향한 통경축과 보행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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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연경관구역(D1, D2, D3)

구 분 내 용 비 고

지붕
및

외벽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3이하로 조성하고 지붕면적은
70%이상 확보

∙ 옥상에 실외기나 적재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성
∙ 구릉지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는 형태로 지형과 조화되는 박공지붕 조성
∙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며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벽돌, 석재 등 마감재 사용 적극 권장

색채

∙ 주변의 자연소재 및 색채를 사용하여 생태환경과 조화로움 형성
∙ 색범위는 YR~BG계열로 적용, 해안에 인접한 지역은 GY~BG계열 사용을 권장
∙ 지붕의 색은 R~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로 사용
∙ 벽면은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여 채도 8이하로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

출입구
및

경계부

∙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때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

∙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 녹화를 권장하고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
∙ D1, D2구역의 소나무 군락은 우수한 녹지경관자원으로서 돌산대교 주변의 조망을 고려하여 보전을 권장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적 용 지 역 계 획 내 용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전체

색채

∙ 건물색과 동일색상으로 배경색을 정하고 문자는 명도차이를 두도록 함
∙ 하나의 간판에 색채는 배경색을 포함하여 3가지 이상 사용 자제
∙ 단일 건물의 간판 색채는 5가지 이상 사용 자제
∙ 주변의 환경 및 건물과의 조화를 위해 명도차를 기반으로 한 배색 권장
∙ 입체형문자를 사용하며 야간에는 흰색의 글자이미지가 보이도록 권장

표시방법

∙ 1업소 1개 가로형 간판을 원칙(총수량 규제범위 외의 소형 돌출간판(면적 0.36㎡이하, 두께 0.2m 이하)에
대해 허용)

∙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1개 추가 가능
∙ 가로형 간판만 허용하며,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 간판의 설치는 금한다
∙ 규격은 업소의 가로폭 80%이내로 하고 세로폭은 1m내로 한정

형태
및

내용

∙ 1층: 판류형, 바형, 문자형 설치
∙ 2층 이상: 바형, 문자형 설치
∙ 최상층: 문자형 설치
∙ 커튼월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벽면에는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입체형으로 표시
∙ 내용: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표 표기

기타사항

∙ 색채 및 조명은 권역별 권장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고효율 광원인  LED 제품 의무 사용
∙ 판류형 간판은 바닥면 전체 조명 사용 불가
∙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간접조명 방식 권장
∙ 입체형 광고물은 광원을 매립하여 표기 내용만을 강조

   ※ 지구단위계획 내 모든 옥외광고물 설치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따라야 하며,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원도심권, 오동도주변 등)은 해당 고시의 허가(신고) 기준을 우선 적용토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함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 및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 때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적정성을 인정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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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A3,
A5,
A5-1

∙ 다양한 색상의 조명은 지양하고 주거위주를 고려한 무색의 간접조명 활용

∙ 고층의 위압감을 줄일 수 있는 저층 위주의 조명설치계획

∙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로의 밝기를 충분히 확보 

∙ 주거지역을 고려한 눈부심 및 빛공해 저감을 고려하여 계획

  (조도: 11~20lx, 휘도: 6~10cd/㎡)

∙ 주거지와 어울리는 편안한 2500~3500K색온도

A5-2,
B2-2,
B4-2

∙ 다양한 색상의 조명은 지양하고 역사지를 고려한 무색의 간접조명 활용

∙ 지붕 및 옥탑부 등 일부 강조 조명 지양, 건축물 전체 조명과의 조화 고려

∙ 역사문화거점으로서 관광을 고려한 편안하고 균일한 조명 범위 제시

  (조도: 11~15lx, 휘도: 6~10cd/㎡)

∙ 역사지 고유의 색과 어울리는 온화한 3000~3500K색온도 

B2-1,
B4-1

∙ 상업활동 및 여가활동 증진 도모를 위한 밝고 쾌적한 빛환경 형성 

∙ 광장, 입구에 인지성을 주면서 요란한 점멸방식을 지양, 다양한 조명색상 활용

∙ 건축물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직접조명을 지양하고 권역별 고유의 색상이 드러나도록 

은은하게 조성

∙ 야간에도 활기를 줄 수 있는 조도: 21~25lx, 휘도: 16~20cd/㎡적용

∙ 건물 고유의 색을 살리는 3000~4000K색온도 및 색채범위와 동일한 조명색

B1, B3,
C1, C2

∙ 건축물은 간접조명을 통한 매쓰감을 부각하고 시설물 조명과 연계

∙ 건축물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조명 지양, 매스감을 살릴 수 있는 조명계획

∙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조도: 16~25lx, 휘도: 11~15cd/㎡적용

∙ 관광지의 야간경관을 잘 살리는 3000~4500K색온도 및 색채범위와 동일한 조명색 사용

A1, A2,
D1, D2,

D3

∙ 구릉지의 마을 전체가 통일된 조명계획을 통해 조화를 유도 

∙ 건축물 조명은 권역별 고유의 색상이 드러나도록 은은하게 조성

∙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로의 밝기를 충분히 확보 

∙ 직접광원의 노출 및 과도한 색상의 변화-반복점멸 금지

∙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도: 6~10lx, 휘도: 1~5cd/㎡ 적용

∙ 주거지와 자연의 색을 드러내는 2500~3000K색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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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본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이하‘지구

단위계획’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표시되지 아니한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규정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건축물이나 대지 안의 공지 등 민간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비롯한 제반 

관련법규나 조례, 지침 등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②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에서 추구하는 설계 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③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 내지 조례와 상이한 경우에는 현행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2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를 따른다.

⑤ 다만 제④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세부 건축계획 때 획지 간 공동개발 및 공동건축의 해제

⋅조정 등에 의해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본 지침 제31조제③항에 의한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조항에서 정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규제내용은 강화된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향후 관련법규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개정 또는 변경된 법규 및 지침을 

따른다.

⑦ 이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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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지에 관한 사항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①항에 따라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이며,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② ‘가구(블록)’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목적상 세분화된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구역’을 말한다.

③ 기타 용어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에서 설명한다.

