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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 제
17조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규
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
위계획”(이하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밀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건축 및 경관관련 시행지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
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
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통합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교육환경평가 등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이하 군)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
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군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
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시행지침의 내용은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 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 으로

규제사항 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고,

권장

사항 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 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
을 가시화한 것으로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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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되, 별도의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지침을 적용한다.
⑥ 대지상호간 분할 ․ 합병 등으로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
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⑦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은 관련공사 및 분양(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에
한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치안 및
방재 등 주민안전을 위한 공공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승인권자(또는 허
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동안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5., 2016.11.22.>
⑧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 ․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 ․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⑨ 본 시행지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
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

제 4 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
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②“용지”라 함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정된
<그림Ⅰ-1-1> 생태회랑 위치도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다.
1. 단독주택용지 : 일반단독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용지
3. 주상복합용지 : 주거와 상업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용지
4. 상업용지 : 중심상업용지, 특화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5. 업무시설용지 :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6. 산업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 산학협력시설용지
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용지

③“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
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④“생태회랑”이라 함은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남북측에
․
입지한 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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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활용하여 용봉수암산
․
광역녹지축과 연계시킨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의 대표적 녹지축으로서 도시민의 여가, 휴식, 운동을 위해 확
보한 공간을 말한다.
⑤“건강회랑”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 및 레크레이션의
장을 마련하고 아울러 이웃한 녹지공간과 연계성을 띌 수 있도록 신도
시내 마련한 체육시설 및 공원녹지
․
공간을 말한다.
⑥“시각회랑”이라 함은 신도시 주변의 산악녹지에 대한 조망권 확보와
신도시내 상징성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망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각적 통경구간을 말한다.
<그림Ⅰ-1-2> 커뮤니티회랑 위치도

⑦“커뮤니티회랑”이라 함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생활중심공간으로 도시거
주에 필요한 기반시설, 즉, 공원, 학교,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집
적하여 배치하고, 이들 시설을 공간적으로 통합·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에
게 편리하고 동등하며 쾌적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⑧“에듀타운”이라 함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에 대한 차별화 전략 일
환으로서 학교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공원, 주거단지 등이 통합조성
되는 공간을 말한다.
⑨“상징가로”라 함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내에서 가장 중심도로 역할
을 하는 동선이며, 아울러 주변지역에서 신도시 핵심기능과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며 경관조망이 잘 되는 도로를 말한다.
“생활가로”라 함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심이 되는 도로로서
통학/통근 및 생활편익 위주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동질성
형성을 위한 문화 활동기능이 제공되는 근린주구의 중심도로를 말한다.
“보행네트워크”라 함은 지구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주요
지점으로의 연속적이고 다양한 접근루트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요 녹지
축 및 공원을 연계하는 보행+공원녹지 네트워크계획을 말한다.

제 5 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대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
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
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제 6 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그 필지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한다.
②“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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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③“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
<그림Ⅰ-1-3> 하나의 주거동에 2개의
주동이 있는 경우 예시도

택을 말한다.
④“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동일 건축
물을 말한다.
⑤“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동일 코아를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⑥“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0조에서 정
의된 용어를 말한다.

제 7 조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
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②“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
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③“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
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④“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
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⑤“평균층수”라 함은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 복리시설 제외)
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 복
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신설 2016.11.22.>
1. 기준면적 : 각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
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2. 층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

제 8 조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그림Ⅰ-1-4> 건축지정선 예시도

①“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
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②“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
터 3층까지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이 그 선의
L1의 3분의2 길이 < 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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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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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로기능의 필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 도면표시 :

L2(건축지정선 길이의2/3) ≦ D2 (○)

③“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
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로기능의 필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 도면표시 :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인정여부

제 9 조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탑상형 배치블록”이라 함은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블록을 말하
며, 탑상형이 아닌 아파트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이때, 탑상형 아파
트는 양호한 조망, 외부공간으로 통경축 확보를 위해 해당단지 전체
세대수의 30%이상(주동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면표시 :

②“중저층 배치구간”이라 함은 도시이미지에 영향을 끼치는 경관적 민
감한 부분(주요 간선가로변의 진입부경관, 변곡부경관, 모서리경관, 하
천경관, 단독주택지 및 학교시설인접지역 등)에 위압감 저감, 자연스
런 경관형성, 소음 등 환경피해, 세대저감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
정 폭(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의 구간에 제한층수이하(중층아
파트단지 12~15층, 고층아파트단지 15~18층)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그림Ⅰ-1-5> 연도형배치구간의
가로경관 예시도

③“연도형 배치구간”이라 함은 보행활동 및 상업활동이 활발한 커뮤니
티가로변에 대형건축물로 인한 위압감과 폐쇄감 완화, 생기있고 활력
이 넘치는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 형성을 위하여 연도형아파트를 배치
하는 구간을 말한다. 단, 주거동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커뮤니티가
로에 면하여 배치를 권장하고,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을 우선 배치하
여야 한다.
• 도면표시 :
④“직각 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 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⑤“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이라 함은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 및 가로활
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배치되도록 권장하는

구간을 말한다. <신설 2017.12.22.>
• 도면표시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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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
한 주된 출입구(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②“주거동의 주정면”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서 말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주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③“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주동을 수평 투영하였을 때,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이하이거나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단지의 조망감 및 경관
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그림Ⅰ-1-6> 탑상형아파트 정의

④“연도형 아파트”라 함은 상업활동 활성화와 생기있는 가로환경을 위하
여 커뮤니티가로변에 위치한 저층(7층 이하)의 아파트로서 1층 또는
2층에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을 배치하고, 2층 이상
이 주거동인 복합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 계단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주거동 길이의 제한은 4호 이하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한다.
3. 보행활동이 빈번한 구간(단지내 공공보행통로와 접속되는 부분, 도로변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분)에는 ‘필로티 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건축물의 입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높이(경사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
와 건축물 벽면의 직선거리를 연동해서 관리하는 경관적 기준을 말한
다.
⑥“필로티 구조”라 함은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
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
서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고, 조성 기준은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4.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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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1-7> 아케이드 설치구간 예시도
4m

또는 2개층’이상이며, ‘폭10미터 또는 주거동 1호 너비’이상이어야 한
다.
⑦“아케이드 설치구간”이라 함은 1층벽면지정선과 2층~3층벽면지정선에
의해 1층벽면이 후퇴하여 형성되는 개방된 통로공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⑧“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⑨“담장설치불허구간”이라 함은 도시미관 및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높이고
자 담장설치를 불허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⑩“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
외한 벽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⑪“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⑫“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
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
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제 11 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와 공원
및 녹지에 면한 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
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1.“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
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
공지를 말한다.
2.“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
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
지를 말한다.

②“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
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③“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
등의 지정으로 전
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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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
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 신축시 이를 시행
한다.
• 도면표시 :

④“차폐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폭원만큼 이격된 위치
에 소음방지 및 주거환경보호, 서로 상충되는 용도를 시각적으로 차단
시키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지정된 조경을 말한다.
• 도면표시 :
<그림Ⅰ-1-8> 보행우선구조 예시도
3m

제 12 조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②“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③“보행우선구조”라 함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
행로)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
<그림Ⅰ-1-9> 보행우선구조 사례

(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
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m 이상으로 한다.

④“보행지장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
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그림Ⅰ-1-10> 식수대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차량 진출입구간 설치 예시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
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⑤“보행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
를 말한다.
⑥ “차량 진출입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하는 구간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신설 2016.11.22.>
1. 차량 진출입구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행우선구조”로 설치
한다.
가. 차량 진출입구간 내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평탄하고 연속되도록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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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1-11> 식수대 등 장애물이 없는
경우의 차량 진출입구간 설치 예시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도, 자전거도로의 높이는 연접한 보도, 자전거도로와 동일하게 조성
하며, 인접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적용하되 차량 하
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자재로 시공한다.
2. 식수대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
가. 차량 진출입구간의 폭(A)은 대지 전면 차량 진출입구 폭(B)과 그 양쪽
에 각각 2m 폭을 합한 폭 이하로 조성한다.
나. 식수대 등 장애물과 연접한 구간은 차량의 하중을 고려한 내구성 있는
자재(차도용)를 사용하여 경사면으로 조성한다.
3. 식수대 등 장애물이 없는 경우
가. 차량 진출입구간의 폭(A)은 대지 전면 차량 진출입구 폭(B)과 그 양쪽
에 각각 2m 폭을 합한 폭 이하로 조성한다.
나. 차량 진출입구간은 사선형 경계석 등 내구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경
사면으로 조성한다.

⑦ 다음의 경우에는 제6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출입구간을 라운드
식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6.11.22.>
<그림Ⅰ-1-12> 신호등이 설치되는 경우

1. 시설 주차수요가 300대 이상인 경우
2. 소방서, 경찰서, 종합의료시설 등 긴급을 요하는 시설인 경우

⑧ 라운드식 차량출입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신설 2016.11.22.>
1. 신호등이 설치되는 경우, 차량 출입구간은 험프식으로 조성하고 횡단보
도 및 자전거 도로를 표시한다.
<그림Ⅰ-1-13>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2.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차량 출입구간은 인접보도 및 자전거도
로와 높이 포장 및 재료, 패턴 등을 적용하여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
록 조성하되 차량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자재로 시공한다.

제 13 조 (보행네트워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도로구간내 보행로(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해 연석, 울타리,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
물로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되는 부분을 말한다.
②“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보행자의 안
전 및 편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도
로를 말한다.
③“공공보행통로출입구”라 함은 대지안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출입구를 말한다.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
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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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보행우선구
조’로 조성한다.
2.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3.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
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보행통로의 친환경적인 조성을 위해 제1편 제2장 제7조(공공보행통
로)를 따른다. 단, 통로 중 건축물 필로티구간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도면표시 :

(공공보행통로)

• 도면표시 :

(공공보행통로 출입구)

④“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
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
축물 내 ․ 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
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
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 도면표시 :

⑤“단지내보행출입구”라 함은 “단지내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한 출입
구를 말한다. “단지내보행로”는 개별단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
성한다.
1. 단지내보행로와 단지내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2. 단지내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3. 단지내보행로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
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
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단지내보행로는 결정도상 표시된 연결부의 위치를 준수토록 하며, 단지
내부 동선경로는 단지배치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보행로의 형태는
폭 3m이상의 부드러운 자유곡선의 선형을 권장한다. 단 주변의 개발여
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
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 도면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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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14> 보행네트워크 계획

제 14 조 (경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
“통경구간”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
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하며,
지하에 설치되는 구조물이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도면표시 :

제 15 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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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제 1 조 (지정목적)
① 기 수립한 환경생태계획의 결과를 반영한 친환경적 지구단위계획 유도
를 위하여 계획적 주택단지의 기존 골격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충남도
청(내포) 신도시에 필요한 입체적이고 상세한 환경설계지침이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일관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평면적 토지이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입체적 환경조건을 고려한 단지
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상세성과 융통성을 기본으로
개발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 측면에서 도시기반시설과
개발용적을 조화시키고, 이를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화 방지와 효율적
인 3차원적 종합관리를 유도함으로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생태단지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친환경적인 신도시 건설목표에 부합된 입체적
토지이용 유도 및 환경을 고려한 개발방향을 수립토록 한다.
③ 지속가능한 주택단지로의 계획적 유도방안을 위해 충남도청(내포) 신
도시내 녹지․물기후관리체계를
제시하여 친환경적인 단지를 조성한다.
․

< 수류순환망에 관한 사항 >

제 2 조 (실개천 조성)
①“단지내 실개천”이라 함은 단지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
된 실개천이며, 흐르는 물이 모이도록 유도하는 유수공간을 포함한다.
<그림Ⅰ-2-1> 수류순환망 예시도

② 주요 하천변에 인접한 단지는 하천 수로의 입․출수부를 이용하여 단지
내부의 실개천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류순환망을 조성할 수 있
다.(조성시 아래의 지침 내용을 참고하여 조성)
1. 신도시내 하천수 사용 유무는 각 단지 건축계획시 선택사항으로 한다.
2. 실개천은 지형특성, 주변환경, 이용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실개천 선
형은 각 단지에 자율로 설계하며, 생태형과 인공형을 적절히 절충하여
설치하되 생태형의 경우 토양침투로 인한 유량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지내 실개천의 제원은 신도시내 하천의 연결 도수관의 제원과 정합성
을 유지하여 입수부 시설을 설치하고, 단지 수순환 유량계획보다 신도
시내 하천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부족할시 단지 자체내에서 보충하며,
출수시 유입량만큼 출수하여야 한다.(하천으로 부터 단지내 실개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은 하천 총 수량의 35%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다.)
4. 입수부 및 출수부 주변에는 15㎡이상의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일시저류
한 후 입수 또는 출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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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지내 적정위치에 지하저류조를 설치하여 우수를 저류시키고 이를 실
<그림Ⅰ-2-2> 단지내 실개천 유형별
조성방안 예시도

개천에 재이용되도록 한다.
6. 실개천의 수질 유지를 위하여 실개천 중간 및 입출수부
․
인근에 오염된
물이 도시실개천으로 출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단지내 실개천 조성시 지형여건에 따라 유형 1, 2, 3을 참조하여 대상
지 특성에 맞는 실개천을 조성하도록 한다.
- 유형1의 경우 자연유하가 가능한 지역으로 도시실개천의 실개천 입수구간
을 통해 우수를 단지내로 유입시키고, 단지내 순환 후 실개천 출수구간을 통해
출수한다.
- 유형2의 경우 도시실개천 지반고가 단지보다 낮은 경우 가압장 설치를
통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생태연못으로 펌핑하여 저류한 후 자연유하하여 단

(유형1)

지내 순환 후 출수한다.
- 유형3의 경우 도시실개천 지반고가 단지보다 높은 경우 실개천 입수구간을 통
해 나온 실개천은 단지내를 순환한 후 저지대에 위치한 생태연못으로
저류시키고, 가압장 설치를 통해 외부 실개천으로 출수한다.
<그림Ⅰ-2-3> 단지내 실개천 조성예시도

(유형2)

(유형3)

제 3 조 (우수의 재활용)
① 단지계획에 있어 우수의 저장․침투재활용과
․
관련된 시설을 계획할시
단지 수류순환망과 연계되도록 한다.
1. 우수의 자연침투를 높이기 위하여 단지내 투수성포장, 잔디도랑, 침투트
렌치(선택적 사항)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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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점오염원의 우수관 직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수정 주변에 최소 70
cm~100cm이상 자연지반의 식생여과대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 도로,
보도, 광장 등 식생여과대의 확보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치형
집수정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Ⅰ-2-4> 식생여과대 설치 예시도

3. 하천 및 지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단지 및 인근에 재해저류지가 없는 경
우는 초기우수시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우수지하저류조를 설치
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우수를 최대한 집수하여 수로 및 연못의 유지관리용수로 활용되도록 공동
주택단지, 친환경주거단지, 공공시설 등에는 지하저류조 설치를 권장한다.
5. 지하저류조는 실개천이나 생태연못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정위치 및 규
모를 설정하여 설계한다.
6. 오염되거나 혼탁한 우수가 지하저류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저류조 설계시 장치형시설, 식생여과장치 등 우수전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생태우수연못을 조성할 경우 저류, 수질정화 기능, 생물서식공간 창출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 시설 등에 의해 수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수로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지하저류조 및 수로의 양수(펌핑)에 필요한 전원은 태양광 등 신재생
․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 도시열섬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제 4 조 (열섬완화대책)
① 도시열섬발생 예방차원의 바람통로 및 열섬저감 대책이 집중적으로 필
요한 지역(비즈니스파크, 중심상업)은 열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열섬 및 바람의 정체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열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열섬저감을 위하여 건축물녹화, 주차장녹화, 투수포장, 유수공간, 실개
천조성, 밀집식재, 자연지반노출 등 다양한 열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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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지형 처리에 관한 사항 >

제 5 조 (경사지 개발)
① 자연지형을 보존하기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행정타운(도청사 및
의회, 경찰청, 교육청에 한하여 적용), 대학교는 지형을 고려하여 토지
<그림Ⅰ-2-5> 경사지 개발사례
(테라스 하우스)

이용계획상 공원녹지와 단지 내부의 조경녹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주변의 산세가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
도록 건물이나 도로를 배치하여야 하며, 단지내에 급경사지역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준하여 경사지를 개발할 수 있다.
1. 경사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테라스하우스, 저층부 필로
티구조등을 지형특성에 맞게 적절히 도입하도록 한다.
2. 사면 녹화시 수종선정, 식재구조, 기반토양 등은 인접 식생지와의 생태
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그림Ⅰ-2-6> 경사지 개발과 바람의
유입형태

3. 불가피하게 사면 발생시에는 급경사 또는 수직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지형을 고려하여 단지내 도로단면이나 노선을 계획할 경우 자연지형이
나 생태계를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구릉지 부분에는 자연지형을 살릴 수 있도록 가급적 저층위주로 계획하
도록 한다.

③ 산지 인접단지에는 경사지에 바람길을 가로막는 건축물 배치를 지양하
고 바람통로를 고려한 건축계획을 권장한다.

< 단지내 동선처리에 관한 사항 >

제 6 조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① 정온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차량저감속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단지내 차도 포장재료 및 색채 선택시 인근 보도와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고압블록, 굴곡도로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제 7 조 (공공보행통로)
① 일정폭의 곧은길보다는 노폭 및 포장재, 가로시설, 배식 등의 변화를
주어 계획할 수 있다.
② 공공보행통로공간 조성시 가급적 인공재료는 지양하고. 가급적 자연소
재(목재, 자연석등) 사용을 권장한다.
③ 포장재는 투수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통경축, 보
행네트워크 등과 연계된 식재와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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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보행통로의 식재는 연접한 통경축상의 식재공간과 연속성을 갖도
록 하며 인접 공원녹지, 하천, 산림 등과의 생태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다만 경관의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식재 및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 건축물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 >

제 8 조 (바람통로)
용봉산 및 수암산에서 생성된 차고 신선한 공기가 단지 깊숙이 유입되
어 대기정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통로계획 수립 지정단지는 높
이, 인동간격 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수립을 권장한다.
<그림 Ⅰ-2-7> 바람통로계획 수립 지정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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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① 지정목적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
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② 사용기준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적용
하도록 권장한다. 이때,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
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
시설)
<그림Ⅰ-2-8> 공동주택 태양열 집광판
설치 사례

① 에너지절감 및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표Ⅰ-2-1>에서 제시한 신･재
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공공시설, 친환경주거단지(에너지마을)내
공동편의시설에서 적극 도입을 권장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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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1> 신재생에너지
․
활용 가능부지 및 적합시설 분류표 <개정 2013.4.30.>

구

신재생
․
에너지도입

분

태양열

태양광

지열

단독주택

○

-

-

공동주택

-

○

-

중심상업

○

○

○

특화상업

○

○

○

행정타운

○

○

○

비즈니스파크

○

○

○

산학협력시설

○

○

○

학교(대학교)

○

○

○

공공청사

○

○

○

복합커뮤니티시설

○

○

○

문화시설

○

○

○

사회복지시설

○

○

○

종합의료시설

○

-

○

유

지

○

○

○

환경기초시설

-

○

-

보

주) 1. 특화형 단독주택 중 에너지마을은 태양열+태양광+지열에너지 등을 적용하여 그린홈 타운으로 조성
2. 주제공원 내 상징조형물 및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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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2-9> 에너지 활용 구상도

②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시설은 <표Ⅰ-2-2>에 따라 구분하며, 건축계획
등 수립 시 에너지사용계획과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
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4.30.>
<표Ⅰ-2-2>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시설 분류표

구 분

시설 (용지)

- 아파트, 주상복합, 중심상업, 특화상업, 행정타운, 비즈니스
집단에너지 공급
파크, 산학협력시설, 산업시설, 대학교, 공공청사, 복합커뮤
대상시설
니티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
시설, 유보지 등
집단에너지 공급 - 단독주택, 근린상업, 학교(유치원, 초･중･고), 종교시설,
제외시설
주유소, 체육시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1

제1편 총

론

제 11 조 (중수의 활용)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의 공공시설[행정타운(도청사 및 의회, 경찰청, 교
육청에 한하여 적용), 문화시설]은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용
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한다.