제4조 단위대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지단위를 대지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개별 필지단위 건축

     - 기존 건축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입지한 경우 하나의 필지로 인정

제5조 개발규모

① 본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규모’라 함은 건축법 및 여수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공동개발’이라 함은 2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을 말한다.

   3. ‘자율적 공동개발’이라 함은 최대개발규모 범위 안에서 소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 2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2필지 이상의 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을 허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1. 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 때 기존 골목길을 포함한 경우

   2. 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에 의한 대지의 규모가 과소하거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게

되어 개발이 불합리 하거나 인접필지에 맹지가 발생하는 경우

③ 자율적(선택적)공동개발로 서로 다른 지침을 적용받는 필지 간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 제31조제③항에 의한 원칙을 따라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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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1절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6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4장에 따른 용도지 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도입 가능한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해 허용된 용도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한다.

  2.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4장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 도입 가능한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제6조의2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각 구역별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를 따르며, 인접한 지역에 문화재 등이 있어 

관련법에 의해 개별심의에 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건축물밀도에 관한 사항

제7조 건폐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각 필지의 건폐율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라, 「여수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용적률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각 구역 별 필 지의 용적률은 당해 결 정된 용도지 역 및  용도

지구에 따라, 「여수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지 침  제8조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 제공 및  공개공 지 추가 

제공 등에 의한 용 적률 완화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제3절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제9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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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고높이’라 함은 당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말한다.

   2. ‘최고층수’라 함은 당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층수를 말하며, 최고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제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또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타 건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규정하는 최고층수 및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 하며, 거북선대교 남단, 돌산대교 주변은 최고높이 외에 용도

지구에서 정한 교량상판 하부 미만을 따른다. 

② 최고층수와 최고높이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층수와 높이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산정기준은 ‘건축법’을 따르도록 한다.

③ 각 구역에 속한 각각의 필지들의 높이는 최고층수 및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

하여야 한다.

④ 인접한 지역에 문화재 등이 있어 관련법에 의해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한 높이제한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높이보다 강화된 기준일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높이계획

구 분 최고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주거관리

구역

A1, A2, A3 12m 3층 시가지경관지구

A4 - 4층

A5-1
-

(12m)

-

(3층)
( ): 시가지경관지구

A5-2 - -

A6 20m - 최고고도지구

상업활성화

구역

B1
-

(20m)
- ( ): 최고고도지구

B2-1, B2-2
-

(13m, 20m)
- ( ): 최고고도지구

B3
-

(13m, 20m)
- ( ): 최고고도지구

B4-1, B4-2 - -

관광기능유도

구역

C1 12m, 16m, 20m - 최고고도지구

C2 12m, 16m, 20m -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

구역

D1, D2 12m 4층 최고고도지구

D3 12m 3층 수변경관지구

※ A4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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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 건물의 방향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여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가각에 접한 대지의 벽면은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에 일치되도록 한다.

제12조 주거관리구역 내 기존 도시조직의 유지를 위한 건축물의 배치

① 공동개발을 위한 합필 때 부지 내 골목길(옛길)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골목길(옛길)의 형태를

유지하고, 골목길(옛길)의 방향에 일치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부득이하게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서 후퇴하여 건축할 경우, 기존의 골목길(옛길) 및 도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선 또는 대지경계선에 단차가 없는 경계석 설치를 권장한다.

제4장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주차장의 설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본 지구단위계획 ‘공공

부문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차량 출입을 위한 진입로가 보행가로를 단절하는 경우 그 진입로는 보행가로의 패턴을 

연장하여 동일한 재료로 포장하고 단차를 없이하여 보행자 통행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③ 옥외주차장 설치 때에는 최소한의 진 ․출입구를 제외한 가로변에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차폐시설과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록, 석재블록 등 투수성 포장을 권장하며, 불투수 

포장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녹지대 등을 도입하여 투수 면적을 확보한다.

④ 대규모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보행편의를 위하여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개설, 횡단보도 위치 정비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해야하며, 일반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규 및 조례가 개정 될 경우에는 해당 법규 및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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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제14조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및 외관기준의 적용 원칙

① 건축물에 대한 형태, 색채 및 외관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재축, 개축, 증축, 대수선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주 

건축물 외에 기타 공작물, 부속건축물, 가설건축물 등에도 적용한다.

② 해당 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각 구역별로 적용하는 ‘구역별 지침’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이를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역별 지침은 ‘주거관리구역(A1, A2, A6)’, ‘주거관리구역(A3, A4, A5-1)’, ‘주거관리구역(A5-2)’,

‘상업활성화구역(B1, B3)’, ‘상업활성화구역(B2-1, B4-1)’, ‘상업활성화구역(B2-2, B2-4)’, 

‘관광기능유도구역(C1, C2)’ 및 ‘자연경관구역(D1, D2, D3)’내 필지에 적용한다.

④ 색채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주조색(배색의 기본이 되는 색, 색채 면적의 70%이상), 보조색

(주조색을 보완하는 색, 색채 면적의 약20%), 강조색(포인트 역할을 하는 색, 색채면적의 

10%이하를 차지하는 색)으로 분류하고 권역 및 구역에 따라 색상범위를 지정하여 색채의 

지역적 특성을 부여한다.

권역별, 구역별 색상범위

⑤ 지붕색 지정 때 평지붕의 페인트색은 박공지붕재 지정색과 유사한 색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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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색채표기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구역별로 먼셀수치와 명도와 채도의 범위를 표기한다.

먼셀 색상환 및 명도,채도 수치

   

제15조 구역별지침: 주거관리구역(A1, A2, A6)

① 지붕 및 외벽

1. A1, A2구역의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3

이하로 하고 지붕면적은 70%이상 확보하며, A6 구역은 A1, A2구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권장으로 한다.

2.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재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가급적 지상으로부터 

1.2m이내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때 검토하여 반영한다.

3. 벽돌 , 석재 ,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한다.

4. 창호 및 벽면에 이국적 경향의 문양 등을 장식하는 것을 금한다.

5. 광택에 의해 반짝이는 금속계열이나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의 도료 및 재료는 사용을 금한다.

6. 지형의 차이로 가로변에 면하여 축대 또는 옹벽 등을 설치 때에는 자연석으로 마감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주택의 상가활용 시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한다.

2.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때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한다.

3.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는 녹화,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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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5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5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건축물간 조화되도록 유사한 색채를 

적용하되 강조색은 지양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주변의 자연소재 및 색채를 사용하여 생태환경과 조화로움 형성

• 색 범위는 구릉지-녹지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자연의 색인 R~GY계열 적용

• 지붕의 색은 R~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색 적용.

제16조 구역별지침: 주거관리구역(A3, A4, A5-1)

① 지붕 및 외벽

1. A3구역의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3이하,

면적은 70%이상 확보한다.

2. A4, A5-1구역의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2이하,

면적은 40%이상 확보한다.

3.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

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때 검토하여 반영한다.

4.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부 3개층는 조화를 고려하여 저채도의 친환경 소재로 마감한다.

5. 벽돌 , 석재 ,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한다.

6. 광택에 의해 반짝이는 금속계열이나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의 도료 및 재료는 사용을 금한다.

7. 지형의 차이로 가로변에 면하여 축대 또는 옹벽 등을 설치 때에는 자연석으로 마감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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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상가활용시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한다.

2.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때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한다.

3.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는 녹화,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10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5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건축물간 조화되도록 유사한 명도와 

채도를 적용하되 강조색은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하여 포인트로 적용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은은한 이미지의 정주성을 강조하는 PB~GY계열을 적용하고, 지붕은 재료에 따라 RP-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로 사용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색 적용

• 고층건물(공동주택)은 위압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명도차를 활용한 단계적 사용

• 벽면의 원색계열사용은 금하고 채도6~10사이를 강조색으로 지정, 사용면적의 10%이내로 제한

제17조 구역별지침: 주거관리구역(A5-2)

① 지붕 및 외벽

1. 지붕은 진남관 기와형식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선형이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3이하, 지붕면적은 70%이상 확보한다.

2.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가급적 지상으로부터 

1.2m이내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때 검토하여 반영한다.

3. 벽면에 친환경 소재로 마감하여 역사지 주변과 조화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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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돌, 석재,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경계부에는 주변 도로와 노후된 주거, 판매시설 차폐를 위한 완충역할의 식재를 밀집하여 

설치한다.

2.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때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한다.

3. 역사경관과의 인접지역은 식재림을 조성하여 주거지와의 자연적 경계 조성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광택도 2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3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건축물간 조화되도록 유사한 명도와 

채도를 적용하되 강조색은 사용은 지양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역사경관에 부합하는 R-Y계열의 색채 범위를 지정

•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도입하여 인지성 저감 및 역사시설과의 일체감 도모

• 지붕의 색은 전통기와와 어울리는 N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무채색계열 적용

• 벽면의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고 채도 6이상의 강조색은 지양하며, 사용 때 광고물 내에서 사용 제한

제18조 구역별지침: 상업활성화구역(B1, B3)

① 지붕 및 외벽

1.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가로를 따라 주변 건물과 일치할 수 있도록 좌,우

인접한 건물과 동일한 형태의 지붕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전면을 제외한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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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때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외벽 마감는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자연석재, 도장재, 타일류 등 제한은 없으나, 1개동에 

주재료는 5종류 초과 사용은 금지한다. 단, 장식적인 요소 가미인 경우는 추가 허용한다.

4. 외벽에 유리 위주의 사용은 금지하며, 커트널 사용 때 입면적 50%이하로 하여 건축물 외벽

마감의 색상이 노출되도록 조성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가로변에 면한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한다.

2. 건물과 건물사이에 식재 및 차폐물 설치를 지양하여 배후도로에서 해안조망을 향한 통경축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3. 가로변으로 전면공지를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이나 시설물, 사인물, 적치물 설치 

금지하고 도로내 보도와 유사한 재료 사용하되 색채 대비로 구분한다.

4. 음식문화거리의 진출입로에 위치한 건축물은 인지성을 위해 다양한 마감이나 구조물 등 

특색있는 표현 권장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10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5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강조색 사용은 제한을 두지 않되

고명도, 고채도는 지양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활기찬 거리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칼라의 마감재를 적용하되 고명도, 고채도는 지양하고

채도10이하를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

• 색범위는 R~PB계열로 주거와 상업을 혼용하는 칼라 적용

• 보행로와 공지의 바닥 마감은 동일하게 하고 차량이나 주차바닥은 색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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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구역별지침: 상업활성화구역(B2-1, B4-1)

① 지붕 및 외관

1.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설치 때에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거관리구역(A4, A5-1)과 동일한 기준을 권장한다.

2.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전면을 제외한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외벽은 석재, 도장재, 타일류 등 다양한 재료 사용을 권장하나 1개동에 3종류이상 사용 금지

한다.

4. 외벽에 유리 위주의 사용은 금지하며, 커트널 사용시 입면적 50%이하로 하여 건축물 외벽

마감의 색상이 노출되도록 조성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

한다.

2. 가로변으로 전면공지를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 적치물 등 금지와 도로 내 보도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10이하로 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5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강조색 사용은 제한을 두지 않되

고명도, 고채도는 지양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활기찬 거리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칼라의 마감재를 적용하되 고명도, 원색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채도8 이하를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

• 보행로와 공지의 바닥 마감은 동일하게 하고 차량이나 주차바닥은 색을 분류

• 옥외광고물은 브랜드 고유의 색을 허용하되 배경은 N5계열로 지정하여 일체화된 상업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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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구역별지침: 상업활성화구역(B2-2, B2-4)

① 배치 및 형태 

1.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 설치 때에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거관리구역(A5-2)과 동일한 기준을 권장한다.

2.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전면을 제외한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외벽은 석재, 슬레이트 등 자연재료나 유사한 색의 뿜칠을 적용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경계부에는 주변 도로와 노후 된 주거, 판매시설 차폐를 위한 완충역할의 식재를 밀집하여

설치한다.