제 12 조 (생태면적률)
①“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용지별 생태면적률은 <표Ⅰ-2-4>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
다. 단 명기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최소 20%이상(최소 행정목표) 생태
면적률을 확보를 권장한다.
③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Ⅰ-2-3>에서 제시한 제곱미터 당 가
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④“투수성 포장”이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
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
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공동주택용지는 포장면적의 30%이상을 투수
성포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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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3>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녹지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지반에 조성된 녹지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차수)

0.7

인공지반녹지
≥ 90㎝

0.7

옥상녹화
≥ 20㎝

0.6

인공지반녹지
＜ 90㎝

0.5

옥상녹화
＜ 20㎝

0.5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적용된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공간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
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투수포장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
생장 불가능
장등

틈새
투수포장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시설
․
연계면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 투수성포장면에 대한 재정의 : 우수유출과 포장재질간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경사도 3%이하 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투수성포장과 불투수성포장의 우수침투율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포장면의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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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4> 생태면적률 적용 분류표

구

분

적 용

저층공동
공 동
주택지 중고층 60㎡ 이하
공 동 60㎡~85㎡
주택
85㎡ 초과
주

상

복

합

업무시설(비즈니스 파크)
블록형 단독주택
중심상업지역
상업지
파 워 센 터
교 육
시 설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대 학 교

30% 이상

비

고

- 저층주거단지는 대상지내 바람길 및 경관
형성에 유리한 조건으로 생태면적률 최소
기준인 30% 적용

30% 이상
35% 이상 - 평형별 차별화된 생태면적률 적용
40% 이상
- 주변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에 이질감 배재
20% 이상
와 효과적이며 연계를 위해 상업지 생태면적
률 최소 기준인 20%적용
가장 효율적이고 활동적인 공간
20% 이상 - 대상지내
창출을 위해 생태면적률 20% 이상 적용
- 생태적으로 민감지역인 용봉산과 수암산 주변
부로 위치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위주로
생태면적률 30% 이상 적용
- 최소 행정목표인 20%를 중심상업지구에 일괄
적용하고 별도의 열섬 저감대책 수립을
20% 이상
하도록함
쾌적한
여가문화기능 조성을 위해 생태면
30% 이상
적률 30%이상 조성
30% 이상

40% 이상

-

40% 이상

-

행

정

타

운

30% 이상

공

공

건

물

사회복지시설 및 문예회관등 공공시설물
30% 이상 - 에
적용

기 타 (최소 행정목표)

생태면적률 20% 이상(권장)

< 친환경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

제 13 조 (친환경관리구역)
생태적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하는 생태면적률 및 친환경구역은 결정
도상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1. 열환경관리구역 : 제4조 (열섬완화대책)의 내용을 준수해야하는 구역으
로 결정도상 “열”로 표기
2. 원지형개발구역 : 제5조 (경사지 개발)의 내용을 준수해야하는 구역으
로 결정도상 “원”으로 표기
3. 바람통로: 제8조 (바람통로)의 내용을 준수해야하는 구역으로 결정도상
“바”로 표기
4. 신재생에너지활용구역
․
: 제10조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집단에너지 공
급 대상시설)의 내용을 준수해야하는 구역으로 결정도상 “에”로 표기
5. 중수의 활용: 제11조 (중수의 활용)의 내용을 준수해야하는 구역으로 결
정도상 “중”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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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2-10>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단지번호

중심1

C1
7
용도
최고층수
건폐율 전체용적률
〓 80%이하 500%이하 (%)
(%)
친환경관리
열/원/바/
생태면적률
생태 40%
구역
에/중

단지번호 : 블록번호
용도 : C1용도의 중심상업용지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500%이하
최고층수 : 7층이하
생태면적률 : 40%이상
친환경관리구역 : 열환경관리구역,
원지형개발구역, 바람통로, 신재생
․
에너지활용구역, 중수의 활용에 속함

<그림Ⅰ-2-11> 친환경관리구역 구상도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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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친환경주거단지 : 블록형단독주택용지)
① 제 5 조 (경사지 개발)의 내용을 준수한다.
② 제 6 조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③ 제 9 조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의 내용을 준수한다.
④ 제 10 조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시설)의 내용을
․
준수한다.
⑤ 우수를 최대한 집수하여 수로 및 연못의 유지관리용수로 활용을 권장
한다.
⑥ 단지내보행로에는 일체의 인공재료는 지양하고, 가급적 자연소재(목재,
자연석 등) 사용을 권장하며, 주거동 주변의 오픈스페이스와 자연녹지
가 일체화되어 자연적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⑦ 주변 기존취락 및 농로등의 접속을 위한 현황도로와 연계하여 보행자
의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단지내 도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⑧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녹화, 주차장녹화, 투수포장, 유
수공간, 실개천조성, 밀집식재, 자연지반노출 등 다양한 계획 수립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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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U-city 계획
제 1 조 (조성원칙)
① 충남도청(내포) 신도시내 U-City환경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용한다.
․
② 본 지침의 내용은 상업업무시설
, 공동주택, 주상복합에 적합한 IT환경
구축을 위하여 사용하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
용한다.

제 2 조 (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① 초고속광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축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상업․업무용지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④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권장한다.
․
일정규모 이하(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
미만)의 건축물 등 인증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③항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 획지형 단독주택은 ②항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 3 조 (원격검침 설치기준)
①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와 해당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
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되는 송수신 장치는 충남도청(내포) 신도시내 적용되는 U-City기
술과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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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쓰레기관로 수송시스템
제 1 조 (설치주체)
① 획지형 단독주택, 녹지 및 공원, 상업용지, 산업시설, 산학협력시설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가 투입시설, 관
로시설, 집하장 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는 시행자가 가구
의 진입부 까지 관로시설을 설치하고, 분양자는(이하 분양자 또는 건
축주) 분양 받은 필지(이하 분양필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투입시설과 이에 부대되는 관로를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
계획에 반영하고 투입시설과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관로수송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분양필지 내 투입구, 공기흡입밸브
위치 및 수량의 적정규모를 시행자 또는 관로수송시스템 관리자와 서
면으로 합의하여 합의내용을 사전 반영하고 건축허가 신청시 합의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건축주는 관로수송시스템의 관로시설이 최단거리가 되도록 분기관로
경로 및 투입구의 위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⑤ 공공시설(관공서, 업무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복합
커뮤니티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은 분양필지 건축주가 생활폐기
물의 처리를 위한 투입시설 및 이에 부대되는 관로를 건축허가신청서
의 건축계획에 반영하고 투입시설 및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적정 규모 이하일 경우 시행자 또는 관로수송시
스템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인접한 건축주간 서면 합의한 경우 통합
설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23.>

제 2 조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세지침)
① 투입구 설치는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옥외 투입구는 80~120세대 또는 생활폐기물 투입구까지 거리가 60m
마다 투입구 1세트를 추가하도록 한다.
③ 투입구와 공기흡입구는 가급적 건물의 전면을 피하고 측면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투입구와 공기흡입구 색채는 분양필지 내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⑤ 투입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한다.

제 3 조 (획지형 단독주택 상세지침)
① 시행자가 투입 및 관로시설을 일괄적으로 설치한다. 이때, 블록형 단
독주택용지는 제외한다.
② 투입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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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상업용지, 산업시설, 산학협력시설 상세지침)
① 주변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자가 투입 및 관로시설을
일괄적으로 설치한다.
② 투입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구분한다.

제 5 조 (공공시설 상세지침)
① 공공시설에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쓰레기 투입구는 벽부형 투입구를 설
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공공시설 건축주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관로수송시스템의 적용을 위
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분양필지 내 관로, 투입구,
공기 흡입밸브 위치 및 수량의 적정규모를 시행자 또는 관로수송시스
템 관리자와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을 사전 반영하고 건축허가 신청시
합의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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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1 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삭제 2018. 8. 29.>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2 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준하여 준공 후에도 동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3 조 (건축계획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중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심의
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시
2.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제 3 조의 1 (경관심의)

<신설 2017.12.22.>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중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경관심의
도서를 허가(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신청서
2. 경관 심의 도서(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포함)
3. 경관체크리스트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체크리스트 및 이를 입증하는 도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은 군 경관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③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은 「내포신도시 가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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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특별계획구역 운용방안)
①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제3편 제2장(특별계획
구역별 지침)에서 결정된 해당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승인된 개발계획의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중저층 배치구간에 관한 경과조치)<신설 2017.12.22.>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또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고시 제
2016-391호에 따른 제2편제2장제7조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침에
따라 배치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에는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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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단독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예외로 한다.
②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필지 합병의 경우
에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 2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단독주택용지의 용도는 다음에서 열거한 용도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6.11.22.>
1. RD(일반단독)
이주자택지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점포주택
협의양도인택지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일부 점포주택
2. RB1~5,7,8(블록형단독)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
3층 이하의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단독형 집합주택
3. RB6(블록형단독)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 3층 이하의 공동주택(기
숙사 제외), 단독형 집학주택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부대시설

② 점포주택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③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한 다음의 용
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아목 내지 하목

④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각 용지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는 <표Ⅱ-1-1>에 의하며, 필지
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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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개정 2013.4.30.>

택지용도
단독주택
용 지

도면표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RD 2, 3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RD 1, 4~7

60이하

100이하

2층이하

RB 1~8

50이하

100이하

3층이하

비고
이주자택지
(점포주택가능)

협의양도인택지
(일부 점포주택가능)

블록형단독

주1) 협의양도인택지내 점포주택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도로변에 한해 일부 허용함
- (RD 1-⑳-9~12, RD 4-⑯-1~2 / ⑱-1~4, RD 6-⑥-1~3 / ⑧-1~5, RD 7-⑰-1~5)
주2)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높이(층)는 필로티 구조를 포함함
주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점포주택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절대+상대)은 불허용도임.

제 3 조 (가구수)
① 1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단위로서 단독주
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RD(일반단독)
이주자택지 : 3가구 이하(단, 순수 주거용 건축물은 5가구까지 허용)
협의양도인택지 : 2가구 이하
2. RB(블록형단독)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사항 >에 별도 지정

② 필지 합병의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필지당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초
과할 수 없다.
<그림 Ⅱ-1-1> 단독주택용지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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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 4 조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

제 5 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
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③ 근린생활시설의 1층 층고는 4.5미터 이내로 한다.

제 6 조 (1층 바닥높이 등)
<그림Ⅱ-1-2> 건물 1층의 바닥높이 적용 예시도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면도로와의 차이를 15㎝ 이내로 하되, 무장애공간으로 조성하
는 것을 권장한다. 단 1층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2.>

제 7 조 (지붕 및 옥탑 등)
<그림Ⅱ-1-3> 단독주택 지붕조성 예시도

①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3.5m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평지붕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
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 형성에 일조
하여야 한다.
3.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은 설치할 수 없다.

③ 경사지붕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
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3. 가로와 평행하는 경사방향은 가급적 지양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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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담장 및 대문)
①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문은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색채 및 옥외광고물)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블록
별 지붕의 색채 및 재료를 통일하여 블록별 특성과 동질감을 부여하는
디자인요소로 활용한다.
②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4편의 제8장(색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③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제4편의 제14장(옥외광고물)’의 기준
을 따른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전면공지)
①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1.“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
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
공지를 말한다.
2.“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
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
지를 말한다.

②“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
지한다. 다만, 이주자택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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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
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
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
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그림Ⅱ-1-4> 주차출입구 예시도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 11 조 (대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계가 높은 도로변, 가
구의 단변, 도로의 가각구간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차량출입구는 인접필지와의 공동출입구설치를 권장한다.
③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제1편 제1장 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6.11.22.>

제 12 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① 단독주택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군 주차장설치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계
획하여야 한다.
② 다가구 주택의 주차대수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과 「군 주차장설치
<그림Ⅱ-1-5> 전면주차 예시도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점포주택의 주차대수는 상기기준에 의해 산정된 주거용도 주차대수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법정주차대수를 합한 주차대수에 1대를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①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
<그림Ⅱ-1-6> 측면주차 예시도

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
주하며 주차형식은 직각주차로 하여야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
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③ 협의양도인택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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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

제 14 조 (신재생에너지
․
활용)
신재생에너지
․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0조(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시설)를 따른다.

제 15 조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2조(생태면적률)를 따른다.

제 16 조 (친환경관리구역)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블록은 제1편 제2장 제13조(친환경관리구
역)를 따른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사항 >

제 17 조 (배치원칙)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하여 계획조성되어야
․
한다. <개정 2015.12.29.>
② 지나친 옹벽발생 및 과도한 토공사 발생을 억제시키는 차원에서 원형지 형태의
공급을 통한 건축배치를 위해 주변 자연환경 활용, 다단식 레벨계획, 입체
적 건축계획 등 사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택을 건설하고자하는 자는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 전체필지에 대한 주택배
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18 조 (용도, 밀도, 층수, 세대수)
①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3층 이하의 공동주
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단독형 집합주택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입지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밀도(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에 관한 사항은 <표Ⅱ-1-2>을 준용한다.
③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는 <표Ⅱ-1-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당초 부지별 계획세대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
의 승인)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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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2> 블록형 단독주택의 규모, 세대수 <개정 2016.11.22., 2018.8.29.>
블록명

규모유형
합 계

대지면적(㎡)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공급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층)

254,468.0

780

1,869

-

-

-

비고

-

RB 1

660㎡이하

19,398.0

58

139

330

50

100

3

RB 2

660㎡이하

10,936.0

33

79

330

50

100

3

RB 3

660㎡이하

16,933.0

51

122

330

50

100

3

RB 4

660㎡이하

8,726.0

26

62

330

50

100

3

RB 5

660㎡이하

36,277.0

109

262

330

50

100

3

RB 6

660㎡이하

68,586.0

220

526

312

50

100

3

RB 7

660㎡이하

47,899.0

145

348

330

50

100

3

RB 8

660㎡이하

45,713.0

138

331

330

50

100

3

※ 허용세대수는 수용세대의 10% 범위내에서 증․감 가능하고, 공급면적은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 산정을 위한 개략적 내용으로
향후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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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동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경우와 주택법
제2조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
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9.>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①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한하며, 블
록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용도표시는 RL, RM,
RH로 구분한다.(<표Ⅱ-2-1> 참조)
②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
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표Ⅱ-2-1>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개정 2014.10.24.>
구분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건축물
용도

RL, RM, RH

허용용도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RL 1, RL 3~7, RM 1~14, RH 1~12

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절대+상대)은 불허용도임.

제 3 조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①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표Ⅱ-2-2>에 규정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주택유형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이 가능하며, 이 경
우 조정되는 세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용인구는 당초 인구수용계획의 10%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2-2>에 규정
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시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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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2> 1.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분양형태
<개정 2013.4.30., 2013.12.27., 2014.10.24., 2015.4.30., 2015.8.5., 2015.12.29., 2016.11.22., 2018.8.29.>
블록구분

합

유형

계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공급면적(㎡)

최고/ 평균
층수(층)

건폐율(%) 용적률(%) 공급유형

2,126,579.3

36,808

87,217

-

-

-

-

2.4인/세대

RL 1

85㎡초과

79,776.0

517

1,241

185

7

40

120

분양

RL 3

60~85㎡이하

21,397.4

223

535

115

7

40

120

분양

RL 4

60~85㎡이하

31,576.8

329

789

115

7

40

120

분양

계

37,855.5

497

1,193

-

60㎡이하

30,284.0

418

1,003

87

7

40

120

임대

60~85㎡이하

7,571.5

79

190

115

RL 6

60~85㎡이하

29,320.0

305

732

115

7

40

120

분양

RL 7

85㎡초과

50,953.4

408

979

150

7

40

120

분양

91,771.0

1,392

3,341

-

60~85㎡이하

59,777.0

987

2,369

115

20 / 17

40

190

분양

85㎡초과

31,994.0

405

972

150

RM 2

60~85㎡이하

67,879.0

1,062

2,549

115

20 / 17

40

180

분양

RM 3

60~85㎡이하

36,757.0

607

1,457

115

20 / 17

40

190

분양

RM 4

60~85㎡이하

54,654.0

902

2,164

115

20 / 17

40

190

분양

RM 5

60㎡이하

46,987.0

864

2,074

87

20 / 17

40

160

분양

RM 6

60㎡이하

29,839.0

855

2,052

56

20 / 17

40

160

임대

RM 7

60~85㎡이하

103,399.4

1,709

4,100

115

20 / 17

40

190

분양

74,446.1

1,113

2,671

-

60~85㎡이하

44,470.1

734

1,762

115

20 / 17

40

190

분양

85㎡초과

29,976.0

379

909

150

60~85㎡이하

50,490.7

790

1,896

115

20 / 17

40

180

분양

106,592.0

1,596

3,831

-

60~85㎡이하

63,955.0

1,056

2,536

115

20 / 17

40

190

분양

85㎡초과

42,637.0

540

1,295

150

소
RL 5

소
RM 1

소
RM 8

RM 9

소
RM 10

계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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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RM 11

60~85㎡이하

54,497.8

853

2,047

115

20 / 17

40

180

분양

RM 12

60~85㎡이하

56,568.2

885

2,124

115

20 / 17

40

180

분양

RM 13

60㎡이하

68,271.0

1,255

3,012

87

20 / 17

40

160

임대

RM 14

60~85㎡이하

89,232.7

1,474

3,537

115

20 / 17

40

190

분양

RH 1

60~85㎡이하

71,293.0

1,394

3,346

115

30 / 22

40

225

분양

RH 2

60~85㎡이하

97,135.0

1,900

4,560

115

30 / 22

40

225

분양

RH 3

60~85㎡이하

54,658.4

1,069

2,566

115

30 / 22

40

225

분양

94,016.0

1,657

3,976

-

60~85㎡이하

53,925.0

1,056

2,534

115

30 / 22

40

225

분양

85㎡초과

40,091.0

601

1,442

150

RH 5

60~85㎡이하

131,469.1

2,572

6,173

115

30 / 22

40

225

분양

RH 6

60~85㎡이하

42,530.0

832

1,997

115

30 / 22

40

225

분양

108,764.8

2,127

5,105

-

-

-

-

-

81,128.0

1,587

3,809
115

30/22

40

225

소
RH 4

소

계

계

RH 7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공급면적(㎡)

최고/ 평균
층수(층)

블록구분

60~85㎡이하
27,636.8

540

1,296

건폐율(%) 용적률(%) 공급유형

임대
분양

RH 8

60~85㎡이하

46,377.9

907

2,177

115

30 / 22

40

225

분양

RH 9

60~85㎡이하

64,423.1

1,260

3,024

115

30 / 22

40

225

분양

계

104,389.0

2,596

5,110

-

-

-

-

60㎡이하

52,128.0

1,400

2,240

45

60㎡이하

52,261.0

1,196

2,870

63

60㎡이하

35,787.0

822

1,973

87

30 / 22

40

200

소

계

93,472.0

2,036

4,886

-

-

-

-

60㎡이하

56,083.0

1,354

3,249

87
30 / 22

40

210

소
RH 10

행복주택
30 / 22

RH 11

RH 12

60～85㎡이하

37,389.0

682

1,637

40

160
임대
임대

임대

115

주1) 용적률은 부대시설이 포함된 것임, 임대라 함은 국민임대 또는 일반(공공, 민간)임대를 통칭함.
2) 혼합유형 공동주택용지를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해당블록 총 세대수내에서 혼합 또는 단일유형으로 각
각 구분하여 주택계획수립이 가능함 (표Ⅱ-2-2,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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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2> 2.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혼합유형 및 단일유형 공동주택계획(안) 예시 <개정 2013.4.30., 2013.12.27., 2015.12.29. 2016.11.22.>
혼합유형
블록명
RM 1