2. 전면공지를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 적치물 등 설치를 금지하고, 도로 내 보도와

일체된 재료를 사용하면서 전통적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바닥재 및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5이하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3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강조색은 지양하되 10%이내로 제한하여

포인트로 느껴지게 적용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상업지역이지만 역사경관과 인접하여 체류문화권과 연계된 R-Y계열로 제한

•지붕의 색은 전통기와와 어울리는 N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무채색계열 적용

•투과성이 높은 재료의 적용으로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

•벽면의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고 채도6이상의 강조색은 지양하며, 사용시 광고물내에서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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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구역별지침: 관광기능유도구역(C1, C2)

① 지붕 및 외벽 

1.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 설치 때에는 박공형을 지양하고 벽과 

연결되는 현대적인 구조를 권장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옥상녹화는 지양하고 바닥은 방수페인트 노출보다는 타일 등 바닥 마감재

사용을 권장한다.

3. 시설물이나 적재물, 실외기, 설비 등은 전면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에 설치한다.

4. 외벽에 유리 위주의 사용은 금지하며, 커트널 사용시 입면적 50%이하로 하여 건축물 외벽

마감의 색상이 노출되도록 조성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해안으로의 보행축 확보를 위한 공지와 보도를 일체화하고 식재와 시설물의 높이 3m(1개층

높이)이하 설치 및 조망을 고려한 일정한 이격거리 확보한다.

2. 건물과 건물사이에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배후 도로에서 해안조망을 향한 통경축과 

보행로 확보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5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5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강조색 사용은 제한을 두지 않되

고명도, 고채도는 지양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관광시설 조성의 일체감을 부여하기 위한 색채를 지정하여 해안위치의 특성과 건물간의 통일감을

고려하여 GY-PB계열로 구성

• 1층은 투과성이 높은 무색상 재료의 적용으로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

• 지붕의 색은 B~G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하며, 컬러강판 사용도 허용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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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역별지침: 자연경관구역(D1, D2, D3)

① 배치 및 형태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 4이상~최대1: 3이하로 조성하고

지붕면적은 70%이상 확보하며 옥상에 실외기나 적재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성한다.

2. 경사지붕 설치시 구릉지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는 형태로 지형과 조화되는 박공지붕 조성

한다.

3. 지붕이나 전면에 실외기나 적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는 가급적 지상으로부터 

1.2m이내 외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되 외벽의 재료와 색채를 고려하여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부착물의 위치․크기 등을 고려한 설치계획을 건축 설계 때 검토하여 반영한다.

4.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며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벽돌, 석재 등 마감재를 권장한다.

② 출입구 및 경계부

1.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한다.

2.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는 녹화,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3. D1, D2구역의 소나무 군락은 우수한 녹지경관자원으로서 돌산대교 주변의 조망을 고려하여

보전을 권장한다.

③ 색채

1. 색채는 국제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타일, 유리 등 모든 소재의 광택도를 기입하여 페인트의 경우 광택도 5이하로 

적용한다.

2. 한 건물에 소재포함 3가지 이상의 색채는 지양하며, 건축물간 조화되도록 유사한 색채를 

적용하되 강조색은 주변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적용한다.

권장색채사용 범위

권장

범위

• 주변의 자연소재 및 색채를 사용하여 생태환경과 조화로움 형성

• 색범위는 YR~BG계열로 적용, 해안에 인접한 지역은 GY~BG계열 사용을 권장

• 지붕의 색은 R~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소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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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사항

제23조 옥외광고물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옥외광고물 설치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한다.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원도심권, 오동도 주변 등)은

해당 고시의 허가(신고) 기준을 우선 적용토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지정사항은 지구

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함

② 기본방향

1. 적절한 색채자극으로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2. 주변의 환경 및 건물과의 조화를 위해 명도차를 기반으로 한 배색 권장

3. 건물색과 동일색상으로 배경색을 정하고 문자는 명도차이를 두도록 함

4. 하나의 간판에 색채는 배경색을 포함하여 3가지 이상 사용 자제

5. 단일 건물의 간판 색채는 5가지 이상 사용 자제

6. 입체형 문자를 사용하며 야간에는 흰색의 글자이미지가 보이도록 권장함 

③ 표시방법

1. 1업소 1개 가로형 간판을 원칙으로 함{단, 총수량 규제 범위 외의 소형 돌출간판(면적 

0.36㎡이하, 두께 0.2m 이하)에 대해 허용토록 하며, 형태 및 내용은 본 지침을 따름}

2.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1개 추가 가능

3. 가로형 간판만 허용하며,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 간판의 설치는 금한다.

4. 규격은 업소의 가로폭 80% 이내로 하고 세로폭은 1m내로 한정

④ 형태 및 내용

1. 1     층: 판류형, 바형, 문자형 설치

2. 2층 이상: 바형, 문자형 설치

3. 최 상 층: 문자형 설치

4. 커튼월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벽면에는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입체형으로 표시 

5. 내    용: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표기

⑤ 기타사항

1. 색채 및 조명은 권역별 권장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고효율 광원인 led제품 의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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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류형 간판은 바닥면 전체 조명 사용불가

4.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간접조명 방식 권장

5. 입체형 광고물은 광원을 매립하여 표기내용만을 강조

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및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 건축행위 포함) 시 본 지침에 의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적정성을 인정받도록 한다.