유형
소

단일유형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계
계

91,771.0

1,392

3,341

59,777.0

907

2,177

60~85㎡이하 38,937.0
85㎡초과
20,840.0

643
264

1,543

31,994.0

485

1,164

RM 1-2 60~85㎡이하 20,840.0

344

826

11,154.0

141

338

RM 1-1

계
85㎡초과
RM 8

소

계

74,446.1

1,113

2,671

665

1,597

RM 8-1 60~85㎡이하 26,560.2

438

1,052

85㎡초과
계

17,904.0
29,981.9

227
448

545
1,074

17,909.9

296

710

RM 8-2 60~85㎡이하
85㎡초과

12,072.0

152

364

소

94,016.0

1,657

3,976

53,976.1

951

2,282

30,959.1

606

1,454

23,017.0

345

828

계
40,039.9
RH 4-2 60~85㎡이하 22,965.9

706
450

1,694
1,080

RH 4

계
계

RH 4-1 60~85㎡이하
85㎡초과

RM 1

유형
소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계

91,771.0

1,392

3,341

RM 1-1 60~85㎡이하 59,777.0

987

2,369

RM 1-2

85㎡초과

31,994.0

405

972

RM 8

소

74,446.1

1,113

2,671

RM 8-1 60~85㎡이하 44,464.2

734

1,762

RM 8-2

85㎡초과

29,981.9

379

909

RH 4

소

94,016.0

1,657

3,976

RH 4-1 60~85㎡이하 53,976.1

1,056

2,534

601

1,442

634

44,464.2

계

블록명

RH 4-2

계

계

85㎡초과

40,039.9

85㎡초과
17,074.0
256
614
주) 공급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공급유형은 <표Ⅱ-2-2>를 따름
<표Ⅱ-2-2> 3. 대지분할가능선이 계획된 단일유형 공동주택계획(안) 예시 <개정 2015.12.29., 2016.11.22., 2018.8.29.>
혼합유형
블록명
RM 7
RM 7-1
RM 7-2
RM 14

유형
소

계

60～85㎡이하
소

계

RM 14-1

면적(㎡)

단일유형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103,399.4

1,709

4,100

RH 2

54,027.1

892

2,140

RH 2-1

49,372.3

817

1,960

RH 2-2

89,232.7

1,474

3,537

RH 5

47,101.8

777

1,864

42,130.9

697

1,673

104,389.0

2,596

5,110

52,128.0

1,400

2,240

52,261.0

1,196

2,870

60～85㎡이하
RM 14-2
RH 10
RH 10-1
RH 10-2

소

계

60㎡이하

블록명

유형
소

면적(㎡)

계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97,135.0

1,900

4,560

58,495.0

1,144

2,746

38,640.0

756

1,814

131,469.1

2,572

6,173

RH 5-1

43,168.8

844

2,026

RH 5-2 60～85㎡이하

45,377.3

888

2,131

RH 5-3

42,923.0

840

2,016

60~85㎡이하
소

계

주) 공급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공급유형은 <표Ⅱ-2-2>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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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주택의 유형과 용적률, 층
수 및 친환경계획 관련규제 등에 대한 지침 내용은 <그림Ⅱ-2-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그림Ⅱ-2-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RL 1

단지번호
용도

최고층수

건폐율
(주택유형)

용적률

RL
a (60㎡이하)
〓 b (60㎡초과~85㎡이하)
c (85㎡초과)

생태면적률 친환경관리구역

생태 50%

18
190%이하

-

바/에

단지번호 :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번호
용도 : RL용도의 공동주택용지
주택유형(c) : 85㎡초과의 공동주택
최고층수 : 18층 이하
용적률 : 190% 이하
생태면적률 : 50%이상
친환경관리구역 : 바람통로, 신재생
․
에너지활용구역

<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

제 4 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①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
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부대복리시
설 배치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구간 내 부대복리시설을 3분
의 2이상 배치를 권장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2.>
②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
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간의 거리를 250m이상 확보 할 수 있는 블럭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
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가 커뮤니티가로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가로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
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단지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한하
며, 두 용도를 복합설치시 유치원을 전체연면적의 50%이상 확보하여
야 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⑤ 커뮤니티가로와 연접한 공동주택단지는 커뮤니티가로변 학교와 인접하
여 복리시설배치를 권장하고, 공공보행통로나 단지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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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영유아 어린이집)

<개정 2016.11.22.>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상시 21인 이상(500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어린이집을 설치하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개정 2015.12.29.>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 6 조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
①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중저층 배치구간, 연도형 배치구간, 직각 배
치구간)에 주동(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최초 2호를 기준으로 한다.)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5.>
<그림Ⅱ-2-2> 중저층 배치구간 적용 예시도

제 7 조 (중저층 배치구간)
① 중저층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
정도를 따른다.
② 중저층 배치구간에는 제한층수이하(중층아파트단지 12~15층, 고층아
파트단지 15~18층)로 건축하여야한다.
③ 배치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해당 주동은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
라야 한다. <개정 2016.11.22>

제 8 조 (연도형 배치구간)
① 연도형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결
정도를 따른다.
② 연도형 아파트의 주동은 4호 연립이하, 50m미만으로 분절하고, 층수는
7층 이하로 계획한다. 단, 주거동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커뮤니티
가로에 면하여 배치를 권장하고,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우선 배치하
여야 한다. <개정 2015.8.5.>
③ 연도형 아파트의 주동조합형식은 도로변에 직각 또는 연접하여 지정된
층수이하의 판상형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동과 부대복
리시설 분리 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리하여 배
치할 수 있다. 이 경우 1층 벽면지정선 뒤에 첫 열로 배치되는 주거동
전체 동수의 60% 이상이 연도형 배치구간에 걸쳐야 하며, 연도형 아
파트와 동등한 효과의 개방감을 갖는 높이(11층) 이하로 해야 한다.
<개정 2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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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탑상형 배치블록)
① 탑상형 배치블록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② 탑상형 배치블록에는 탑상형이 아닌 아파트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이때, 탑상형 아파트는 양호한 조망, 외부공간으로 통경축 확보를 위
해 해당단지 전체 세대수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탑상형 아파트의 주동은 중층아파트단지 17층 이상, 고층아파트단지
22층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그림Ⅱ-2-3> 정방형(원형) 예시도
30°이내

30°이내

제 10 조 (직각 배치구간)
① 직각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② 지역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토록 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 직각 배치구간 을 지정한다.
③ 건축물의 각 동은 대지경계선과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④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 30° 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Ⅱ-2-4> 판상형 예시도
30°이내

2. 원형 또는 정방형 :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 (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

30°이내

방향에 대해 ± 30°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건축선에 관한 사항 >

제 11 조 (건축한계선)
①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중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
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녹지변에는 쾌
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조성, 모퉁이변에는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단, 결정도에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6m이상 이격하여야한다.
③ 공동주택용지 내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해 대지를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
는 대지외곽 경계변의 건축한계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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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1층 벽면지정선)
① 도로변으로부터의 접근성 증대와 가로환경 활성화, 정연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커뮤니티가로변에 1층 벽면지정선을 지정하여 근린생활
시설 또는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서의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주민공동시설, 문고, 관리사무소 등을 말하며, 당해 시설의 1층에
만 벽면지정선이 적용된다.
③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에 관한 사항 >

제 13 조 (주거동의 길이제한 및 층수변화)
①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카이라인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 층의
호수 및 길이(이하 ‘주거동의 길이’라 한다.)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15층 이하의 주거동은 80m이하로 하고, 16층 이상 주거동은 4호 연
립이하 또는 60m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②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는 5개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주거동의 입면적)
①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가 되도록 건축
하여야 한다.
② 입면적 산정은 다음의 산식을 따르며,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
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 산정방식 : 입면적(A) = 높이(H) × 벽면의 직선거리(D)
<그림Ⅱ-2-5> 공동주택 주거동의 입면적 산정 예시도

Y자형

타워형

ㄷ 자형

ㄱ 자형

일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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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입면차폐도)

<그림Ⅱ-2-6> 16층 이상일 경우
입면구분 예시

<삭제 2015. 8 .5.>

제 16 조 (입면의 구성)
①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
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입면
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거동의 입면은 최상층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 기준층부(최상
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
내)로 구분하여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주거동 입면변화의 기준은 <표Ⅱ-2-3>을 따르고, 계획의 창의성이
나 경관의 우수성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표Ⅱ-2-3>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5층~8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7층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제 16조의 1 (주거동의 측벽)
① 건물 측벽 상단에는 마을명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 건설업체의 브랜드
명(건설업체명 표기 금지), 주거동 호수 순으로 표기한다.(단, 마을명
및 브랜드명 단독 표기는 금지하며,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마을명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7.12.22.>
② 공동주택 마을명과 브랜드명은 주요 도로변이나 교차점, 단지 주출입
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명기하되, 주요 도로변에서의 경관을 고려
하여 연속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한다.
③ 공동주택 마을명 및 브랜드명, 동호수 표기는 다음 <표 Ⅱ-2-4>에 따
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의 주거동의 측벽 디자인 표기 또는 조정이 필요
한 사항은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
다.<신설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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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7> 공동주택 마을명 및
브랜드명, 동호수 표기 예시도
<개정 2017.12.22.>

<표Ⅱ-2-4> 공동주택 마을명 및 브랜드명, 동호수 표기 가이드라인

구분
표기 방식
표기
위치

(15층 이상일 경우)

15층 미만

내용
- 표기는 가로표기를 원칙으로 함
- 표기되는 건축벽면 폭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함
- 최상위 층으로부터 2층에 표기

15층 이상 ~ 20층 미만

- 최상위 층으로부터 3층에 표기

20층 이상

- 최상위 층으로부터 4층에 표기

글자 높이

- 1,200㎜ 이상 1,300㎜ 이하

마 규
을 격
명

글자 자간

- 0%

글자 장평

- 95%~100%

서
체

국문·한문

브 표기
랜 위치
드
명 규
격

글자 폭
영문

- 마을명이 표기되는 건축벽면의 7/10 이내
- 윤고딕 140(권장)
- Frutiger Bold(권장)

색채

- 명도 5이하, 채도 8이하(색상제한 없음)

15층 미만

- 마을명 아래 1개층 이내에 표기

15층 이상 ~ 20층 미만

- 마을명 아래 1개층 이내에 표기

20층 이상

- 마을명 아래 1개층 이내에 표기

글자(심벌 및 로고) 높이
글자 폭

- 1,300㎜ 이하
- 마을명이 표기되는 건축벽면의 7/10 이내

마을명 및 브랜드명이
- 마을명 및 브랜드명 아래 1개층 이내에 표기
표기되어 있는 경우

(15층 미만일 경우)

표 상
15층 이하 - 최상위 층으로부터 3층에 표기
기 단 마을명이 표기
되지 않은 경우 15층 이상 - 최상위 층으로부터 4층에 표기
위
치 하
15층 이상
- 석재 등 기단부 위 또는 4층
동
단
15층 이하
- 석재 등 기단부 위 또는 4층에 표기하거나 생략가능
호
글자 높이
- 1,100㎜ 이상 1,200㎜ 이하
수
글자 자간
- 0%
규
격
글자 장평
- 95%~100%
글자 폭

(7층 이하일 경우)
<그림Ⅱ-2-8> 필로티 구조 예시

- 마을명이 표기되는 건축벽면의 7/10 이내

서체

- 윤고딕 140 또는 Frutiger Bold(권장)

색채

- 명도 5이하, 채도 8이하(색상제한 없음)

제 17 조 (필로티)
① 단지내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필로티 구조’를 권장한다.
②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벽면
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
로 된 것을 말하고, 조성 기준은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4.5미터 또는
2개층’이상이며, ‘폭10미터 또는 주거동 1호 너비’이상이어야 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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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융통형 구조)
① 향후의 생활여건변화, 주민의 다양한 거주환경요구증가에 따라 기존주
택의 개선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의 도입을 권장한다.
② 융통형 구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
2.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3.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
4.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제 19 조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① 지붕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가능하도록 하되 비상시 최상층 또
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되(물매 1:3이
상),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③ 옥탑은 슬라브형의 지붕형태를 지양하여 아치형이나 돔형등으로 건물
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림Ⅱ-2-9> 지붕의 형태 예시

제 20 조 (담장, 계단 등)
<그림Ⅱ-2-10> 투시형 안전사고 방지지설
설치 예시도

①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의 생울타리로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
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생울
타리 안쪽으로 투시형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5.8.5.>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해 담장설치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는 담
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생울타리를 둘 수 있다.
③ 대지분할가능선 변의 담장설치불허구간은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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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제 21 조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등)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제4
편의 제8장(색채경관), 제9장(야간경관), 제14장(옥외광고물)’의 기준
을 따른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그림Ⅱ-2-11> 통경구간 예시

제 22 조 (통경구간)
① 통경구간의 폭은 20m로 지정한다.
②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배치상 부득이
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
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미터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
경할 수 있다.
③ 통경구간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
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은 통
경구간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
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④ 통경구간내에는 폭원 6미터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한다.

제 23 조 (공공조경)
① 결정도상에 건축선의 지정으로 인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
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는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
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표Ⅱ-2-5>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 상록비율
(본/㎡)
(%)

교목
상록수
(줄기가 굵고 곧으며, 0.3본 이상
20%
높이자라는 나무)
관목
(줄기와 가지의
2본 이상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②“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
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2.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
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
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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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12>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공공조경 예시도

다.)은 설치할 수 있다.
3. 식재는 <표Ⅱ-2-5>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
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③ 아파트단지 가각부에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개념으

완충녹지

로 조성하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곡선가각부는 가각이 끝나는 지점과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에 공공조
경을 확보하고, 직선가각부는 건축한계선 가각의 길이를 10m 이상 확
보하도록 한다.
⑤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공공조경 공간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
27조의 2 규정과 「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경기준 및 조명시
설,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
도블럭 등의 포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의
완충녹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4 조 (공개공지)
①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으
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나.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과 「군 건축조례」의 규정
에 따라 조경기준 및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식
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
는 안내표지판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Ⅱ-2-6> 차폐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관목
(줄기와 가지의

식재밀도
(본/㎡)

비고

0.3본
이상

성목위주
의 식재

3본
이상

계절감
부여를

제 25 조 (차폐조경)
① 결정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곳에는 소음방지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차폐조경을 설치한다.
② 차폐조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지표면에서 지피식물이나 잔디를 식재하고, 교목의 하부에 관목류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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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위한
식재계획

관목류를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한다.
2. 식재는 <표Ⅱ-2-6>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수종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녹지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 지엽(枝葉)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을 말한다.)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차폐조경의 면적은 전부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 보행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

제 26 조 (공공보행통로)
① 단지내 공공보행통로출입구와 상호 연계하여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는
폭6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보행통로출입구는 공원내 보행
로 및 인근단지의 공공보행통로출입구와 일치시켜야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
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16.11.22.>
1. 공공보행통로와 단지내 도로가 교차하는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2.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단, 보행의
쾌적성을 위한 조경시설물은 가능하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3.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 및 자전거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보행통로의 친환경적인 조성을 위해 제1편 제2장 제7조(공공보행통로)를
따른다. 단, 통로 중 건축물 필로티구간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설치를 권장한다.
④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2m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대지분할가능선에 계획된 공공보행통로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적
용한다. 단, 공공보행통로 출입구 계획은 분할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함

제 27 조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와 연계하여 설치되는 단지내 보행로는 개별단지 안
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단지내 보행로와 단지내 도로가 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2. 단지내 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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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내 보행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
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단지내보행로는 결정도상 표시된 연결부의 위치를 준수토록 하며, 단지
내부 동선경로는 단지배치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보행로의 형태는
폭 3m이상의 부드러운 자유곡선의 선형을 권장한다. 단 주변의 개발여
건이나 단지계획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 차량 진 ․ 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 28 조 (단지내 차량출입)
<그림Ⅱ-2-13> 단지내 차량진출입
차단시설 설치예시도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허구
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녹지에 차량출입을 허용한 구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③ 두 개의 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T자형
교차로를 원칙으로 하되, 50m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십자형교차로로 한다.
④ 진입차량의 대기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초소 또는
차량진출입 통제장치는 차도에서 15m이상 후퇴하여 설치한다. 단,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또는 대지의 형상 등에 의해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공동주택 진출입구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⑥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제1편 제1장 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6.11.22.>

제 29 조 (단지내 차량동선)
①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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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단, 유치원시설의 경우는 제외)
③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
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제 30 조 (주차장의 설치)
①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시설은 군의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90%이상 지하주차
장 설치(구릉지의 경우 Deck 주차장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
㎡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30%이하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③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④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직접 연결하는 승강기 또는 지하주차장과 옥외공
간이 직접 연결되는 승강기 및 경사로의 설치를 권장한다.
<표Ⅱ-2-7> 자전거보관소의 1개소당
설치규모

구
주

분

보관가능대수

동

주동세대수당
0.3대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및
옥외운동시설

30대
15대
10대

제 31 조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①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주동,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
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당 <표Ⅱ-2-7>에서 정한 기준 이상
으로 설치한다.

②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제 32 조 (신재생에너지
․
활용)
신재생에너지
․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0조(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시설)를 따른다.

제 33 조 (생태면적률 등)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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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 및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
장 제12조(생태면적률)를 따른다.

제 34 조 (친환경관리구역)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블록은 제1편 제2장 제13조(친환경관리구
역)를 따른다.

제 35 조 (우수활용시설)
공동주택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3조(우수
의 재활용)의 기준을 따른다.

제 36 조 (단지내 실개천)
공동주택용지내 단지내 수공간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2조(실개
천 조성)의 기준을 따른다.

제 37 조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
도록 ‘제1편 제2장 제9조의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 38 조 (단지내 조경)
①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린이 놀
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보행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②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
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면적 85㎡ 이하 부분 : 40% 이상(단, 60㎡ 이하 부분은 30% 이상)
2. 전용면적 85㎡ 초과 부분 : 50% 이상
3. 평형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
한다.
④ 단지내 녹지는 인근 공원 및 녹지를 고려하여 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아파트 1층의 주개구부 전면에 발코니 외벽으로부터 폭 2.0m 이상 되
는 앞마당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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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이 : 출입구를 제외한 아파트 1동의 전면 길이로 한다.
2. 식재 : 앞마당의 외곽경계부에는 높이 1.0m 이상 1.5m 이하의 관목을
밀식하고 1층 세대간 경계선의 연장선에도 위와 같은 식재를 한다.
3. 출구 : 1층 세대의 발코니에는 앞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설치한다.

⑥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한다.
2.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3.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
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4.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5.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⑦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1.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
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2.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3.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
수로 식재한다.

⑧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
적인 사항은 건축심의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39 조 (단지내 도로포장)
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②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한다.

제 40 조 (단지내 보도포장)
①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②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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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상복합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주상복합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
병할 수 없다. 다만,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
라 분할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및 주거용도의 주택유형 지정)
① 건축물 용도는 근린상업지역내 설치 가능한 용도로 계획하며, 세부기준
은 <표Ⅱ-3-1>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90%미만으로 한다.
2. 유흥 및 위락기능은 불허용도로 한다.

② 주거 외 시설은 지상3층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2층까지 설치를
권장한다.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은 예외
로 한다.)
③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 계단 등을 주거외 다
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표Ⅱ-3-1>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개정 2016.11.22.>

구

분

주상복합용지

기본방향

상업 및 업무 지원강화, 도심공동화방지

도면표시

RC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해당블록

∙ 주거 외 시설 (3층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실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제외)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RC 1, 2, 3

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절대+상대)은
불허용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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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 3 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①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표Ⅱ-3-2>에 규정된 주택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블록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은 근린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블록별로 <표Ⅱ-3-2>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시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
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 상업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산업 및 산학협력시
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표Ⅱ-3-2> 주상복합용지의 주택 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개정 2015.12.29.>

블록
번호

주택유형
(㎡)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공급
면적

최고
층수

130,341.3

3,014

7,233

-

-

-

-

소 계

61,174.3

1,142

2,740

-

60~85㎡이하

24,470.0

531

1,274

115

25

60

400%
(주거 : 250%)

85㎡초과

36,704.3

611

1,466

150

소 계

43,934.0

821

1,971

-

60~85㎡이하

17,574.0

382

917

115

25

60

400%
(주거 : 250%)

85㎡초과

26,360.0

439

1,054

150

60㎡이하

25,233.0

1,051

2,522

60

25

60

400%
(주거 : 250%)

계

RC 1

RC 2

RC 3

건폐율
전체용적률
(%) (주거부문용적률)

비고
2.4/세대

④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주택의 유형과 용적률, 층수 등에 대
한 지침 내용은 <그림Ⅱ-3-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그림Ⅱ-3-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RC1

단지번호
용도

최고층수

RC

25

건폐율

전체용적률

60%이하

400%이하
(250%이하)

〓
주택유형

주거용적률

a (60㎡이하)
b (60㎡초과~85㎡이하)
c (85㎡초과)

생태면적률

친환경관리구역

생태 20%

-

단지번호 : 주상복합용지의 블록번호
용도 : RC용도의 주상복합용지
주택유형(C) = 85㎡초과의 공동주택
건폐율 : 60%이하
최고층수 : 최고층수 25층 이하
전체용적률 : 총 400%이하
주거용적률 : 250%이하
생태면적률 :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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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 4 조 (건축물의 배치)
① 주상복합용지내 각 블록별 건축한계선은 인접필지 경계선으로부터 6m
로 지정하고, 간선도로변에는 건축지정선을 6m로 지정한다.
② 간선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도에서 지정된 해당
필지의 건축지정선 길이에 전면부의 외벽면이 3분의 2이상 접하여야
한다.
③ 결정도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
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인근 대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변지역의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
2.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주거와 주거외 시설은 별동으로 분리가능하며, 별동으로 분리할 경우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9.>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제 5 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① 주거동의 입면은 최상층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 기준층부(최상
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
내)로 구분하여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
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주거동 입면변화의 기준은 <표Ⅱ-3-3>을 따르고, 계획의 창의성이나
경관의 우수성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표Ⅱ-3-3>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5층~8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7층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③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타워형)을 권장하며, 입면적은 3,500㎡이하,
탑상형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이하로 한다.
④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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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토록 한다.
⑤ 주거동의 지붕 및 옥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지붕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가능하도록 하되 비상시 최상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되(물매 1:3이상),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3. 옥탑은 슬라브형의 지붕형태를 지양하여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Ⅱ-3-2> 지붕의 형태 예시

⑥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제4편의 제8장
(색채경관), 제9장(야간경관), 제14장(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⑦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
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주거와 주거외 시설을 별동으
로 분리할 경우 주거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12.29.>
⑧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의 생울타리로 하며,
간선가로변에는 설치 할 수 없다.
⑨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주상복합용지 주거동의 형태 및
외관(색채에 관한 사항 제외)은 ‘제2편 제2장(공동주택용지)’의 규
정을 따른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6 조 (전면공지)
①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
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
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1.“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2.“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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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통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
3.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
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
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
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제 7 조 (공개공지)
①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
여야 한다.
나.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단, 공개공
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과 「군 건축조례」
의 규정에 따라 조경기준 및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개공지 위치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
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쌈지공원)
① 주요도로 및 가각부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쌈지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도상에 지정된 쌈지공원은 해당용지내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
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소별 최소면적은 25㎡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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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

제 9 조 (공공보행통로)
① 단지내 공공보행통로출입구와 상호 연계하여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는
폭6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보행통로출입구는 공원내 보행
로 및 인근단지의 공공보행통로출입구와 일치시켜야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
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16.11.22.>
1. 공공보행통로와 단지내 도로가 교차하는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2.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단, 보행의
쾌적성을 위한 조경시설물은 가능하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3.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 및 자전거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보행통로의 친환경적인 조성을 위해 제1편 제2장 제7조(공공보행통로)를
따른다. 단, 통로 중 건축물 필로티구간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설치를 권장한다.
④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2m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단지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
터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
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③ 진출입구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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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5미터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제1편 제1장 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6.11.22.>

제 11 조 (단지내 차량동선)
①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
여야 한다.
②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 12 조 (주차장의 설치)
① 모든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관련법령, 군 주차장 설치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와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 설치기
준’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표Ⅱ-3-4> 참조).
<표Ⅱ-3-4> 주상복합용지 주차장 설치기준

주택규모별(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

주거용도부분 (85㎡초과)

교통영향평가에서 규정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 이상을 설치

주택이외의 시설

군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② 주상복합용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
거이외 용도의 법정주차대수는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 13 조 (건축물의 기타에 관한 사항)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2편 제2장
의 공동주택용지’의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
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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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상업･업무시설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분할계획서를 작
성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할
수 있다.
②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필지 합병으로 대
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중심상업용지 및 비즈니스파크는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 셋 이상의 필지도 합병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도시미관에 장애가 없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장벽형성, 부분 고층화로
인한 주변지역에 경관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2. 합병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교통에 혼란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용도의 과밀화로 토지이용의 혼잡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①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
축법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세부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표Ⅱ-4-1>, <표Ⅱ-4-2>에서 규정하는 용도로 한다.
② 각 획지별 건축물 용도제한은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 <표Ⅱ-4-1>’,
및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표Ⅱ-4-2>’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며,「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
③ 필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생태적 지구단위계
획 규제내용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그림Ⅱ-4-1>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Ⅱ-4-1> 상업･업무시설용지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중상1

블록번호
용도

최고층수/최저층수

건폐율

용적률

생태면적률

친환경관리구역

〓

C

7/3

80%이하

500%이하

생태 40%

열

-

블록번호 : 중심상업블록
용도 : 용도표의 C의 허용용도
최고층수 : 7층 이하
최저층수 : 3층 이상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생태면적률 : 40%이상
친환경관리구역 : 열환경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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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용지의 분류는 <표Ⅱ-4-1>, <표Ⅱ-4-2>에서 지정된 중심상업용지
(C1~C4), 근린상업용지(C5~C10), 업무시설용지(공청 1~5, 업무 1~7)
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24.>
<표Ⅱ-4-1>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 <개정 2016.11.22.>

중심상업용지(C1~C4)
구

주거업무시설군

근린생활시설 및
영업시설군

분

파워센터

근린상업용지(C5~C10)

간선도로변 집산·국지도로변

집산·국지도로변

단독주택

X

X

X

X

X

공동주택

X

X

X

X

X

업무시설

○

○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

○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4)

△5)

△6)

△6)

판매시설
운동시설

○
△8)

○
△8)

○
△8)

△7)
△8)

△7)
△8)

숙박시설

○

X

○

X

X

X

△

△

△

△9)

교육 및

교육연구시설

△10)

△10)

△10)

△11)

△11)

복지시설군

노유자시설

X

X

X

○

○

△

△

△

△12)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종교시설

X

X

X

X

X

△

X

X

○

X

X

위락시설

X
15)

△

○
15)

14)

△

△

△

△15)

발전시설

X

X

X

X

X

운수시설

○

X

X

X

X

창고시설

X

X

X

X

X

공장

X

X

X

X

X

16)

15)

12)

△

방송통신시설

산업 등 시설군

△

13)

12)

9)

X

13)

12)

9)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9)

1)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군

15)

1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

X

△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X

X

17)

17)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

△

그 밖의 시설군

장례식장

X

X

주1) ○ : 허용용도, △ : 제한적 허용용도, X : 불허용도
△1) 오피스텔 제외
△2) 안마원 제외
△3) 주택지와 면해 있는 지역의 경우는 안마원 제외
△4)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5)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6) 주택지와 면해 있는 지역의 경우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7)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제외
△8)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7)

△

△

△17)

X

X

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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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10) 학교 제외
△1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제외
△12) 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13)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 제외
△14) 카지노영업소 제외
△15)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 시설에 한함
△16) 주유소에 한함
△17)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절대+상대)은 불허용도임.

68

간선도로변

<표Ⅱ-4-2> 상업용지의 획지별 허용용도 분류기준 <신설 2016.11.22.>

도면번호

구분
가구번호

C3
중심
상업
용지

C4

C5

-1,-2,-3,-8,-9,-10
-1,-6
-1,-6
-1,-2,-3,-4,-5,-6

③

-

④
⑤
①
②

-1,-2,-3,-4,-5,-6
-1,-2,-3,-4
-1,-2,-3,-4,-5
-1,-2,-3,-4

①

-

②
①
C7

②

C8
②

-1,-2,-3,-4

-

-1,-2,-3,-4,
-5,-6,-7,-8

C10

①
②
-

-1,-2,-3,-4,-5,
-6,-7,-8,-9,-10,-11
-3,-4,-5,-6,-7,-8
○

비고

-4,-5,-6,-7
-1,-2,-3,-4,-5,-6
-2,-3,-4,-5
-2,-3,-4,-5
-1,-2,-3,-4,-5,
-6,-7,-8,-9,-10
-5,-6,-7,-8
-1,-2,-3,-4,-5,
-6,-7,-8,-9,-10

-1,-2,-3,-4,-5,
-6,-7,-8,-9
-1,-2,-3,-4,-5,
-6,-7,-8,-9,-10

①

C9

획지번호
집산·국지도로

①
②
③
①
②

C6
근린
상업
용지

간선도로변

-10

-

-1,-2,-3,-4,-5,-6
-1,-2,-9,-10
-

<표Ⅱ-4-3>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개정 2013.4.30., 개정 2014.10.24.>

구 분
도면표시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공청

업무

∙ 공공업무시설 (국가 및 지방자 ∙ 공공 및 일반업무시설
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 운동시설
다목, 바목 중 우체국
∙ 방송통신시설
건축물
허용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 제1, 2종근린생활시설안
( 마시술소 및
용도
금융업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제외)
∙ 판매시설중 상점
※단,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을
※ 단,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을
공공 및 일반업무시설 용도로 설치
공공업무시설용도로 설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업무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절대+상대)은
불허용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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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 3 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지정)
① 각 구역별, 용지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는 <표Ⅱ-4-4>, <표Ⅱ-4-5>를 따른다.
<표Ⅱ-4-4> 중심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중심상업용지
중심상업
파워센터*

건폐율
용적률

8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최저층수
해당블록

3층 이상
C3, C4

근린상업용지
근린상업

80% 이하
700% 이하
(높이 120m 이하)
10층 이상
C1, C2

60% 이하
400% 이하
7층 이하
C5~C10

*표시된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임.

<표Ⅱ-4-5> 업무시설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개정 2013.4.30., 개정 2014.10.24.>

구

분

업무시설용지
비즈니스파크

행정타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400% 이하
10층 이하
7층 이하 (상징가로변
7층 이하)
공청1~4
업무1~3

최고층수
해당블록

60% 이하

20% 이하

60% 이하

60% 이하

80% 이하

150% 이하

400%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7층 이하

업무4

업무5

업무6, 7

③ 1층부의 높이는 4.5m를 권장하며, 특히 1층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경
우에는 반드시 1층 층고는 4.5m로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
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 4 조 (건축물의 전면방향)
①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
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20m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
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2. 광장과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가능한 광장과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3. 1층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을 건축물의 전면으로 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이 겹치는 필지는 각 규정 모두를 적용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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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건축선의 지정)
①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지구단위계
획 결정도를 따른다.
<그림Ⅱ-4-2> 중심보행축 건축선 지정
예시도

② 상업용지 중 중심보행축 연접부는 건축물에 의한 가로경관의 폐쇄감
완화 및 가로공간의 입체적이용,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설치구
간을 지정하고 1층 벽면지정선, 2층~3층 벽면지정선 및 4층이상 건축
한계선을 지정한다. 중심보행축 연접부의 상업용지는 다음 각호의 기
준을 따른다.
1. 중심보행축 연접부 1층 벽면지정선은 대지경계선에서 5m 후퇴하여 지
정한다.
2. 중심보행축 연접부 2층~3층 벽면지정선은 대지경계선에서 1m 후퇴하
여 지정한다.
3. 중심보행축 연접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은 결정도를 준수하며, 건축물
의 4층이상 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제 6 조 (건물 1층의 바닥높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내로 하되,
단차없는 무장애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경사지의 경우, 접
<그림Ⅱ-4-3> 건물 1층의 바닥높이 적용 예시도

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1.22.>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 >

제 7 조 (아케이드 설치)
① 아케이드 구조는 <그림Ⅱ-4-4>을 기준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아케이
드가 면한 건축물의 1층부 높이는 4.5미터로 한다.
<그림Ⅱ-4-4> 아케이드 조성 구조 예시도
4m

② 아케이드 공간내의 바닥면과 인접한 보도의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15㎝
이하 이어야 하며, 연접한 필지간의 연결구간에서 아케이드 바닥의 단
차이가 부득이 발생하면 이를 최소화하고, 아케이드 공간내의 바닥구
배(2%이내)는 보도측으로 경사지게 하여 우천시 건축물로의 빗물침투
를 방지한다.
③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연접한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이보
다 15㎝ 이하 범위내에서 높게 조성하여야 한다.
④ 아케이드 공간내에는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불허하며, 영업공간으
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연속적인 아케이드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신축시 기 조성된 건축물의
아케이드 위치 등을 고려하여 아케이드 공간을 조성하며, 건축물이 끝
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캐노피를 조성하여 한다.
⑥ 캐노피의 색채 및 소재는 경관계획의 건축물 색채계획과 조화를 이루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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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야 하며, 기둥 및 지붕의 소재는 목재스테인레스
․
․알루미늄폴
․
리카보네이트 중 선택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5.4.30.>
⑧ 아케이드 공간내 옥외광고물은「<표Ⅳ-14-1> 규제강화구역 및 완화구역
등의 규제사항」중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 외벽 및 아케이드로
조성된 1층 공간"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8 조 (건축물의 외관 등)
① 건축물의 외관
1. 외벽의 통일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업용지의 건축지정선 또는 1층 벽면지정선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
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③ 냉난방 실외기는 건축물 외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불허하고,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붕옥상층은
․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에는 일체 타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⑤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
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⑥ 건축물의 색채 및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제4편의 제8장(색채경관),
제9장(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⑦ 건축물의 입면은 간판의 위치 및 규격과 색상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하
고,‘제4편 제14장(옥외광고물)’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옥외광고물 설
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9 조 (담 장)
상업 ․ 업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
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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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전면공지)
①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1.“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
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
공지를 말한다.
2.“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
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
지를 말한다.

②“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되어야 하며「내포신도시
가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전면공지 조성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개정 2017.12.22.>
2.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
지한다.
3.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
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
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
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제 11 조 (공개공지)
①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으
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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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준
가.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단, 공개공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과 「군 건축조례」의 규정
에 따라 조경기준 및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식
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
는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개공지 위치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
변,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쌈지공원)
① 주요도로 및 가각부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쌈지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도상에 지정된 쌈지공원은 해당용지내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
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소별 최소면적은 25㎡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 13 조 (공공보행통로)
① 상업․업무시설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는 인접한 건물간에 같은 높이(같은 높
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
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야 한다.

제 14 조 (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
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2. 연면적 1,000㎡~2,000㎡ 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3. 연면적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②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 차량동선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 15 조 (차량출입허용 ․ 불허구간 등)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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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
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제1편 제1장 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6.11.22.>

제 16 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①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군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
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식주차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
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
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
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
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
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
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
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

제 17 조 (신재생에너지
․
활용)
신재생에너지
․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0조(신재생에너지
․
활용 및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시설)를 따른다.

제 18 조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2조(생태면적률)를 따른다.

제 19 조 (친환경관리구역)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블록은 제1편 제2장 제13조(친환경관리구
역)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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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산업시설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
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분할계획서를 작성하
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할 수 있다.
②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필지 합병으로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심형공장, 첨단업종공장, 교육연구시설은 개별
및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승인권자(또는 허가
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 셋 이상의 필지도 합병할 수 있
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도시미관에 장애가 없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장벽형성, 부분 고층화로
인한 주변지역에 경관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2. 합병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교통에 혼란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용도의 과밀화로 토지이용의 혼잡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①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
축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세부 건축물의 용도는 다
음 <표Ⅱ-5-1>에서 규정하는 용도로 한다.
② 필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규제내용을 지
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그림Ⅱ-5-1>과 같이 표시한다.
<표Ⅱ-5-1>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
․
․

구분
도면표시
건
축
물
용
도

허용
용도

산업시설용지
산업
∙ 공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관련시설
- 도시형공장
- 첨단업종공장
∙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해당블록
산업1, 2

산학협력
∙
∙
∙
∙
∙
∙

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제외)
공동주택중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이하
300% 이하
7층 이하
산학1, 2

주1)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연면적의 20%, 1층 이하로 근린생활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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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5-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용도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5
250%이하 -

산업1

블록번호
〓

산업
60%이하

블록번호 : 산업시설 블록번호
용도 : 용도표의 산업의 허용용도
최고층수 : 5층 이하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 3 조 (건축물의 전면방향)
①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
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2.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
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한다.
3.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이 겹치는 필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한다.

제 4 조 (건축선의 지정)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②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증진을 위하여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변 3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개정 2017.12.22.>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 >

제 5 조 (건축물의 외관 등)
① 건축물의 외관
외벽의 통일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③ 냉난방 실외기는 건축물 외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불허하고,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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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
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⑤ 건축물의 색채는 ‘제4편의 제8장(색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제 6 조 (담장)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1.2m이하의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7 조 (전면공지)
①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 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②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되어야 하며「내포신도시 가로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전면공지 조성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개정 2017.12.22.>
2.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
3.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
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
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
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제 8 조 (공개공지)
①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으
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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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나.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단, 공개공
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과 「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경기준 및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
식품,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개공지 위치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
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쌈지공원)

<삭제 2017.12.22.>

제 9 조의 1(공공조경)

<신설 2017.12.22.>

① 결정도상에 건축선의 지정으로 인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
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는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
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제2장 제2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조
성하여야 한다.

< 차량동선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차량출입허용 ․ 불허구간 등)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제1편 제1장 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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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①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군 주차장 설치조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식주차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
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
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
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
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
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
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
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 한다.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

제 12 조 (신재생에너지
․
활용)
신재생에너지
․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0조(신재생에너지
․
활용 및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시설)을 따른다.

제 13 조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2조(생태면적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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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제 1 절 일반시행지침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획지의 분할과 합병)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
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다만, 분할계
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

제 2 조 (용적률, 높이의 표기방식 및 적용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는 <그림Ⅱ-6-1>과 같이 정해진 위치에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층수가 문자나 숫자로 표시되어야 하
며, 시행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대용적률, 건축물의 최고층
수가 지정된 것으로 한다.
<그림Ⅱ-6-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용도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80% 이하 400% 이하
주

〓

5

용도 : 주 용도의 주차장용지
최고층수 : 5층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계법규에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제 3 조 (건축한계선)
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
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타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 중 고2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변 6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신설 20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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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사항 >

제 4 조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②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제4편의 제14장(옥외광고물)’
의 기준을 따른다.

제 5 조 (건물의 색채)
①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제4편의 제8장(색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다.

제 6 조 (담장)
①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1.2m이하의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
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 안전 등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생울타리 이외의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3.4.30.> <개정 2015.8.5.>
③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
하도록 한다.