톤온톤 배색 예시

광원이 노출된 점멸방식의 조명간판(×) 판류형 간판전체에 빛이 나오는 

내부조명방식 간판(×)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외부조명방식 간판(ㅇ) 앞에서 문자를 비추는 외부조명방식 간판(ㅇ)

제24조 야간조명 

① 주거관리구역(A1, A2, A6), 자연경관구역(D1, D2, D3) [조화롭고 은은한 조명]

   1. 구릉지의 마을전체가 통일된 조명계획을 통해 조화를 유도

   2. 건축물 조명은 권역별 고유의 색상이 드러나도록 은은하게 조성

   3. 안전한 주변 환경을 위하여 도로의 밝기를 충분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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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접광원의 노출 및 과도한 색상의 변화-반복점멸 금지

   5.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도: 6~10lx, 휘도: 1~5cd/㎡적용

   6. 주거지와 자연에 어울리는 2500~3000k색온도

② 주거관리구역(A3, A4, A5-1) [편안하고 안정적인 조명]

   1. 다양한 색상의 조명은 지양하고 주거위주를 고려한 무색의 간접조명 활용

   2. 고층의 위압감을 줄일 수 있는 저층 위주의 조명 설치계획

   3. 안전한 주변 환경을 위하여 도로의 밝기를 충분히 확보

   4. 주거를 고려한 눈부심이 없는 편안한 조도: 11~20lx, 휘도: 6~10cd/㎡적용

   5. 주거지와 어울리는 2500~3500k색온도

③ 주거관리구역(A5-2), 상업활성화구역(B2-2, B2-4) [온화한 조명]

   1. 다양한 색상의 조명은 지양하고 역사지를 고려한 무색의 간접조명 활용

   2. 지붕 및 옥탑부 등 일부 강조 조명 지양, 건축물 전체 조명과의 조화 고려

   3. 역사문화거점으로서 관광을 고려한 편안하고 균일한 조명 범위 제시

               (조도: 11~15lx, 휘도: 6~10cd/㎡)

   4. 역사지 고유의 색과 어울리는 온화한 3000~3500K색온도



� 민간부문�시행지침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21

④ 상업활성화구역(B1, B3), 관광기능유도구역(C1, C2) [웅장하고 화려한 조명]

   1. 건축물은 간접조명을 통한 매스감을 부각하고 시설물 조명과 연계

   2. 건축물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조명은 지양하고 매스감을 살릴 수 있는 조명계획

   3.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도: 15~25lx, 휘도: 11~15cd/㎡적용

   4. 건물 고유의 색을 살리는 3000~4500k색온도 및 색채범위와 동일한 조명색 사용

⑤ 상업활성화구역(B2-1, B4-1) [다채롭고 역동적인 조명]

   1. 상업활동 및 여가활동 증진 도모를 위한 밝고 쾌적한 빛 환경 형성

   2. 광장, 입구에 인지성을 주면서 요란한 점멸방식을 지양한 다양한 조명색상 활용

   3. 건축물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직접조명을 지양하고 권역별 고유의 색상이 드러나도록

은은하게 조성

   4. 야간에도 활기를 줄 수 있는 조도: 21~25lx, 휘도: 16~20cd/㎡ 적용

   5. 관광지의 야간경관을 잘 살리는 3000~4000k색온도 및 색채범위와 동일한 조명색 

제25조 자연지반 보존

자연지반은 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공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투수콘,

아스콘 등의 투수성 재료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26조 옥상녹화

① 옥상녹화 때 벤치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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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구조적인 안전,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27조 벽면녹화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에 대해 덩굴성 식물, 지피식물, 초화류 위주로 녹화하는 벽면녹화를 권장한다.

② 벽면녹화 때 식재지 특성에 부합되는 녹화기법을 적용하며 가급적 다양한 식물을 도입하여

단일지역 내에서도 복합적인 식재기법을 강구한다.

③ 대규모 벽면에는 상·하부에 병행 식재하여 조기녹화를 유도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식수대

형태·규모·재료 등을 선정하여 식물생육에 필요한 최소유효토심을 확보하며, 가급적 향토수종을

사용하되 식재지 환경특성에 적응 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다.

제28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8장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대지안의 조경

① 대지안의 조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대지면적 및 건축물, 조경면적,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및 「여수시 건축 조례」를 따라야 한다.

② 식재 수종의 지역 향토종은 동백나무로 식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7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0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일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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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

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호에 해당)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

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대지의 여건 및 기존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일부지침 내용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는 기존 건축물로 간주하여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계획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된 사항은 향후 관련법 및 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② 본 지구단위계획방향에 적합한 지침변경은 재정비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라도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획지침이 상이한 필지를 개발하는 경우 계획지침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규모 

     - 건폐율, 용적률: 해당 필지의 면적 대비로 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

「건축법」 제54조 및 동 시행령 제77조, 「여수시 건축조례」 제30조의 

기준에 따름)

-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 각 부분의 해당 필지별 높이계획에 따른다.

   2. 건축물의 용도: 대지의 가장 많은 면적이 속하는 구역의 용도계획을 따른다. 다만, 포함된

각 필지의 면적이 330㎡ 이상 및 자연경관구역에 포함인 경우 각각에 

속하는 구역의 용도계획을 따른다.

   3.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및 외관지침: 대지의 가장 많은 면적이 속하는 구역의 필지별 건축물

형태, 색채 및 외관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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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부문에 적용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정내용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안경관권역 내 공공계획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사업 및 시설에 대한 

계획방향을 설명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내용 규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정내용의 규정

③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도로시설물, 녹지, 주차장, 공공이용시설,

옥외 가로시설물, 포장, 조명, 안내체계 등 공공(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말한다.

제2조 대상지역

대상지역은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조 구성

공공부문 시행지침에서는 해안경관권역 내 추진 예정인 공공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별 지침을 규정하며,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본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항은 관련법규, 조례, 지침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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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의 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지침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본 시행지침을 융통성 

있게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 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 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 닌다.

④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2019년 수립 예정인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내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을 따르고, 구체적인 적용과 예외사항 등은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하여 결 정하되, 공공사업 별 세부적 인 지 침 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별 지 침을 적용한다.

⑤ 본 지 침의 “제2장 시설 별 시행지침 ”에서 제시한 각 공공사업별 추진대상 및  내용, 

우선순위, 시 행방 식 , 추 진 부 서  등 구체 적 인  조 성 방안을 따르되, 사 업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내용  및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부서 및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본 시행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제2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1절 도로시설물

제6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를 따른다.

제7조 도로의 설계기준

①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곳에 차량출입을 금지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② 차선폭은 설계속도에 따라 주행차선이 2.75~3.5m, 보도측 차선은 2.75~4.5m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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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도로 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③ 도로의 기능제고 및 해안변 가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선 후퇴 부분은 공공을

위한 보도 및 보행자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④ 차도와 보도 사이의 경계부는 가로수, 식수대, 가로장치물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완충공간으로 확보한다.