<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

제 7 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
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 차량 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제 8 조 (차량출입구)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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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가급적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접도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 모퉁
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하다.
③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④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제1편 제1장 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6.11.22.>

제 9 조 (주차장 관련기준)
①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
경을 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
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
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
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권장 한다.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신재생에너지
․
활용)
신재생에너지
․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0조(신재생에너지
․
활용 및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시설)을 따른다.

제 11 조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2조(생태면적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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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별 시행지침
<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제 12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유치원 및 학교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표Ⅱ-6-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표Ⅱ-6-1> 교육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개정 2015.8.5., 2016.11.22>

구분

유치원 및 학교용지

초․ 중․ 고
∙ 유치원
∙ 학교
-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 - 초등학교,
건축물
으로 건축
중학교,
용도 허용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고등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도면표시

유

대
∙ 대학교
- 대학,
복합형
도심대학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5층 이하

10층 이하

해당블록

유1~4

초1~6, 중1~3, 고1, 2

대1, 2

제 13 조 (조경)
<그림Ⅱ-6-2> 학교 내의 생태연못조성
모습

①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
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
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
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
재한다.
③ 커뮤니티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
관 증진을 위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토록 한다.
④ 공공건축물의 외부로 열리는 공간에는 부지녹화 및 경계부 수경을 도
입하여 친환경적 이미지를 조성한다.
⑤ 공공건물들로 들어오는 주보행축에 녹지를 강화하여 녹지네트워크 기
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동주택 및 도로등의 시설과 면하는 학교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에 따라 소음방지 및 가로미관증진을 위하여 차폐조경을 폭 5m이상으
로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제2편 제2장 제25조(차폐조경)’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84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4 조 (에듀타운 조성기준)
①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에 대한 차별화 전략 일환으로서 에듀타운 조성
은 학교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공원, 주거단지의 통합설계를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하고 신개념의 정주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② 주거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학교시설과 연계 이용이 용이한 시설(유
치원,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등)은 가급적 학교시설 주변에 배치하
여 학교내 주민개방시설과의 공동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학교, 근린생활시설은 에듀타운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복합화 및 개방
형 통합설계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에듀타운내 도로는 가급적 보행자 위주의 생활가로로 조성하여야 한다.
⑤ 주거단지를 통과하는 보행통로는 학교시설과 연결될 수 있는 개방형 보
행공간으로 계획하되, 필로티 처리 등의 입체적 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학교시설은 고풍스럽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및 설계를 권장한다.

제 15 조 (보행자 동선)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
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
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 공동주택단지와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제 16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은 <표Ⅱ-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표Ⅱ-6-2>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개정 2013.4.30., 2016.11.22. 2018.8.29.>

구 분
도면표시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문화시설

집회시설

체육시설

문화
집
∙ 문화시설(복합)
∙ 문화 및 집회시설 ∙ 체육시설
- 문예회관
- 집회장(예식장에 - 퍼블릭골프장
- 박물관미술관전시관
․
․
한함)
- 야외생활체육시설
- 도서관
- 전시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
식점
※단, 건축연면적의 80%이상을
문화시설용도로 설치

체육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체육 률」에 따른 체육
시설
시설
- 운동장
- 운동장
- 체육관
- 체육관
- 종합체육시설
- 종합체육시설
(단, 중복결정된 시
설용지의 경우, 지
하화된 시설의 기
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시설 용도에
한함)
50% 이하
20% 이하

건폐율

60% 이하

60%이하

2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150%이하

80% 이하

150% 이하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4층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록

문화1

집1, 2

체육1

체육2,5

체육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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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에 관한 사항 >

제 17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공청사는 <표Ⅱ-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표Ⅱ-6-3> 공공청사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개정 2013.12.27., 2014.10.24., 2019.2.11>

구

분

공공청사

도면표시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공공청사
- 119안전센터
- 공공업무시설

∙ 공공청사
- 공공업무시설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공청6, 7

60%이하
150%이하
4층이하
공청11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해당블록

공청
∙ 공공청사
- 공관
- 공공업무시설
∙ 경찰청(전경대 숙소)
∙ 연구시설

∙ 공공청사
- 공관
- 공공업무시설
∙ 경찰청(직원대기숙소 등)
∙ 연구시설

20%이하
80%이하
4층이하
공청8~10, 13

60%이하
400%이하
7층이하
공청14

< 사회복지, 복합커뮤니티, 주민공동시설 및 종교
시설에 관한 사항 >

제 18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사회복지, 복합커뮤니티, 주민공동시설 및 종교시설은 <표Ⅱ-6-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표Ⅱ-6-4> 사회복지, 복합커뮤니티, 주민공동시설 및 종교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개정 2015.12.29., 2018.8.29., 2019.2.11>

구분
도면
표시

사회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종교시설

복

커

주민

종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종합복지관 -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 근린
건축물
생활시설
용도 허용
중 가목,
용도
나목, 바목

∙ 사회복지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 복합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시설
- 면사무소·보건지소·우체
- 제1종근린생활시설
분국·경찰지구대
중 바목의 동사무소
- 영유아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사목주1)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 근린구매시설연면
( 적의 10%이하) (학교 및 학원 제외)
- 근린체육시설
- 노유자시설
-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외국어학당
- 기타공공업무 및 주민편익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해당블록

6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복1

5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복2

20% 이하
80% 이하
3층 이하
복3

6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커1~5

60%이하
150%이하
3층 이하
주민1~3

주 1) 사목은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센터임
주 2)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주 3)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연면적의 합은 종교시설 전체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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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
장 및 그 부속용도주2)
∙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주3)
∙ 교육연구시설 중 유
치원주3)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유사시설
제외)주3)
60% 이하
150% 이하
4층 이하
종1~7

제 19 조 (차폐조경)
① 결정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곳에는 서로 상충되는 용도를 시각적
으로 차단시키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차폐조경을 설치한다.
② 차폐조경의 설치기준은 ‘제2편 제2장 제25조(차폐조경)’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 1 (차량출입구, 공개공지의 조성)

<신설 2013.12.27.>

① 복합커뮤니티 등 획지 분할된 필지의 차량출입구는 인접필지와의 공동
출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② 복합커뮤니티 용지 내 공개공지는 동일용도의 인접필지 연접부에 배치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커뮤니티 공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종합의료시설에 관한 사항 >

제 20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종합의료시설의 허용용도 및 건축물의 규모는 <표Ⅱ-6-5>에 따른다.
<표Ⅱ-6-5> 종합의료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개정 2013.12.27.>

구 분
도면표시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종합의료시설
의
∙ 의료시설
- 종합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의료법에 의한 부대사업 포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10층 이하

해당블록

의1

제 21 조 (차량 출입구 및 주차시설)
① 의료시설의 차량출입은 차량출입 허용구간내에서 2곳 이상 확보하여,
외래이용자 및 응급환자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한다.
②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30m 이격시켜 차량출입구간을
지정한다.
③ 주차장은 외래이용객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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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제 22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당해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표Ⅱ-6-6>에 한하며, 기반시설의 경우 도시
․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② 당해시설은 지하화 하되, 지상화 할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Ⅱ-6-6>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③ 시설배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이격하여 설치하고, 최신공법을 적용하여 학교시설과의 영향을 최
소화하여야 한다.
<표Ⅱ-6-6> 공급처리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개정 2013.4.30., 2014.10.24., 2018.8.29>

구분
도면
표시

공급처리시설용지
열

하

∙열공급설비
∙하수처리
(RDF발전시설,
시설
건축물
가스공급설비,
-지하화
용도 허용 전기 공급설비포함)
용도

폐

∙하수처리
시설

배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배수지
(쓰레기자동집하 (쓰레기자동집하
시설)
시설)
- 지하화

농
∙양수장

통
∙국가 및 지자체
가 설치 (방송
통신위원회 지
정시설 포함)하
는 시설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건폐율

7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하

40%이하

20%이하 20%이하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80%이하

80%이하

80%이하

80%이하

80%이하 80%이하

200%이하

최고층수

-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

4층이하

-

4층이하

해당블록

집단1

하1

하2

폐2

폐3

배수1

농1,2

통1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제 23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주유소 및 부대시설,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부대시설에 한한다. 다만, 부대시설
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
비의 기준)’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액
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
준)’에 부합되도록 한다. <개정 2015.12.29.>
② 당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Ⅱ-6-7>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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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6-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개정 2013.4.30., 2014.10.24., 2015.12.29., 2018.8.29.>

구 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표시

주유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부대시설 주1)
건축물
- 석유판매소
용도 허용용도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부대시설 주2)
- 수소가스 충전소·판매소
·저장소 및 부대시설주3)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해당블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수소가스 충전소·판매소
·저장소 및 부대시설주3)

40% 이하
80% 이하
4층 이하
주유1~4

20% 이하
80% 이하
4층 이하
주유5

주1) 부대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
주2) 부대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
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
주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와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 또한 주
변지역의 토지이용을 우선하여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Ⅱ-6-3> 주유소용지 진출입로
․
운영방안 <개정 2018.8.29.>

제 23 조의 1 (차량 출입구) <신설 2014.10.24.> <개정 2018.8.29.>
① 주유1· 2, 주유4· 5의 차량출입은 원활한 진출입 동선 및 차량간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림Ⅱ-6-3> 같이 처리한다.
1. 주유1의 진입부 및 진출부 분리 운영
2. 주유2의 진입부 및 진출부 분리 운영
3. 주유4와 주유5 진입부 통합운영
4. 주유4와 주유5 진출부 분리운영

< 주차장용지에 관한 사항 >

제 24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주차장용지의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
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
술소 및 안마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은 제외), 문

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
의 7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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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7.12.22.>
④ 주차장용지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Ⅱ-6-8>를 초
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⑤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건축물의 형태 및 옥외광고물은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것을 준용한다.
⑦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
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2층
이상의 주차장에 차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표Ⅱ-6-8> 주차장용지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개정 2014.10.24., 2016.11.22.>

구분

주차장용지

주
도면
주
주
(근린상업용지 및
표시 (중심상업용지내)
(산업시설용지내)
업무시설용지내)
건축물
용도

주
(단독주택용지내)

∙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 부속용도 : 제1,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안
용도
마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
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건축연면적의
30% 이내 허용)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

용적률

500% 이하

400% 이하

250, 300 이하

-

최고층수

7층 이하

7층 이하

5층 이하

-

해당블록

주9, 21, 22

주1, 2, 3,
주4~8, 10~20,
주54, 56, 58, 59
46, 47, 49, 55, 57
23~45, 48, 50~53

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부속용도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절대+상대)은 불
허용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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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련시설에 관한 사항 >

제 25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용도는 세차장, 정비공장, 자동차수리점 및
자동차 영업소에 한한다.
②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II-6-9>
를 초과하여 건축 할 수 없다.
<표Ⅱ-6-9> 자동차관련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 분
도면
표시

자동차관련시설
자

∙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정비공장
건축물
용도 허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의한 소형 자동차정비업,
용도
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자동차 수리점에 한함) 및 자동차영업소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해당블록

자1

< 유통업무설비에 관한 사항 >

<신설 2016.11.22.>

제 26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유통업무설비의 건축물용도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한한다.
② 유통업무설비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Ⅱ-6-10>를 초과하
여 건축할 수 없다.
<표II-6-10> 유통업무설비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유통업무설비

유통
건축물 도면표시
용도 허용용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해당블록

유통1

제 27 조 (조경)

<신설 2016.11.22.>

대로변 경관 향상을 위한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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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 1 장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

제 1 조 (특별계획구역의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
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
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 2 조 (특별계획구역 지정)
① 체육시설(체육1) 및 골프빌리지(RB1~4) : 9홀 골프장 등 주거와 레저
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특화주거 및 사회복지시설(RB5,7,8, 복2) : 용봉수암산과
․
조화되는 친
환경 주거단지 및 복지시설 조성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다. <개정 2016.11.22., 2018.8.29.>
③ 파워센터(C1, C2) : 중심 활동공간 내 랜드마크 등 신도시를 대표하는
광역상업시설 개발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제 3 조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내용)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획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2조, 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
위계획의 내용
2.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가.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나.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다.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하여
총 5매이상(원경2매, 근경3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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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특별계획구역 절차)
①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은 별도의 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계획구역의 결정과정은 사업준공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
업준공 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가
능하므로, 가급적 사업준공 전에 수립하도록 한다.
<그림 Ⅲ-1-1>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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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특별계획구역별 지침
제 1 절 특별계획구역1 : 체육시설용지 및
블록형단독주택용지

<그림Ⅲ-2-1> 체육시설용지 및
블록형단독주택용지 특별계획구역

<신설 2013.4.30.>

제 1 조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① 지정목적
9홀 골프장 등 주거와 레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정주환경인 골프
빌리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고, 공간적· 기능적 특성
부여가 필요함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
② 지정개요 <개정 2018.8.29.>
1. 위

치 : 체육시설(체육1) 및 블록형단독주택(RB1~RB4) 일원

2. 지정면적 : 566,573.8㎡
3.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표Ⅲ-2-1> 대상구역 토지이용계획 <개정 2018.8.29.>
구 분

면적
(㎡)

세대수 인구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호)
(인)
(%)
(%)
(층)

합 계

566,573.8

체육시설

382,799.0

블록형단독주택

55,993.0

168

402

RB 1

19,398.0

58

139

50

100

3

RB 2

10,936.0

33

79

50

100

3

RB 3

16,933.0

51

122

50

100

3

RB 4

8,726.0

26

62

50

100

3

168
-

402
-

-

-

-

-

-

-

-

-

-

공공청사(공청8)

3,300.0

-

-

-

-

-

공원녹지

101,954.8

-

-

-

-

-

도 로

22,527.0

-

-

-

-

-

비고

※ 허용세대수는 수용세대의 10% 범위내에서 증․감 가능하고, 공급면적은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 산정을
위한 개략적 내용으로 향후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용도별 면적 등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제 2 조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① 주택 배치시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에서 바라보는 배후 수암산 조망
확보 및 수암산 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구경계와 연접한 지역은 경관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골프장 계획
에 따른 지구외부지역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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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변 공원녹지축과 연계될 수 있는 보행동선 및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④ 지형 등 대상지 현황을 고려하여 지구 외 연결도로(ex. 등산로), 하천
및 수로계획 등 관련계획이 신도시 개발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
며, 수암산과 연계한 바람길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용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동시에 사업시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수요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 체육시설용지와 블록형단독
주택용지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체
육시설용지를 우선 개발하여야 한다.
⑥ 공공청사(공청8)는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타 용도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⑦ 기타 대상구역의 계획수립시 신도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제영향
평가 등 관련계획,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3 조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① 특별계획구역내는 소로 2류 규모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되,
대로1-1호를 시점부로 대로3-7호를 종점부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구경계와 인접한 지역은 경관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모는
특별계획구역의 공원녹지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치하고, 등산로 및
지구 외 현황도로와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특별계획구역내는 수암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기계획된 함양지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은 충남도청(내포) 신도
시 건설사업시행자가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 4 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① 체육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제2편 제6장 제16조”의
체육1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제2편 제1장 18조”를 따른다.

제 5 조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계획수립내용은 “제1편 제2장 제14조”
를 준수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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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별계획구역2 : 특화주거 및 복지시설
<개정 2013.4.30., 2018.8.29.>

제 6 조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그림Ⅲ-2-2> 특화주거 및 복지시설
특별계획구역 <개정 2018.8.29.>

① 지정목적
배후 용봉산 및 수암산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의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② 지정개요 <개정 2016.11.22., 2018.8.29.>
1. 위
치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서측 구역계변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및 복지시설
2. 지정면적 : 143,112㎡
3. 용도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4. 허용용도
- 블록형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단독형 집합
주택, 3층이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 복지시설 : 충청남도 인성학습원
5. 건축규모 및 세대수는 <표Ⅲ-2-2>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
단, 복2(충청남도 인성학습원) 용지는 별도의 계획 수립시 특별계획구역에
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표Ⅲ-2-2> 블록형 단독주택의 규모, 세대수 <개정 2016.11.22., 2018.8.29.>
블록명

규모유형
합 계

대지면적 수용세대수 인구수 공급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
(호)
(인)
(㎡)
(%)
(%)
(층)
129,889

392

941

-

-

-

-

RB 5

660㎡이하

36,277

109

262

330

50

100

3

RB 7

660㎡이하

47,899

145

348

330

50

100

3

RB 8

660㎡이하

45,713

138

331

330

50

100

3

※ 허용세대수는 수용세대의 10% 범위내에서 증․감 가능하고, 공급면적은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 산정을
위한 개략적 내용으로 향후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제 7 조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① 주택 배치시,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에서 바라보는 배후 용봉산 및
수암산 조망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
② 단지내에 원형지로 공급되는 경사지는 테라스주택 배치 및 필로티 처
리 등을 통해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
③ 주변 공원녹지의 조성 컨셉과 연계될 수 있는 보행동선 및 외부공간
조성계획 수립
④ 기타 친환경단지 개발컨셉을 구체화할 수 있는 창의적 계획안 반영

제 8 조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결정도를 따른다.
② 건축물의 형태는 용봉 ․ 수암산과 조화되는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형태가 되도록 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99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3절 특별계획구역3 : 파워센터
<그림Ⅲ-2-3> 파워센터 조성예시
C1 블록

<개정 2013.4.30.>

제 9 조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① 지정목적
1.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형 복
합상업문화공간 조성
2.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중심상업등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도시공간 형성
3. 충남도청(내포) 신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미가 있는 외관계획으로 대상지
정체성이 반영된 지역 랜드마크 확보

C2 블록

② 지정개요
1. 위

치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중심상업 남북측
․
(블록명 : C1, C2)

2. 지정면적 : 62,816.0㎡ (C1 : 31,523㎡, C2 : 31,293㎡)
3.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4. 허용용도 : 백화점, 호텔, 극장, 실내어드벤처, 할인매장 등이 입지한
복합 아웃렛몰
5. 건축규모 :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700%이하, 최고층수 제한없음,
최저층수 10층이상

제 10 조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①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의 인지적 건축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밀도로 계획
② 중심행정타운 및 녹지축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상업시설로 조성, 충효
사상을 존중하는 ‘禮’와 나라를 사랑하는 ‘忠’을 디자인 요소로
도입하여 형상화
③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의 유기적 연계와 상업ㆍ문화시설을 배치하여 활
력 있는 보행공간 조성
④ C2블록의 파워센터 1층부에 복합환승센터 배치

제 11 조 (필지 규모에 관한 사항)
필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및 합병 할 수 없다. 다만, 제2편 제4장(상업․
업무시설용지)의‘분할 및 합병에 관한 예외’규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 12 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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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결정도를 따른다.
② 건축물의 형태는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의 중심으로서 지역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지성이 높은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도록 계획한다.

제 14 조 (쌈지공원)
① 주요도로 및 가각부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쌈지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도상에 지정된 쌈지공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개소
별 최소면적은 25㎡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1.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
야 한다.
나.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단, 공개공
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과 「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경기준 및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
식품,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①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제1편 제1장 제12조(교통처
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보행우선구조를 참조하여 계획한다.
③ 단지내 공공보행통로출입구와 상호 연계하여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는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로 조성할 수 있으며, C2블록의 경우
중심상업용지와의 보행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보행행통로출입구와
일치하여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을 검
토․반영하여야 한다.
④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에 따른다.
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
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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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특별계획구역별 세부지침

<신설 2015.12.29.>

제 1 절 특화주거 (RB-6)
< 계획의 개요에 관한 사항 >

제 1 조 (지정목적)
① 창의적 개발을 통한 새로운 주거공간 창출로 주거문화의 선도적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내포신도시 미래 친환경 주거
트랜드에 부합하는 특화주거단지 조성

제 2 조 (지정개요)
① 지정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일원 특별계획구역(RB6)
2. 면 적 : 81,572㎡
3. 주요도입시설 : 블록형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

<그림Ⅲ-3-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RB-6BL)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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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이용계획
<표Ⅲ-3-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RB-6BL)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합

계

81,572

100.0

소 계

69,693

85.5

단독주택

68,586

84.1

RB-6-①

15,284

18.7

RB-6-②

14,277

17.5

RB-6-③

11,991

14.7

RB-6-④

5,591

6.9

RB-6-⑤

5,201

6.4

주거
용지

비 고

RB-6-⑥

4,950

6.1

RB-6-⑦

4,680

5.7

RB-6-⑧

6,612

8.1

근린생활시설

1,107

1.4

소 계

11,879

14.5

문화시설

969

1.2

도로

5,181

6.3

공원

363

0.5

문화공원 1개소

녹지

2,622

3.2

경관녹지 1개소

공공공지

2,744

3.3

공공공지 2개소

도시
기반
시설
용지

③ 인구수용계획
<표Ⅲ-3-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RB-6BL) 인구수용계획

구 분

면적
(㎡)

세대 및 인구수
세대수
(호)

인구
(인)

평균
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RB6

81,572

220

526

-

-

-

-

단독주택용지

68,586

220

526

312

50

100

3

RB6-①

15,284

46

110

332

50

100

3

RB6-②

14,277

48

115

297

50

100

3

RB6-③

11,991

39

93

307

50

100

3

RB6-④

5,591

18

43

311

50

100

3

RB6-⑤

5,201

18

43

289

50

100

3

RB6-⑥

4,950

16

38

309

50

100

3

RB6-⑦

4,680

15

36

312

50

100

3

RB6-⑧

6,612

20

48

331

50

100

3

비고

※ 허용세대수는 수용세대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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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개발방향)
① 깨끗한 자연을 누리는 ‘자연마을’
1. 도심 속 자연의 삶을 누리는 주거환경
2. 용봉산 산책로와 홍예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3. 단지내 충분한 보행 녹지공간 계획

② 예술교류의 명소가 되는 ‘문화마을’
1. 가로활성화를 통한 공공 문화네트워크
2. 예술가· 창작가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 마련
3. 프리마켓 및 거리공연장소 제공을 통한 문화· 예술 교류
4. 내포신도시 문화 명소로 계획

③ 건강회랑의 중심이 되는 ‘건강마을’
1.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계한 건강네트워크
2. 야외활동 중심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3. 내포신도시 건강회랑을 연결시키는 거점 마을 조성
4. 보행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용봉산 산책로 연결

④ 유럽식 건축유형을 통한 ‘유럽마을’
1. 서로 다른 건축 양식의 컨셉을 적용하여 주거타입의 다양화 연출
2. 근린생활시설에 유럽형 스트리트 상가 계획

<그림Ⅲ-3-2> 개발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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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6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제 4 조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단
위계획에서 허용한 용도만이 설치되며 주민편의, 주거환경보호, 이용거
리 등을 고려하여 배치된 용지를 말한다.

제 5 조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동시에 허용하여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나타나는
토지이용상의 제약과 교통체계상의 문제를 완화시키면서도 자동차의 속
도를 최저한도로 제한하고,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행자의 쾌적
성과 안전성을 우선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사항 >

제 6 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위치는 <그림 Ⅲ-3-3>과 같다.

<그림Ⅲ-3-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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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
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②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준공) 된 경우 획지분할
이 가능하다.

제 8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표 Ⅲ
-3-3>에 의하며,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표Ⅲ-3-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도면
표시

비고

RB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 3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물 허용 (기숙사 제외), 단독형 집합주택
용도 용도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해당블록

RB6

②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친환경
계획 관련규제 등에 대한 지침 내용은 <그림Ⅲ-3-4>에서 정하는 바
와 같이 표기한다.
<그림Ⅲ-3-4>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단지번호

RB6

용도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생태면적률

친환경
관리구역

〓

RB

3층

50% 이하

100%이하

생태 30%

원

-

단지번호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번호
용도 : RB용도의 단독주택용지
최고층수 : 3층 이하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생태면적률 : 30%이상
친환경관리구역 : 원지형개발구역

④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 시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
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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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세대수)
①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는 <표 Ⅲ-3-4>를 따르며, 허용세대수는
블록별 수용세대수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표Ⅲ-3-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규모, 세대수
대지면적
(㎡)

수용세대수
(호)

인구수
(인)

공급면적
(㎡)

계

68,586

220

526

312

RB-6BL-① 660㎡이하

15,284

46

110

332

RB-6BL-② 660㎡이하

14,277

48

115

297

RB-6BL-③ 660㎡이하

11,991

39

93

307

RB-6BL-④ 660㎡이하

5,591

18

43

311

RB-6BL-⑤ 660㎡이하

5,201

18

43

289

RB-6BL-⑥ 660㎡이하

4,950

16

38

309

RB-6BL-⑦ 660㎡이하

4,680

15

36

312

RB-6BL-⑧ 660㎡이하

6,612

20

48

331

블록번호

규모유형

비고

②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 10 조 (배치원칙)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내지 제18
조에 의거하여 계획․조성되어야 한다.
② 지나친 옹벽발생 및 과도한 토공사 발생을 억제시키는 차원에서 원형
지 형태의 공급을 통한 건축배치를 위해 주변 자연환경 활용, 다단식
레벨계획, 입체적 건축계획 등 사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③ 주택을 건설하고자하는 자는 최초 건축허가 신청시 단위 블록에 대한
전체 주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11 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②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홍성군 건축조
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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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재료 및 자재는 ‘제1편 제2장 제9조(환경 친화적 자재사
용)’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제 13 조 (지붕 및 옥탑 등)
<그림Ⅲ-3-5>
블록형단독주택 지붕조성 예시도

① 지붕의 형태는 박공지붕을 권장하며, 옥상층에 부대시설(옥탑, 광고돌
출물, 철탑 등)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② 평지붕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 형성에 일조
하여야 한다.
3.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은 설치할 수 없다.

③ 경사지붕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한다.
2.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
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3. 가로와 평행하는 경사방향은 가급적 지양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
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시경관을 위해 옥상 등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최상층에 광고탑의 설치는 금지한다.
2. 물탱크, 옥탑 등 지붕위의 구조물은 보이지 않도록 옥상난간 또는 가
설벽 등으로 차폐하거나 옥상조경계획과 연계하여 식재 등으로 차폐한
다. 옥상난간으로 차폐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과 같은 넓이, 재
료, 색채를 사용한다.
3. 최상층의 재료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재료를 사
용하고 색채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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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담장 및 대문)
담장 및 대문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에 1.2m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Ⅲ-3-6> 담장 및 대문 설치예시

<그림Ⅲ-3-7> 생울타리 설치예시

<그림Ⅲ-3-8> 열린 담장 설치예시

담장이 없는 경우

낮은 생울타리

투시형 담장

제 15 조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단위 블록별 지붕의 색채 및 재료의 조화를 고려하여 블록별 특성과
동질감을 부여하는 디자인요소로 활용한다.
③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4편 제8장(색채경관)’의 기준을
따르되, 주거권역 1~5의 세부색채계획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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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건축설비 및 배관의 설치)
<그림Ⅲ-3-9>
실외기 설치 위치 예시

① 정돈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 및 배관의 설치기준은 다
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설계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건축물 내부에 마
련하여 가능한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2. 건축물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실외기를 건축물의 외벽면에 설
치하는 것을 불허하며,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공
간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
행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3. 실외기에 부속되는 배관은 설비 덕트나 샤프트를 통해 배관하도록 하
고 실외기 설치위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림Ⅲ-3-10>실외기 차폐예시

4. 차폐시설은 형태· 재료· 색채적 요소의 특화를 통해 디자인 요소로서
계획하고 입면 재료와 유사성을 가지도록 하여 건축물과 일체감이 있
도록 한다.

② 흡 ‧ 배기 시설 등을 건축물 외부에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도
가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재질· 형태· 색채를 건축물 외
관 재료와 유사성을 갖도록 하여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③ 도시가스 배관은 건축물 미관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배관 및 계량기의 색채 또한 건축물의 외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계량기가 가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외벽과 조화되는 재료로 차폐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Ⅲ-3-11> 가스배관 설치기준

제 17 조 (단지 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
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진출입을 위한 차량동선과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 내 차량동선과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
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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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형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 19 조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
도로로 간주하며 주차형식은 직각주차로 하여야 한다. (단, 필로티 하
부 주차장 제외)
②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제 20 조 (신재생에너지
․
활용)
신재생에너지
․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0조(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시설)’를 따른다.

제 21 조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2조(생태면적률)’를 따른
다.

제 22 조 (친환경관리구역)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블록은 ‘제1편 제2장 제13조(친환경관리구
역)’를 따른다.

제 23 조 (단지내 조경)
① 단지 내 녹지는 인근 공원 및 녹지를 고려하여 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적 식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24 조 (단지내 도로포장)
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②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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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단지내 보도포장)
①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②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그림Ⅲ-3-12>통합설치 예시

제 26 조 (부대시설 등)
① 부대시설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내지 제45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위 블록별 출입구에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경비실, 클린하우스,
CCTV 등 보안관련 장비를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경비실과 클린하우스는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④ 부대시설은 단위 블록별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Ⅲ-3-13>차량출입게이트 예시

제 27 조 (경비실)
① 경비실은 차량출입 통제시스템 및 CCTV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비실의 위치는 단위 블록별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모 및 실
구성은 향후 운영방법의 변경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 28 조 (클린하우스)

<그림Ⅲ-3-14>
차량출입 ․ CCTV 연계 예시

① 클린하우스는 경비실과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 클린하우스의 위치는 입주민들의 사용편의와 수거가 용이하도록 고려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분리수거 공간 활용을 위하여 최소 9㎡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클린하우스의 공간구성은 개방형 벽체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며, 밀폐
된 공간으로 구성 시 환기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클린하우스 내 통로는 최소 1m 이상을 확보하여 수거함의 이동 및 반
출이 용이하도록 하며, 수거함들은 자동상차 가능한 제품들의 사용을
권장한다.
⑤ 클린하우스 주변 주택 인접 구간에는 폭 1m 이상의 식수대를 설치하
여 입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수송차량 등으로 인
해 단지 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그림Ⅲ-3-15> 클린하우스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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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무인택배시스템)
① 무인택배시스템은 경비실과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인택배시스템의 설치규모는 단위 블록별 세대수 1/8 이상의 택배함
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30 조 (가로등 및 CCTV 등)
<그림Ⅲ-3-16> CCTV 설치예시

① 각 단위 블록들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단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및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 및 CCTV 등의 설치규모 및 위치는 해당 단위 블록의 규모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사양 및 설치기준
1. CCTV 카메라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단지관리를 위한 기능 확보가 가능
하도록 고화질카메라를 사용한다.
2. CCTV 카메라의 부착은 건물 및 옹벽면에 부착 또는 일정높이(4m)이
상의 거치대를 설치하여 부착한다.
3. CCTV의 설치위치는 단지 주출입구와 코너, 교차점 등에 설치하여 차량 및
사람이 단지 내 이동시 최소 1개소 이상에서 포착되도록 배치한다.
4. 단지 내에는 야간시에 CCTV의 촬영 및 입주민들의 보행안전, 사전범
죄예방을 위해 가로등 또는 정원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설치한다.

④ 가로등(보행등) 설치기준
1. 가로등은 단위 블록별 통일성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2. 가로등(보행등)은 가급적 조명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도를 초과하
지 않도록 설치하며, 컷오프형을 사용하여 눈부심이 적고 인접부지에
빛 침투가 최소화되도록 설치한다.
<그림Ⅲ-3-17> 컷오프 분류의 각도 기준

구

분

종 류 (cd/1000 lm)
풀 컷오프

컷오프

세미 컷오프

수직각 80°

100

100

200

수직각 90°

0

25

50

주) 각 광도 값들은 광원 광속의 1000 lm 당 광도값[cd]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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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용지에 관한 사항 >

제 31 조 (용지의 구분 및 위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용지의 위치는 <그림Ⅲ-3-18>과 같다.
<그림Ⅲ-3-18>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용지 위치도

제 32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
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 33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①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는 <표Ⅲ-3-5>에 의하며,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표Ⅲ-3-5>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도면
표시
건축물 허용
용도 용도

근린생활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SR

문화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사목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
건축가능한 시설에 한한다.)

불허
∙허용용도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해당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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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용도
5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근생1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공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영화관주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5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문화2

비고

주1) 건축물 허용용도 중 영화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1」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
로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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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및 친환경계획 관련규제 등에 대한 지침 내용은 <그림Ⅲ-3-19>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
<그림Ⅲ-3-19>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단지번호

- 단지번호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블록번호

근생1

용도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생태면적률

친환경
관리구역

〓

근생

3층

50% 이하

150%이하

생태 20%

원

- 용도 : 용도표의 근생의 허용용도
- 최고층수 : 3층 이하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150% 이하
- 생태면적률 : 20%이상
- 친환경관리구역 : 원지형개발구역

③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계법규에 따른다.

제 34 조 (건축물의 전면방향)
건축물의 전면은 폭원이 넓은 도로, 보행자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등 보
행통행이 많은 곳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 35 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②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홍성군 건축조
례」 별표3(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제 36 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 공원, 공공보행통로 등과 면한 해당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
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③ 건축물의 재료 및 자재는 ‘제1편 제2장 제9조(환경 친화적 자재사
용)’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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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3-20>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
조성 예시도

제 37 조 (1층 바닥높이 등)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내로 하되,
단차 없는 무장애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경사지의 경우, 접
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제 38 조 (지붕 및 옥탑 등)
<그림Ⅰ-3-21> 지붕조성 예시도

①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3.5m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평지붕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 형성에 일조
하여야 한다.
3.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은 설치할 수 없다.

③ 경사지붕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한다.
2.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
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3. 가로와 평행하는 경사방향은 가급적 지양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
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시경관을 위해 옥상 등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최상층에 광고탑의 설치는 금지한다.
2. 물탱크, 옥탑 등 지붕위의 구조물은 보이지 않도록 옥상난간 또는 가
설벽 등으로 차폐하거나 옥상조경계획과 연계하여 식재 등으로 차폐한
다. 옥상난간으로 차폐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과 같은 넓이, 재
료, 색채를 사용한다.
3. 최상층의 재료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재료를 사
용하고 색채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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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 (담장 등)
담장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3편 제3장 제14조(담장 및 대문)’의 기
준을 따른다.

제 40 조 (색채 및 옥외광고물)
①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3편 제3장 제15조(색채 및 옥외광고물)’
의 기준을 따른다.
②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제4편 제14장(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제 41 조 (건축설비 및 배관의 설치)
건축설비 및 배관의 설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3편 제3장 제16조(건축
설비 및 배관의 설치)’의 기준을 따른다.

제 42 조 (차폐조경)
<표Ⅲ-3-6> 차폐조경의 식재기준
식재밀도
(본/㎡)

비 고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성목
위주의
식재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3본
이상

계절감
부여를
위한
식재계획

수목구분

① 결정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곳에는 소음방지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차폐조경을 설치한다.
② 차폐조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지표면에서 지피식물이나 잔디를 식재하고, 교목의 하부에 관목류나 화
관목류를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한다.
2. 식재는 <표Ⅲ-3-6>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
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수종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녹지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 지엽(枝葉)의 수평투영면적의 비
율을 말한다.)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차폐조경의 면적은 전부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제 43 조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공공보행통로와 단지내 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한다.
2.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
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보행통로의 친환경적인 조성을 위해 ‘제1편 제2장 제7조(공공보행
통로)’를 따른다. 단, 통로 중 건축물 필로티구간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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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 (차량출입허용 ․ 불허구간 등)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제1편 제1장 제12조에 따른다.

제 45 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①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홍성군 주차장 조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
식주차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
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외주차장의 조경 :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
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
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 46 조 (신재생에너지
․
활용)
신재생에너지
․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0조(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시설)’를 따른다.

제 47 조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12조(생태면적률)’를 따른다.

제 48 조 (친환경관리구역)
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블록은 ‘제1편 제2장 제13조(친환경관리구
역)’를 따른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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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스페이스에 관한 사항 >

제 49 조 (기본방향)
① 도시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인공적인 구조물보다는 녹지 등의 자
연적인 공간을 대중에 제공하여 도시의 균형을 맞추는 공지의 개념으
로 오픈스페이스를 분류한다.
② 오픈스페이스로써 갖춰야하는 주요 기능으로 심리적으로 요구되는 개
방감(개방성)과 식물 등 자연요소를 포함하는 자연회귀감(친환경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모이는 이용의 자율화(공공성)가 있으며, 이
를 충족시켜 도시의 활력과 아이덴티티가 생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해야 한다.
③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는 공원, 하
천, 광장 등이 있으며, 각 오픈스페이스들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공간
들 간의 네트워킹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보행이 자유로운 도시를 조
성한다.
<그림Ⅲ-3-22> 오픈스페이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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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 (문화공원)
① 개방형 공간구조를 기본으로 건강복지타운 내 거주민들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한다.
② 배후 산악에서 단지 내의 구릉지로 유입되는 녹지축을 보전하여 공원
으로 조성한다.
③ 근린생활권 단위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옥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형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특화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
계하여 내포신도시 건강회랑(Health Corridor)의 휴식 ․ 건강의 중심
공간 조성한다.
<표Ⅲ-3-7> 문화공원 계획
구분

테마

조성방안
∙인접한 보훈 ․ 홍예공원으로부터 용봉 ․ 수암산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공간 조성

Health
문화공원2

&
Culture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단지 내 특화가로
로 연계되는 공간적 연속성 확보
∙단지 내 거주민의 장소적 접근성을 고려한 시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중심공간 조성
∙비상설 문화 ․ 이벤트 광장 등 소규모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성

<그림Ⅲ-3-23> 문화공원 및 보행자우선도로 통합설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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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조 (경관녹지)
① 단지 경계부(용봉산, 수암산 등)에 설치된 경관녹지와 연계하여 생태
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로 조성한다.
② 단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수의 용이한 처리를 위해 자연측구 형태로
설치한다.

제 52 조 (공공공지)
차음 및 차폐의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개방형 가로공간으로 조성한다.

< 가로경관에 관한 사항 >

제 53 조 (기본방향)
① 가로별 성격에 적합한 테마를 부여하여 가로경관을 연출한다.
②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단지 내 녹지로의 시계확보를 위한 가로 선형
을 계획한다.
③ 보행레벨에서 다양한 경관 창출로 걷는 즐거움이 있는 가로경관을 조
성한다.
④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공공시설물의 통합설계로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
을 도모한다.
⑤ 가로시설물의 경우 공공시설로써 상징성과 조화성,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Ⅲ-3-24> 도로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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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조 (진입도로 조성)
① 가로경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여유있는 도로 폭원을 확보한다.
②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도, 보도를 분리한다.
③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한다.
④ 바닥패턴은 단순화하고 차도 포장재료 및 색채 선택 시 특화가로와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⑤ 주거단지와 조화로운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특화된 지역이미지를 연
출한다.
⑥ 차도와 보도는 유사색을 사용하되 색채의 톤을 달리하여 조화로운 도
로경관을 연출한다.
<그림Ⅲ-3-25> 진입도로 횡단 개념도

제 55 조 (보행자우선도로(특화가로) 조성)
① 단지 내 문화공원과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특화가로는 「보행자우선도
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2)」을 준용하여 조성한다.
② 문화공원과의 통합설계로 공간활용의 연속성 및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
한다.
③ 보행활동이 활발한 도로로서 통과교통을 최소화하며, 미관이 아름다운
수종을 선정한다.
④ 도로굴곡, 교통안내판, 험프, 유색포장 등의 기법으로 차량의 속도 저
감을 유도한다.
⑤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한다.
⑥ 바닥패턴은 단순화하고 차도 포장재료 및 색채 선택 시 단지 내 도로
와의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⑦ 본 사업지 특색을 반영한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합된 지역이미지를
연출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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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행활동이 활발한 도로로서 통과교통을 최소화하며, 교통약자를 배려
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경관을 연출한다.
⑨ 계절성을 부여하는 도로축으로서 여름의 ‘푸른 이미지’를 부여하는
가로수종(예,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을 선정한다.
⑩ 차도와 보도는 유사색을 사용하되 색채의 톤을 달리하여 조화로운 도
로경관을 연출한다.
<그림Ⅲ-3-26> 특화가로 횡단 개념도

제 56 조 (가로시설물의 조성원칙)
가로시설물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4편 제11장 제6조(가로시설물의
조성원칙)’을 따른다.