제8조 버스 및 택시 정차대

① 버스정차대 폭은 2-3m를 확보하고, 동시  정차대수를 2-4대를 기준으로 정차 대수 당 15m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버스정차대는 보행집산과 대기장소이므로 교통표지판, 안내판, 가로판매대, 벤치겸 식수대, 

보행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설치한다.

③ 정차장 진입부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구간(약 20m내외)은 가로장치물 

및 교목식재를 배제한다.

④ 버스 및 택시정차대는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혼잡이 적은 장소에 설치한다.

제9조 과속방지시설

①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

속도가 자연 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 치하지  않는다.

③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도로에 과속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도로, 기타 통행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행우선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④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 색으로 채색하도록 한다.

원형 험프 사다리꼴 험프: 보도이용 교차로 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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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횡단보도

①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다.

② 일반적 설치간격은 100m이하로 계획하고, 교차로상 보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가각 위치에 최대한 근접시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벨 신호기나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한다.

③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을 설치한다.

④ 횡단보도의 폭은 도로의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도로유형별 횡단보도 폭원

도로의 유형 횡단보도 폭원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10~12m

집산도로 6~10m

국지도로 4~6m

제11조 가각전제 및 보차로 경계선의 회전반경

일반적으로 가각전제 및 보차로 경계선의 회전반경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조성한다.

제12조 교통신호등

①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교차로 및 횡단보도 외에서의 교통신호등의 설치간격은 간선도로의 경우 400~500m, 집산

도로의 경우 200~300m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제13조 이면도로

① 이면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진출입 및 교차부는 도로의 인식성을 고려하여 조형물, 수경시설 등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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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보도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황여건상 보도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에는 보차경계부에 단주, 

열주, 게이트 등을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보차

경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④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비상시의 차량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크지 않도록 한다.  

⑤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거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통진정시설을 적절히 배치

한다.

구 분 설치방법 비 고

차도폭줄임
(Choker, 

Pinch-Point)

• 차도의 한쪽, 또는 양쪽을 부분적으로 
좁혀 일정구간 도로폭을 줄임

•차량속도감속, 보행자의 횡단 거리축소, 
노면주차공간 확보

차도꺽기
(Chicane)

• 도로의 선형을 곡선(Slalom) 및 지그
재그형태(Clank)로 굴절

•차량속도감속, 교통량 감소, 일정규모 
폭원확보 도로가능

노면요철포장
(Rumble Strip)

• 좁고 긴 띠 모양의 요철을 일정 간격
으로 두고 통행차량에 진동을 발생

•좁은 폭원의 도로도 가능, 비용 저렴

차도높음
(Hump)

• 차도포장을 부분적으로 높게 올려 차량
속도 제어, 교차로 들어올리기(Raised 
Junction Hump)방식과 원형험프, 사다리꼴
험프 등

•교차로의 식별성과 안정성 확보, 횡단
보도와 결합 보행편의 제공

미니로터리
• 로터리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국지도로에 

응용, 중심에 식수를하여 차량의 직진 
진입을 방지 속도제어

•일반차량 및 비상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 입면 및 평면설계, 주요 결절점에
엑센트 요소로 설치 장소성 부여

제14조 골목길(보행자전용도로)

①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로, 분리녹지, 휴게녹지로 구성하며 인접차량동선과 분리되도록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 설물 배치, 포장은 입 지 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유형 별로 특화되어야 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의 분절을 막고 시각적⋅기능적으로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조성하며,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시설을 배치함으로서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 연 변상황에 따라 적 정규모의  출입구를 설 치하 여  비합리 적  보행

동선 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행 시 방향감과 쾌적함을 제고할 수 있는 식재, 포장, 

시설물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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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안내 표지시설

제15조 적용범위

① 도시안내 표지시설은 보행안내시설과 차량안내시설로 나누어 지침을 작성한다.  

② 본 지침은 도로, 광장, 공개공지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관한 것으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 표지규칙」,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16조 보행안내체계 조성방식

①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시설을 통합 설계하여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급적 보행

결절부와 주요시설물 진입부에 집단 배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정보의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기하여 동질성과 조화를 갖게 하여 효율적 안내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른 가로장치물과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

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안내표지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유사형태의 안내표지판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어 신축성 있게 규격화하여야 한다.

⑥ 식 별 성과 지 역 이 미 지를 높이 기 위해 독자적 인 심볼, 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행안내체계 표기내용 

보행자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현위치

2. 현 위치에서의 반경거리

3. 교통수단과의 연계상황

4. 가로망, 블록구성, 주요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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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행안내체계 설치위치

① 보행 결절점이나 교통 결절점에 종합안내시설을 배치하여 지구전체에 대한 정보와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으로 계획하여 여수시 전체의 주요도로 및 시설,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② 이면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지구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보권내에 안내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③ 연속적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

④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전체 버스노선과 인접주요시설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사설안내 표지판의 난립으로 인한 식별성 및 경관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규칙에 

따라 규격, 표기방법 등을 통일하여 동일성격의 표지판을 한곳에 집중 설치토록 한다.

보행안내판 설치위치 및 내용

구분 설치위치 안내내용 형태/재료/색채

종합안내

•주요 교통결절점

(지하철역, 주간선교차로 등)

•주요 공공시설

•도시적 시설

•구역전체의 교통망

•주요시설 위치

•심볼·로고 등 그래픽 사용, 전체의

시각적 질서감 표현

•동판, 알루미늄판 등

•안내표지판의 야간이용을 위해 조명등  고려

지구안내

•주요 보행결절점

(정류장 주변, 시장,

보행통로  및  도로)

•공공공지  등

•생활권별 교통망 안내

•보행권의 안내

•식별성․지역이미지 고려, 심볼·로고 활용

•동판, 알루미늄판 등

•안내표지판의 야간이용을 위해 조명등  고려

방향안내

•보행자도로 접속부

•횡단보도

•공공시설 주변

•유도 화살표에

의한 방향표시

•이정표시

•장식적․조형적인 형태, 심볼, 로고 활용

•동판, 알루미늄판, 칼라스테인레스 등

기타
•버스정차장

•택시정차장

•버스노선 안내

•시설 안내
•정류장 쉘터와 조합을 고려

제19조 차량안내체계 조성방식

① 표지판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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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명체계는 명명단위 우선순위를 지역명-시설명-도로명-지구명 순으로 교차로 위계별로

단계적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지구단위구역 내 일방통행체계 구축에 대비하여 일방통행로 진입부에 차량안내기둥(색채‧

조형 고려)을 설치한다.