<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제 57 조 (기본원칙)
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를 고려하여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특별계획구역(RB6)의 범죄발생 저감을 위한 CPTED 계
획방향을 제시한다.
② 자연적 감시활동의 일환인 시야선 확보, 조명사용, 사각지대 해소, 지
역활력을 강화한다.
③ 자연적 접근통제와 영역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소로 수목 ․ 조경 등의
요소를 활용한다.

제 58 조 (공원의 CCTV 및 자연적 감시)
① 공원 출입구와 이용자가 적은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한다.
②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 및 공중화장실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장소
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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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 조 (공원의 개방적 조경)
① 은닉장소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수목을 밀식하기 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수목을 배치하여 시야성을 확보한다.
② 녹지나 공원을 구배를 주어 조경을 할 경우에는 언덕 너머 상황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얕은 구배를 중심으로 조성한다.

제 60 조 (공원의 조명 설치)
① 공원 산책로 등 보행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야간
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원 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
이도록 한다.
<그림Ⅲ-3-27> 시야가 열려있는 공원

제 61 조 (가로의 공통기준)
① 가로에 설치하는 가로수, 표지판, 가로등 등은 자연적 감시를 위해 시
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 및 규모로 제한한다.
② 통행이 적거나 막다른 도로 등 사각지대는 조명을 강화하고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며, 깨끗하게 정비 ․ 관리하여 고립되지 않은 공간이라
는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제 62 조 (가로의 선형 및 교차로)
① 모든 가로는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을 갖으며, 전방에 대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② 사각지대를 이용한 범죄 등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차로에 위치한 필지의 경우 교차점의 외벽면을 일정부분 후퇴하여
(가각전제, 공지확보 등) 시야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③ 주변에서 고립된 'T'자형 및 ‘L‘자형 교차로의 경우 교차점에 안전
거울을 설치하여 반대편 시야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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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 조 (CCTV)
① CCTV는 보행이 많고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CCTV로 감
시중이라는 표지판은 쉽게 인식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② 안면 인식이 가능한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주요 교차로에는 반드
시 설치한다.
③ 범죄발생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제 64 조 (비상벨)
① 비상벨은 범죄 발생에 최약한 막다른 골목 등 가로를 선정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인식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하되 경찰서, 지
구대, CCTV 등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② 비상벨을 누를 경우 경광 또는 경보음이 작동하여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어린이 등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비상벨의 설치 높이를 계획한다.

제 65 조 (조명)
① 조명은 일정거리(15m 내외)에서 사물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
분한 밝기를 확보한다.
② 조도는 균일하게 계획하고 가급적 불빛이 닿는 영역을 중첩시키며 불
빛이 시설물, 가로수 등에 간섭되지 않도록 한다.
③ 조명시설은 파손, 낙서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파손방지 재질
(투명 강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제 66 조 (가로수)
① 교목은 자연감시를 위한 시야 확보와 조명, CCTV 등과의 간섭 방지를
위해 밀집식재를 지양한다.
② 지하공간 출입구 주위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교목 등은 식재하지 않는다.

제 67 조 (기타 시설물)
① 안내 표지판은 먼 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크기에
단순하며 선명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보조조
명을 비추거나 야광처리를 한다.
② 가로에 접한 담장은 투시가 가능한 재료로 계획한다.
③ 분전반, 배전반, 교통신호제어기, 제시설물 등 관리시설물은 크기를
최소화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며, 가급적 다른 시설물과 통합 계
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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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제 68 조 (기본방향)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무장애한 시설물로 연계한다.

제 69 조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구조)
① 차량의 출입부는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하는 구간에서는 경사로를 설치
하여 보도의 횡단경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자동차가 좁은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최소한 1미터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②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의 높이차 15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③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보도)에는 간격 1센티미터 이하의 그
레이팅을 사용한다.
④ 보도의 포장 재질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2.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
록 하고, 바닥면을 평평하게 시공한다.
3. 횡단보도 연석경사로를 전면경사로로 설치한다.

제 70 조 (횡단보도)
①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보
도는 횡단보도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② 보행로와 차로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2. 사다리꼴 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제 71 조 (건축물과의 경계부 처리)
공공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 경사로 등을 반드시 설치한다.
1. 가능한 경사로를 주접근수단으로 설치하고 계단을 보조접근수단으로 설
치할 것을 권장한다.
2. 시작 ․ 끝, 방향전환지점에 가로 ․ 세로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한다.
3.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로부터 15센티미
터 이내로 하며 단차 제거를 위하여 폭 1.5미터 이상, 경사도 12분의1
이하의 경사로로 설치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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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 조 (교통정온화)
시케인(chicane), 협착, 지그재그형태의 도로 등의 기법 사용으로 속도
저감 유도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

제 73 조 (수립목적 및 기본방향)
① 도시 내 여성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여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나아가 모든 계
층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성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의 관점에서 여성 ․ 가족 친화적 인프라 구
축을 통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제 74 조 (범죄예방을 위한 자연적 감시체계)
① 오픈스페이스에 면한 시설물은 공간적 연속성, 개방성 및 경관적 시선
의 확보를 통한 자연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② 공원 내 조명시설의 조도를 상향하여 계획하고, 공원 내 보행동선은
LED를 이용한 동선 유도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③ 주차장, 산책로, 주출입구 등은 범죄 사각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CCTV 및 긴급전화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④ 휴게시설은 사방에서 시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며, 휴게시설 주변 조경수목 식재 시 시야가 확보되도록 낮은
높이의 수종을 계획한다.
⑤ 공원 ․ 녹지에는 방법시설과 안내센터 등이 결합된 형태의 여성편익시
설을 주요 동선 상에 배치하여 공원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
보하고 편의성을 도모한다.
⑥ 각 용지의 주 접근로에 교목 식재 시 1.5미터 이상의 지하고를 확보하여 시야
가 차단되지 않도록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
성한다.

제 75 조 (건축물 배치 및 시설)
① 공공시설은 이용이 편리하도록 생활가로에 면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
며 1층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가능한 가족화장실, 수유실, 실내놀
이터, 보육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공공시설의 주출입구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자동문의 설
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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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시 여성우선주차장을 20% 이상 확보하
고, 방문자센터 및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인접한 곳에 여성우선주차
장을 지정하여 편의시설 이용에 유리하도록 한다.
1. 여성우선주차장은 아동의 승하차를 위해 뒷문을 개폐하거나, 유모차 이
용이 용이하도록 확장형(5.0m× 2.5m)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④ 승강기 설치계획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1. 밀폐된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를 유리로 설치하고
내부에는 보안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
2. 주이용 승강기의 출입문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승강기 내
부에는 아동이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평조작판을 바닥으로부터
0.8미터 ~ 1.2미터 이내로 설치하도록 한다.

⑤ 화장실 설치계획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1.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출입구는 분리 ․ 배치하여 여성사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도록 한다.
2. 화장실 단위부스 내 세정장치는 광 감지식으로 설치하고 핸드백 ․ 외투
등 여성유대품 보관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3. 어린이 변기는 남녀화장실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제 76 조 (여성친화 교통 ․ 보행환경)
① 교통 및 지역안내체계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
록 시각적 인지성이 높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교통신호기 주변 가로수
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유모차를 끌거나 아동을 동반한 여성이 개별 건축물로 접근하기 위한
단지 내 주 보행로는 유효폭 1.5미터 이상으로 계획하며, 경사로 설치
시 18분의1 이하의 경사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③ 여성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블럭 이음면 줄눈을 매우 정밀하게
시공하며 단차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의 이동을 고려하여 포장재질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여야 하며 탄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그림Ⅲ-3-28> 편익시설 개념도

제 77 조 (공원 ․ 녹지형 여성편익시설)
① 공원 ․ 녹지 내 주요 동선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단차를 최소화
하고 경사로 설치 시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
도록 경사도 18분의1 이하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② 유아를 동반한 여성들을 위하여 유모차 대여 장소를 설치하며, 영유야를
동반한 여성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수유실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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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원 내 벤치 및 평상 등의 휴게 시설물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모서리
에 일정곡률의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④ 공원 ․ 녹지에는 시설명과 다중이용시설물의 위치 등이 표시된 표지판
을 설치하여 처음 방문하는 이용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⑤ 화장실 설치 시에는 출입구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 ․ 배치하여 여성 사
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며, 어린이 변기를 남녀화
장실에 1개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⑥ 공원에 어린이 및 노인이 인지할 수 있는 규격의 안내도를 적소에 배
치하고, 이용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시설물의 위치 등을 유도
하는 표지판을 세우거나 바닥무늬를 활용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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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편

경 관상 세 계획 및
공 공부 문 시 행지 침
제1장 테마 및 이미지 설정
제2장 자연 ․ 생태 경관
제3장 역사 ․ 문화 경관
제4장 권역별 경관
제5장 거점 경관
제6장 통경축 및 조망축 형성
제7장 스카이라인
제8장 색채경관
제9장 야간경관
제10장 오픈스페이스
제11장 가로경관
제12장 코너광장
제13장 게이트
제14장 옥외광고물
제15장 건축물 및 랜드마크 타워
제16장 경관목 조성
제17장 특별관리구역의 설정

제Ⅳ편 경관상세계획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 1 장

테마 및 이미지 설정

제 1 조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테마부여)
① 신도시의 독자적인 경관 및 이미지 창출을 위한 지역적 상징과 장소성
이 고려된 경관테마로서 “ Wood Join City ”를 설정하며, 이를 실
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연경관자원 보전 및 활용에 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명품생태도시
(Ecopolis)로써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③ 테마가 가지는 이미지를 도시 전체에 조화롭게 부여하고, 개별단지와
건축물, 시설물 등은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④ 사업지 뿐만이 아니라, 주변지역 경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의 도시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림Ⅳ-1-1> 경관형성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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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테마이미지 전개)
① 충남도청(내포) 신도시만의 차별화된 경관수법으로 사업지 전역에 테
마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경관수법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되며, 이러한 이미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세부경관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표Ⅳ-1-1> 경관형성수법

골ㆍ격ㆍ만ㆍ들ㆍ기

밑ㆍ그ㆍ림ㆍ그ㆍ리ㆍ기

표ㆍ정ㆍ만ㆍ들ㆍ기

경관축 기본구상

경관권역 기본구상

경관거점 기본구상

공원ㆍ녹지/교육/
행정ㆍ상업/주거권역

통경축/하천축/녹지축/가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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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건축물(도청/문예회관/파워센터 등)
게이트/코너광장

배경산악 통경축

공원 ㆍ 녹지권역

도청

하천축

교육권역

파워센터

녹지축

행정ㆍ상업권역

수목게이트

가로축

주거권역

코너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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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경관계획의 실천방안)
① 경관조례 등의 법적제도와 더불어 참여위주의 적극적인 행정적 시스템
을 마련한다.
<그림Ⅳ-1-2> 도시경관 만들기와 주민참여

② 경관형성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등을 설정한다.
1. 공청회 등의 의견 및 시민과 NPO의 제안을 반영하는 경관협의회를 구
성한다.
2. 적극적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구 또는 원지형 보존이나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 지구 및 구역을 설정한다.

③ 단기적인 완결이 아닌, 중장기적인 단계적 계획으로 도시경관을 조성
한다.
<표Ⅳ-1-2> 단계별 도시경관 조성방안

시간축

2007-2009

2010-2011

2012-2015

2016-

구분

준비기

검토기

추진기

발전기

단계

구상ㆍ연구

합의형성계획
및 설계

유도ㆍ정비

관리운영

모델프로젝트

프로젝트 선정
계획 및 설계

정비

계몽시책

기획준비

실시

확충

기획준비

실시

확충

경관형성지구
등의 지정

지구 내
프로젝트 추진

관리운영

지원시책
경관형성지구 등

법률ㆍ조례제도
등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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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연 ․ 생태경관
제 1 조 (기본방향)
① 자연ㆍ생태경관자원의 보전과 활용으로 도시이미지를 강화한다.
②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도시경관
을 형성하도록 한다.
③ 주요산악에 대한 다양한 조망권 및 통경축을 확보한다.
④ 용봉산과 수암산, 덕숭산에 대한 자연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⑤ 기존 자연자원(산악, 하천 등)을 사업지로 끌어들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⑥ 사업지 내 현존하는 미지형 구릉지에 대한 보존 및 연결방안을 강구한다.

제 2 조 (미지형 구릉지 재생방안)
① 기존의 미지형 경관미 부각을 위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한다.
② 구릉지 단부의 경사지형을 보존 또는 녹지거점으로 재생하여 외부에서
조망시 미지형으로 인식, 풍부한 녹시율을 확보한다.
③ 개발로 인한 배후산악과의 경관적 부조화 및 환경적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주연부에는 주변녹지와 조화되는 경관녹지를 조성한다.
④ 배후산악에서 이어지는 미지형의 구릉지를 최대한 보존 및 재생하여
지구전체를 잇는 녹지네트워크를 형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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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역사 ․ 문화 경관
제 1 조 (기본방향)
① 도청이 소재하게 될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경관계획
을 수립한다.
② 일상에서 생활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으며, 휴먼스케일을 고려했을 때, 이
용빈도가 높은 지구 내 가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할 수 있다.
③ 또, 공공의 이용이 빈번한 사업지 내 오픈스페이스(공원, 하천 등)에도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한다.
④ 충남도 내 15개 지자체별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고유의 지역
테마를 선정하여 사업지의 주요공원, 코너광장 및 가로경관계획에 반
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 2 조 (역사ㆍ문화경관자원의 활용)
① 15개 지자체는 크게 서해안권, 북부권, 내륙권, 금강권의 4개 권역으로
분류되므로, 신도시 또한 방위를 고려한 권역구분을 할 수 있다.
② 각각의 지자체별로 역사적 경관자원과 문화적 경관자원을 파악하여 추
출한다.
1.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경관자원으로는 오랫동안 지역과 함께해 온 향
토수종, 인물, 역사적 사건, 문화재 등이 있다.
2.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적 경관자원으로는 지역의 성향을 내포하는 6지역
축제, 전통행사, 특산물 등이 있다.
③ 역사･문화를 나타내는 경관자원을 테마로 하여 공원, 코너광장, 가로 등
의 공간에 조경, 건축, 디자인 등의 수법들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표Ⅳ-3-1> 충남도 내 지자체별 역사문화경관자원 예시

구분

지역

특산물

인물

기타

서 서천군
해
안
권 홍성군

해송, 동백꽃,
검은물떼새

한산세모시
한산소곡주

느티나무,
개나리,까치

토마토,
버섯

마스코트-돼지
김좌진 역사상징
-조양문

북
부 서산시
권

소나무, 국화,
가창오리,
장다리물떼새

6쪽마늘
감자

정충신

느티나무,
철쭉, 원앙

청양고추
구기자

심볼-칠갑산
민종식 칠갑산장승문화제

은행나무,
개나리, 백로

사과

윤봉길

예당저수지

느티나무,
개나리, 원앙

딸기, 대추,
곶감

윤서거

캐릭터-딸기
딸기축제

내 청양군
륙
권
예산군
금
강 논산시
권

이색

캐릭터-한산모시

마애삼존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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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권역별 경관
제 1 조 (기본방향)
① 신도시 전체테마인 ‘Wood Join City’와 더불어 충청남도의 지역성
을 반영할 수 있는 권역별 테마를 설정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공원녹지권역, 교육산업권역, 행정상업권역,
주거권역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을 연출한다.
③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경관, 색채경관, 야간경관 등의 경관상세계
획을 통해 각 권역의 테마를 최대한 실현한다.

제 2 조 (지구별 경관연출방향)
① 배후산악(숲)을 사업지 내부로 끌어들인 기존경관자원을 토대로, 예절
바른 선비의 고장인 충청남도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신도시 고유의 권
역별 경관을 연출한다.
② 충남의 선비정신을 ‘매, 난, 국, 죽 (梅, 蘭, 菊, 竹)’ 테마로 표현하
여 권역별 경관이미지에 적용한다.
③ 풍부한 자연성을 지향하는 공원녹지권역은‘엄동설한을 이기고 기다리며,
봄에 꽃을 피우는 매(梅)’의 테마를 적용시키며, 경관이미지는 오지형 수
계축 및 녹지축이 결합되어 단지의 밑그림을 만드는 공원녹지를 연출한다.
④ 고상함을 지향하는 교육산업권역은‘거름을 탐하지 않는 고결한 난
(蘭)’의 테마를 적용시키며, 비움으로써 기회가 발생하는 교육산업권
역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⑤ 청렴결백을 지향하는 행정상업권역은 ‘화려함보다는 소박한 꽃을 피
우는 국(菊)’의 테마를 적용시키며, 녹지와 에너지가 유입되어 활기
찬 행정상업권역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⑥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는 주거권역은‘사계절 푸른 잎에 성정이 곧은
죽(竹)’의 테마를 적용시켜, 자연의 혜택이 풍부하므로 편안하고 자
부심을 느낄 수 있는 주거권역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림Ⅳ-4-1> 권역별 경관테마

교육산업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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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1> 권역별 경관연출방안

구 분

컨 셉

연출방향

경관 이미지

“기다림” ㆍ배후산악(용봉산/수암산)의 녹지를 단
후대를 위해
매화나무를 심고
공원녹지권역 열매를 기다리는
(Eco Zone) 과수원

“고결함”
지식과 품성교육이
병행되는 학교/
교육산업권역 창의적인 산업권역

(Edu Zone
/En Zone)

지전체로 관입시켜 충남의 대표적인
숲 속 도시 조성
ㆍ기존 구릉지형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가로망과 연계한 녹지조성으로 생태단
지 조성
ㆍ각 공원 일정 면적을 매실과수원으로
활용

ㆍ쾌적한 교육공간 및 지역주민들의 복합문
화 공간 제공을 위한 숲속 학교 조성
ㆍ풍부한 자연환경을 단지 내에 입체적
으로 담아 쾌적하고 창의력 넘치는 첨
단산업단지 조성
- 랜드아트, 수경시설, 조형물 등을 통
한 특화공간 조성
- 권역 내 편익, 포장 시설 등에 난초문
양 활용

“소박함” ㆍ충남의 지역정체성을 반영하여 주변
산악과 조화되는 숲 속의 수평적 랜드
소박하고 친근하며,
마크(도청) 조성
해마다 국화축제가
ㆍ忠
' ,禮’를 상징하는 수직적 랜드마크(파
행정상업권역 열리는 찾고 싶은
워센터) 조성
(Ex Zone) 행정권역
ㆍ주거지구와 상업지구와 연계하여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행정권역 조성
ㆍ외부공간과 옥상녹화의 소재로 국화를
적극적으로 활용

“자부심”

주거권역
(Eaze Zone)

충남도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ㆍ기존구릉지를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하
는 친환경 정주공간 조성
ㆍ배후산악(용봉산/수암산)과 조화로운
도시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주거지 배치
ㆍ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형태 및
외관 디자인 계획
ㆍ경관목을 우선 배치하여 자연친화적인
주거 경관 조성
ㆍ외부공간에 사사, 조릿대 등 대나무과
식물의 적극 도입 및 건축디자인에 반영
(대나무 형태 등을 디자인요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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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거점 경관

제 1 조 (기본방향)
① 거점의 설정은 도시의 표정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신도시의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관거점을 형성한다.
② 경관거점은 크게 랜드마크 경관, 진입부 경관, 코너부 경관의 3개 거
점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장소적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킨다.