제20조 차량안내체계 표기내용 

차량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진행방향 지명

2. 전방에 교차할 도로의 이름

3. 전방교차지점까지의 거리

제21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

① 교통안내표지판의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교차로와 교통량 집중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배치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차량안내 설치기준

구 분 명 명 체 계 표시내용

지역명

∙ 외곽지역 연결도로와 교차하는 간선도로변의 교차로에는 지역명을 표기하여

외곽지역으로의 방향을 지시한다.

∙ 원거리명과 근거리지명을 동시에 표기할 경우 원거리 지명을 위쪽에 표기한다.

지역명칭

대표장소

지역소개

시설명

∙ 지역안내의 목표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들은 지명도가 높아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을 중심으로 한다.

∙ 시설명을 지명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교차로 위계별로 단계적으로 

표기한다.

∙ 시설물의 2-3개 전방교차로부터 표기한다.

주요지역명

대표적시설명

교통시설

환승방법

도로명

∙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목적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도로명으로 표기한다.

∙ 진행방향은 도로명을 표기하고 좌우측에는 도로명 혹은 지역명을 표기한다.

∙ 방향 및 예고표지에는 진행방향과 교차방향의 노선번호를 표기한다.

행선지명

가로명

지구명

∙ 도시전체의 일관된 지구명의 체계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의 이용권, 개발밀도, 

경관적 요소 등 동일한 경관 인식단위를 지구명의 기본단위로 한다.

∙ 지구 내부도로에서는 지구명을 다른 위계에 우선하여 표기토록 하되 지구

경계선 교차로에는 인접 지구명을 표기한다.

단지명

(동네명)

지구내

가로망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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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지시표지는 규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주의표지는 위험

지구 입구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교차로 전방에 배치한다.

③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 진출입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 도로표지판 설치방식

① 도로표지판의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하되 도로의 형태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하며 시각적으로 장애를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② 운전자가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③ 방향표지판은 원거리와 근거리의 2개 지명을 표기하고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부착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④ 도로표지판의 설치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가로식재

제23조 가로수 수종선정

① 가로의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②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③ 이식이 용이하고 성장속도가 빨라 전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한다.

④ 꽃가루 등에 의해 인체에 알레르기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수종은 배제한다.

제24조 가로수 식재방법

① 도로폭 15m이상, 보도폭 3m이상의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한다.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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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며 수목을 통한 지역특성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식재방법

구분 예시도

•정형규칙 식재

- 가로변 등 공간이 선적이 장소 및 울타리를 

조성하기 위한 외주부

•고립식재

- 광장 등 상징성과 경관을 필요로 하는 곳

•녹음식재

- 휴식공간, 공원 등 비교적 넓은 곳

•PLANTER에 의한 화초류 식재

•밀식식재

- 주차장 차폐, 생울타리 등이 필요한 곳

제4절 가로 장치물

제25조 설계기준 

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자료, 색상을 통합⋅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기본전략 

프로그램으로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가로 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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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성격에 따라 상호보완적 가로장치물은 배치유형을 도출하여 가급적 통합설치하여 보도 

구간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④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6조 방호 울타리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하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가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제27조 볼라드

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반도로의 경계부, 보도 등의 진입부에 설치하며 1~2m정도 간격

으로 배치하여 차량통행을 막도록 한다.

② 야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 보행자의 안전과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보행등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볼라드를 설치한다.

③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각부분 보도로의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고 비상시 차량진입을 

위해 이동식을 권장한다.

제28조 벤치

① 벤치는 기하학적 배치와 단순 평형배치 등 장소의 특성에 맞게 배치한다.

② 가능한 한 보행자통로, 공개공지 등의 식수지역 내에 설치하여 주보행동선과의 마찰을

피하도록 한다.

③ 벤치의 형태는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타 시설과 조합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제29조 휴지통

① 보행량이 많은 주요 시설물 주위나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 등에 집중 배치한다.

② 수거에 용이하고 위생을 고려한 형태로 고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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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장치물의 유형별 종류와 설계방안

구분 기본유형
시설물

종류

설치

여부
설계시 주요유의사항

휴게

시설

파고라

사각, 

반원형,

장방형등

○

∙ 표면 및 방부처리

∙ 플랜터, 하부벤치, 기타편익시설의 조합고려

∙ 공간적 안정감 및 위요감 형성

쉘터

택시 쉘터,

일반휴게 

쉘터

○
∙ 신소재 개발

∙ 보행결절점, 경관우수지역, 넓은 휴식장소 배치

벤치

등의자,

평의자,

연식의자

●

∙ 보도로부터 2m이상 이격설치

∙ 장소적 특성 및 주변시설과 조합화필요

∙ 보행로, 공공공지 가로변에 설치하되 주보행동선과 마찰 

배제

편의

시설

휴지통
휴지통 및

재털이
●

∙ 휴게시설과 조합, 수거방식개발

∙ 수거, 통풍, 건조가 용이한 구조

∙ 재활용과 수거용으로 구분설치

우체통 우체통 ○ -

공중전화 공중전화 ●
∙ 야간조명, 신소재 개발활용 필요

∙ 4개 이상 설치 시 장애자용 1개설치

음수전 소형, 대형 ○

∙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성 증진필요

∙ 그늘진 곳, 습한 곳,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 피함

∙ 성인용100-110㎝, 아동용60-70㎝높이로 통합설치

키오스크
가판점,

안내소
○

∙ 조명, 단열방식 개선 필요

∙ 장소별로 설치개소를 제한

시계탑 고정식 ○

∙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지표적 성격으로 배치

∙ 높이는 2.5m이상으로 장소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형태, 

정보 표기

경계

및

기타

시설

문주, 담장 문주, 담장 ○ ∙ 장소별로 다양한 소재(목재, 유리, 알루미늄)사용

볼라드
이동식,

고정식
○

∙ 조명 및 벤치겸용 고려

∙ 1-2m간격으로 배치하되 비상시 차량통행허용

화분대 화분대 ○
∙ 경량자재 개발 필요

∙ 장소별로 이동식과 고정식을 구분배치

※ ● 필히 설치 / ○ 필요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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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포장

제30조 재료 선정기준

① 견고하고 내구성을 갖춘 재료

②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 및 보수가 용이한 재료

③ 보행자 하중은 물론, 차량 하중에도 견디는 재료

④ 질감이나 색채가 아름다우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물성에 변화가 없는 재료

⑤ 가로의 특수한 환경에 부합되는 특성 있는 재료

⑥ 염가이며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구입이 용이한 재료

⑦ 각 가로의 특성(identity)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재료

⑧ 보도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수성이 양호하고, 환경친화적인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제31조 조성방식 

① 가로의 일정공간 단위별로 특화포장하고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일정모듈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② 장소별 특징을 가진 포장패턴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 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포장설계 지침

구 분 포장지침 포장재료

이면도로

∙ 위계가 다른 도로와 구분할 수 있는 재료

∙ 저속으로 속도제한 할 수 있는 재료

∙ 보행의 쾌적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보도)

∙ 색아스팔트

∙ 투수콘

∙ 콘크리트

∙ 우드블록(보도)

주･정차

구간
∙ 주차선과 구분이 되도록 재로 또는 색을 다르게 사용

∙ 색아스팔트

∙ 투수콘

횡단보도
∙ 시각장애자를 위한 촉감있는 재료 사용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거친 질감의 재료 사용
∙ 점자블럭



� 공공부문�시행지침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40

제32조 패턴 및 질감의 적용

① 포장의 폭과 줄눈의 반복, 재료의 질감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속도 및 리듬감을 조절한다.

② 격자형 패턴은 중립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곳에 사용을 유도하고 공간의 확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패턴을 권장한다.

③ 포장패턴은 건축물 및 부지 내 요소들과 조화되어야 하며 요철포장은 완화와 정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전 유도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④ 공간을 상호간으로 대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직선과 곡선의 반복 이용 및 이중질감을 이용

하여 표현한다.

⑤ 단위줄눈의 크기가 작고 방향성이 없는 포장패턴은 안정감이 있으므로 휴식‧기다림의 공간에

사용한다.

⑥ 이동성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포장패턴은 율동적이고 운동감이 강조되는 포장

패턴을 사용한다.

제33조 보도 포장기준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당 가로에 관련하여 포장재의 형태 및 규격은 가로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 시설물들과의 조화를 유도한다.

② 공공부문의 포장원칙은 통일성과 조화의 유도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별 포장기준보다는 우선순위를 둔다.

③ 가급적 전면 재시공은 피하고 기존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부분적 변형을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제34조 사후관리

① 민간･공공 등 타부문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포장 훼손 때 공사완료 후 필히 당초대로 원상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완료 후 공사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귀 했음을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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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통합지주의 설치

제35조 통합지주의 설치

①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와 통합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내력, 풍압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제시한 시설물외에 안내시설, 정보시설 등 각종 도시편익시설의 통합화를 

시도하여 시설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예, 볼라드와 조명등 겸 벤치, 수목보호대와 벤치,

플랜터와 조명시설 등)

④ 통합지주에 복합설치 될 교통안전표지의 후면은 미관을 고려하여 심볼, 표어 등을 도식하여

가로경관을 제고시킨다.

통합지주의 설치기준

설치위치 설치시설 통합시설

교 차 로 신호등
∙ 신호등, 주요도로 및 지점안내표지, 가로등(횡단보도 신호등), 기타 

부착물

교차로 전방

30m이내
가로등 ∙ 가로등, 방향표지

교차로 전방

100~150m
가로등 ∙ 가로등, 방향예고표지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

기타

일반도로구간
가로등

∙ 교통안전표지(주의, 규제, 지시표지) 

∙ 가로등, 보행안내표지

⑤ 통합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1. 가로등+신호등

  2. 가로등+3방향표지

  3. 가로등+3방향예고표지

  4. 가로등+교통안전표지(지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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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주차장의 설치

제36조 주차장의 설치

①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여수시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한다.

② 지침상의 규정외에는 ‘해안경관권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한다. 단,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절 조명

제37조 가로등 설치방식

① 가로등시설은 도로의 성격, 기능, 위계(폭원)에 따라 적합한 배열방식, 높이, 색상 등을

달리한다.

②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중앙가로등과 가로변 가로등을 병열로 마주보기식으로 설치한다.

③ 구역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로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 보강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

제38조 가로등 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하며, 광원,

조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구역별 지침 색상을 따른다.

③ 가로변에는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교차로, 곡선부로타리, 횡단보도 등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과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구역별

지침 색상에  맞게  유도·조정한다.

제39조 야간조명의 강화

① 야간보행등을 독특하게 설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주요 교차로부에 보차도

경계석은 형광물질이 부착된 것으로 교체하여 야간에도 쉽게 장소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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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간 보행밀도가 많은 해안변 차도측으로 보행등 겸 벤치, 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한다.

③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키며, 광원, 조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구역별 지침 색상을 따른다.

④ 공공이 민간의 적극적인 조명시설 설치를 선도하고 일정규모(3층)이상의 건축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 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3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9조 결정도서의 작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지침 및 

예시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분석과 계획, 설계 등의 상세 도서를 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침의 변경 및 완화

① 본 지침에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 부문별 계획설계 등 상세설계(현상설계 포함)가 

추진되어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개선된 공공부문계획이 수립된 경우

    2. 현상설계 등을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교통영향평가, 교통관련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4. 지침을 변경 및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 목적 달성에 좀 더 나은 방안이 제시된 경우

    5. 당해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③ 공공부문 사업시행 시 ｢여수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은 여수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