제 2 조 (주요 경관거점의 설정 및 연출방향)
<표Ⅳ-5-1> 주요 경관거점의 연출방향
분 류
랜드마크 경관
진입부 경관

코너부 경관

연 출 방 향
- 도시 중심부에 신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성 부여
- 공공건축물 등의 상징성 있는 주요건축물 디자인을 특화
- 도시 진입부에 관문경관을 형성하여 내방객에 대한 환대의 미를 창출
- 가로특성을 고려한 게이트 등의 상징물 조성
- 가로의 결절부에 발생하는 가각부 오픈스페이스에 각각의 테마를 부
여하여 이용자들간의 커뮤니티 발생을 유도
- 각각의 코너광장 부대시설(벤치, 안내판, 포장디자인 등)에 충청남도
시·군의 이미지를 반영

<그림 Ⅳ-5-1> 경관거점 위치도

랜드마크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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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부 경관

코너부 경관

제 6 장 통경축 및 조망축 형성
제 1 조 (기본방향)
① 양호한 주변환경으로의 조망권 확보 및 통풍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경축 및 조망축을 설정한다.
② 또한 대규모 건축물군을 적정규모로 분절시킴으로서 폐쇄감과 차폐감
을 완화시킨다.
③ 경관축(통경축 및 조망축)조성을 통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제 2 조 (통경축 및 조망축 연출방안)
<표Ⅳ-6-1> 통경축 및 조망축 구간별 연출방안

연출구간

연출방안

A구간

ㆍ통경축선상의 Eye stop으로써, 신도시 문화성 부각을 위한 건축물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시설용지로 설정한다.

B구간

ㆍ진입부 전면 녹지는 가로전체의 일체감 있는 경관연출 및 상징성 향상을
위해 경관녹지로 설정한다.

C구간

ㆍ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파워센터의 인지성 향상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해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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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구간

연출방안

D구간

ㆍ공동주택으로 인해 주요산악 및 파워센터에 대한 조망성이 저해되므로
이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주변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한다.

E구간

ㆍ봉수산으로의 통경축이 공동주택에 의해 차폐되므로 단지 내 통경축 20m와
양측 건축선 후퇴 6m를 합한 26m를 단지내 통경구간으로 확보한다.

F구간

ㆍ공원으로의 통경축이 공동주택에 의해 차단되므로 단지내 통경구간을 확보
한다.

<그림 Ⅳ-6-1> 통경축 및 조망축 연출구간

142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7 장 스카이라인
제 1 조 (기본방향)
① 도시스카이라인은 기존의 자연지형과 새로운 인공건축물의 집합체가
만들어내는 도시의 지평선으로서 신도시의 주요 경관자원인 배경산악
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② 경관 조망점에서 조망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층수변화 및 리듬감을 부여한다.
③ 산악경관에 대한 조망권 보호 및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④ 기존 조망점의 보전 및 새로운 조망경관을 창출한다.

제 2 조 (스카이라인 형성요소)
① 주요 건축물의 층수변화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
로써 작용하므로, 사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적합한 층수를 결정한다.
<표Ⅳ-7-1>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신도시 내 주요 건축물

구분
랜드마크
주거지

건축물

검토 층수

행정타운

7층 이하

파워센터

90m/120m (두개 층수 비교적용)

공동주택

7~25층 (30층까지 층수변화 적용)

단독주택

3층 이하

<그림Ⅳ-7-1> 파워센터 층고 및 스카이라인 시뮬레이션 분석 예시
파워센터 90m

파워센터 120m

파워센터 90m/건축물 층고 조정

파워센터의 인지성 측면에서 120m가 적당하며
주요 가로 주변 건축물 층고 조절을 통해 파워센터의 인지성 및 상징성 제고가 필요
<그림Ⅳ-7-2> 공동주택 층고 조절 시뮬레이션 분석 예시
최고층수 25층

최고층수 30층(일부 타워형 주동)

최고층수 35층(일부 타워형 주동)

배후 산악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며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일부 타워형 주동을 5층 상향 조절한 최고층수 30층 허용 안이 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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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연출방안)
① 배후 산악형자에 맞추어 단지 내 두 개의 봉우리를 형성하고 외곽으로
낮아지도록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② 남북방향의 경우, 배후 용봉산과 수암산의 형태를 닮은 단지 스카이라
인 조성을 위해 지구 중심부에 두 개의 고층존을 설정한다.(파워센터
는 신도시의 대표적 랜드마크 건축물로써 별도로 계획한다.)
③ 동서방향의 경우, 용봉산 자락에서 자연스럽게 평야로 이어지며 건축
물로 인해 형성되는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④ 이와 같은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건축물 층고를 고층존(30F이하)중층존(20F이하)-저층존(7F이하)으로 나눠 권역별(ZONE)로 적용한다.
<그림Ⅳ-7-3> 스카이라인 연출을 위한 건축물 층고 설정

<그림Ⅳ-7-4> 남북측 스카이라인 모식도

<그림Ⅳ-7-5> 동서측 스카이라인 모식도

<그림Ⅳ-7-6> 도시 스카이라인 시뮬레이션 검토

144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8 장 색채경관
제 1 조 (기본방향)
① 색채 가이드라인은 한국표준색계인 먼셀(Munsell)시스템을 기준, ISCC-NBS
톤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규정하여 지구전체적인
통일감부여를 위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제 2 조 (신도시 색채테마의 설정)
① 전체컨셉인 ‘Wood Join City’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색채계획 및
충과 예의 도시인 충남의 지역성 또한 반영해야 한다.
②‘수묵화’의 특징을 살려 대상지의 수묵담채화와 같은 이미지 구현을
위해 주변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로 녹지 속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색채 이미지를 연출한다.
<표Ⅳ-8-1> 색채 연출을 위한 색의 3속성 기준

분류

접근방식

적용법

색상 주변과 이질적이지 않으며, 최대한 연계된 이미지 추구

유사성의 원리를 적용한
유사계열 적용

명도

수묵화의 ‘삼묵법’을 명도 변화를 통해 표현

주조색 - 보조색 - 강조색
( 담묵 - 중묵 - 농묵)

채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배경색으로 인지되도록 적용

저/중채도 위주 적용

<그림Ⅳ-8-1> 색채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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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조성원칙 및 권역별 색채계획)
① 생태도시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녹지가 드러나고 색채들이 도드
라지지 않으며, 배경인 녹지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채로 계획한다.
② 한 점의 수묵담채화를 보듯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주변 권역과 연계
가 되도록 한다.
③ 전체적으로 ‘수묵화’의 이미지를 표현하되 권역별 성격에 맞는 키워
드를 추출하여 그에 따른 색채계획을 통해 권역별로 아이덴티티를 부
여한다.
④ 도료에 의한 색채계획보다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재료가 가진 색
채가 인식되어 자연스러운 색채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림Ⅳ-8-2> 권역별 색채계획

<표Ⅳ-8-2> 명도 / 채도 기준표

<표Ⅳ-8-3> 권역별 색채계획 <개정 2013.4.30.>

구분
Key
Word

특성

ㆍ신도시 전체적으로 중명도 / 중, 저채도의 톤을 갖도록 함

ㆍ고명도 / 저채도

주조색 ㆍ신도시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색상
ㆍ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대상의 베이스를 형성하는 색
ㆍ고, 중명도 / 저채도

보조색 ㆍ주조색을 한층 더 구체화시켜 건축의 구조미 표현
ㆍ주조색과의 배색조화를 통해 통일, 균형을 이룸
ㆍ중명도 / 중채도

강조색 ㆍ각 권역의 차별성과 Identity를 극대화시켜 인지도를 상승
ㆍ총면적의 10% 이내로 생동감, 변화감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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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예시
행정권역

상업권역

교육권역

산업권역

희망, 빛,

활동적,

젊음,

헌신,

생동감,

즐거운,

차분한,

진실,

상쾌한

경쾌한

고귀함

청결

주거권역
편안한,
온화한

제 4 조 (행정권역 세부색채계획)
<그림Ⅳ-8-3> 행정권역 위치도

① 청렴하고 결백하며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② 활기와 쇄신, 새로운 희망을 연상시키는 밝은 녹색 계열을 중심으로
신뢰감과 성공, 안전을 상징하는 파랑색 계열을 부분 사용한다
③ 밝고 은은한 주조색을 바탕으로 보조색, 강조색 배색의 명도 차이를
작게 하여 부드럽고 유연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표Ⅳ-8-4> 행정권역 색채계획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WARM GRAY 계열

고명도

저채도

보조색

YG/ BG 계열

고, 중명도

중, 저채도

강조색

GY/ BG 계열

중명도

중채도

입면색

[본조신설 2013.4.30.]

제 5 조 (상업권역 세부색채계획)
<그림Ⅳ-8-4> 상업권역 위치도

① 친근하고 활동적이며 즐거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② 따뜻하고 온화하며 명랑한 분위기의 주황 계열을 사용한다
③ 전체적으로 난색의 배색을 통해 강한 동적 분위기를 만들고 활력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한다
<표Ⅳ-8-5> 상업권역 색채계획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WARM GRAY 계열

고명도

저채도

보조색

R/ YR 계열

고, 중명도

중, 저채도

강조색

R/ YR 계열

중,저명도

고, 중채도

입면색

[본조신설 2013.4.30.]

제 6 조 (교육권역 세부색채계획)
<그림Ⅳ-8-5> 교육권역 위치도

① 젊음, 차분함을 상징하며 연접한 공원ㆍ녹지지역 및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②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신뢰감을 주는 갈색 계열을 사용한다
③ 보조색과 강조색은 고귀하며 성스러운 이미지의 보라색 계열을 부분
적용하여 평온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한다
<표Ⅳ-8-6> 교육권역 색채계획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WARM GRAY 계열

고명도

저채도

보조색

RP/ YR 계열

중명도

중, 저채도

강조색

RP/ YR 계열

저명도

저채도

입면색

[본조신설 20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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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산업권역 세부색채계획)
<그림Ⅳ-8-6> 산업권역 위치도

① 신뢰감, 성공, 안전을 상징하며 희망찬 미래를 지향하는 이미지를 형
성한다.
② 순수하고 청결하며 신선한 분위기의 파랑 계열을 사용한다.
③ 지붕은 벽면색인 파랑 계열과 연속되며 주변권역(교육권역, 주거권역)
및 녹지와 어울리는 그린, 브라운 계열을 사용하고, 벽면색보다 부각
되지 않도록 저명도, 저채도를 적용한다.
<표Ⅳ-8-7> 산업권역 색채계획

색채구분

색상

주조색 COOL GRAY 계열

명도

채도

고명도

저채도

벽
면 보조색
부

BG/ PB 계열

고, 중명도

중, 저채도

강조색

BG/ PB 계열

중명도

중채도

G/ RP 계열

저명도

저채도

옥탑부
(지붕)

입면색

제 8 조 (주거권역 세부색채계획)
<그림Ⅳ-8-7> 주거권역 위치도
상징가로(내부순환)

① 수묵화의 선의 강약, 삼묵법을 표현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②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신뢰감을 주는 갈색 계열을 사용한다.
③ 주거지 내의 권역구분은 우선적으로 조망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위계를 5단계로 나뉘어, 쉽게 인지되는 고층부의 공동주택을 1권역
으로 지정하고, 층수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지되는 중층, 저층
부를 각각 2권역에서 5권역으로 분류한다.
④ 1권역 색채를 진하게 하고 5권역으로 갈수록 연하게 하여 배경 녹지에
번져드는 수묵화 이미지를 구현한다.
⑤ 또한, 대상지 내부를 순환하는 상징가로변을 중심으로 중고층 공동주택
에 진한 색감을 적용함으로써, 도시 스카이라인 강조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Ⅳ-8-8> 수묵화이미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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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8-8> 주거권역 1 색채계획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WARM GRAY 계열

고명도

저채도

보조색

YR 계열

중명도

중채도

강조색

YR 계열

저명도

중, 저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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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면색

<표Ⅳ-8-9> 주거권역 2 색채계획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WARM GRAY 계열

고명도

저채도

보조색

YR 계열

중명도

중, 저채도

강조색

YR 계열

저명도

중채도

입면색

<표Ⅳ-8-10> 주거권역 3 색채계획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WARM GRAY 계열

고명도

저채도

보조색

YR 계열

고, 중명도 중, 저채도

강조색

YR 계열

중, 저명도 중, 저채도

입면색

<표Ⅳ-8-11> 주거권역 4 색채계획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WARM GRAY 계열

고명도

저채도

보조색

YR 계열

고, 중명도 중, 저채도

강조색

YR 계열

중, 저명도 중, 저채도

입면색

<표Ⅳ-8-12> 주거권역 5 색채계획

색채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WARM GRAY 계열

고명도

저채도

보조색

GY 계열

고, 중명도 중, 저채도

강조색

GY 계열

중, 저명도

입면색

중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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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야간경관
제 1 조 (기본방향)
① 야간경관 계획의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야간경관을 수립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② 도시 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만 아니
라, 과잉 조명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③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의 배려 및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④ 집중과 분산의 강약조절을 통한 조명계획으로 야경의 이미지를 극대화
한다.
⑤ 경관요소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연출기법을 달리하여, 다양한 요소
별 표현으로 풍부한 야경을 창출한다.

제 2 조 (조성원칙 및 연출방안)
① 야간에는 신도시 주변의 조명이 부재한 상태로 상당히 어두워질 것을
예상하므로 신도시 또한 그러한 주변 분위기에 조화로울 수 있는 최소
한의 경관조명을 연출해야 한다.
① 따라서, 모든 경관조명은 집중적인(부피가 큰) 밝기를 최소화 할 수 있
는 점적인 표현방식으로 도시 전체적인 통일감을 조성한다.
② 공동주택 옥탑부 조명 및 상향식 조명방식(업라이트)을 금지하며, 상
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원색의 조명 사용을 제한한다.
④ 신도시 전체 > 점(랜드마크와 주요건축물) > 선(공원녹지) > 면 (주거)
의 위계 하에서 조명연출방식에 단계별로 적용한다.

제 3 조 (가로의 조명)
① 가로의 성격에 맞는 야경연출법을 구상하여 신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
관을 고려한다.
② 가로와 연접한 공간(아파트, 상가, 학교, 공원 등)의 성격과 어울릴 수
있는 가로조명을 한다.
③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④ 주요경관축의 광원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경제적이며, 안개에 대
한 투시성이 좋아 가로조명에 적합한 조명을 기본으로 한다.
⑤ 가로등의 조도는 최소 22.5룩스 이상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 및 폭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한다.
⑥ 구역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등을 사용하여 가로
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보강 부분은 보행등으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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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주요시설물별 경관조명)
<표Ⅳ-9-1> 주요시설물별 경관조명 연출 기법

구 분

도청

파워센터

연 출

점(點)에 의한 연출

점(點)에 의한 연출

상징적 의미

야간의 수평적 랜드마크

야간의 수직적 랜드마크

사례 예시

- 건물자체의 내부 발광을 통한 경 - 상부에서 하부로 비춰지는(down
light) 수직적인 경관조명
관조명
세부연출기법

- 수평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 - 사업지구의 대표적인 고층타워로
는 도청의 특성을 이용, 건물에
써 내/외부 어디에서나 인지할
서 새어나오는 빛을 통해 넓은
수 있음
면적의 주변을 밝힘

구 분

공동주택

공원 ･ 녹지

연 출

면(面)에 의한 연출

선(線)에 의한 연출

상징적 의미

사업지구의 배경

야간의 녹지축 (五指)

사례 예시

- 건물의 조명은 가능한 배제

- 녹지를 비추는 가로등, 보행등의
점적 집합체가 만드는 선형 조명
- 휘도가 낮은 광원을 사용하여 공
동주택 자체의 발광을 줄이고, - 하천부는 수면을 비추어 ‘면’적인
선형을 이루는 조명방식
오히려 주변을 돋보이게 함
세부연출기법
- 공동주택 내 1층 옥외공간을 최
대한 밝힘으로써 거주자의 안전
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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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오픈스페이스
제 1 조 (기본방향)
① 도시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인공적인 구조물보다는 녹지 등의 자
연적인 공간을 대중에 제공하여 도시의 균형을 맞추는 공지의 개념으
로 오픈스페이스를 분류한다.
② 오픈스페이스로써 갖춰야하는 주요 기능으로 심리적으로 요구되는 개
방감(개방성)과 식물 등 자연요소를 포함하는 자연회귀감(친환경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모이는 이용의 자율화(공공성)가 있으며, 이
를 충족시켜 도시의 활력과 아이덴티티가 생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해야 한다.
③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는 공원, 하
천, 광장 등이 있으며, 각 오픈스페이스들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공간
들 간의 네트워킹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보행이 자유로운 도시를 조
성한다.

제 2 조 (오픈스페이스의 분류 및 설정)
<표Ⅳ-10-1> 공간별 연출방향 및 설치계획

구

분

연출방향 및 설치계획

소공원

- 단독주택지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원개념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조성

어린이공원

- 주거지역 및 초등학교와 연계배치하여 조성

공원

녹지

근린공원

- 생태회랑 내 Culture Belt와 연계하여 문화활동형 및 생태체험형으로 조성

체육공원

- 주변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웰빙공간으로 조성

완충녹지

- 교통소음차단 및 정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 및 주거지/교육시설
주변에 설치

경관녹지

- 경관숲 조성으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용봉산 및 수암산의 경계부
에 설치

연결녹지

- 주요회랑축 및 회랑간 연결을 위해 설치

자연형 하천

- 홍예공원에서 시작하는 두개의 중심 하천축은 친환경적인 자연적 경관을 가진
하천으로 조성

도시형 하천

- 사업지 내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실개천들은 주거지 속의 접근이 용이한 도
시적 경관을 가진 하천으로 조성

가로 내 광장
(코너광장)

- 소규모 쌈지공원 형식의 광장으로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 (위
치 및 세부내용은 제12장 코너광장 참조)

하천

광장

주거지 내 광장 - 아파트, 주택지 내 생활자들의 교류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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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미지

제 3 조 (공원 조성원칙)
① 배후 산악에서 단지 내의 구릉지로 유입되는 녹지축을 보전하여 공원
으로 조성한다.
② 홍예공원, 애향공원은 지역성을 반영하는 별도의 주제공원으로 분류되
며 대규모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③ 그 외, 체육공원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2개의 주제공원을 추가로 조성
한다.
④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단위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옥외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형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업지 남측의 미지
형 구릉지는 보존형 근린공원으로 지정한다.
<그림Ⅳ-10-1> 공원녹지권역 계획

<그림Ⅳ-10-2> 홍예공원(문화주제) 조경계획 예시

<그림Ⅳ-10-3> 보훈공원(문화주제) 조경계획 예시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 이벤트공간

야외무대

데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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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0-4> 애향공원(역사주제) 조경계획 예시

기억의 정원

전통놀이공연장

제 4 조 (녹지 조성원칙)
① 완충녹지는 신도시내 간선도로변 및 환경클러스터 경계부 등에 설치하
여 환경저해요인을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폭
10~30m로 계획한다.
② 경관녹지는 신도시 경계부(배후산악 주변 등)에 설치하며,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다층구조의 숲으로 조성한다.
③ 신도시 내 공원 및 하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남북녹지축으로 확
보할 수 있도록 폭 40~50m로 계획한다.
<그림Ⅳ-10-5> 완충녹지 배식패턴 예시 <그림Ⅳ-10-6> 경관녹지 단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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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0-7> 하천축 계획

제 5 조 (하천 조성원칙)
① 기존의 신경천, 목리천, 금마천의 물줄기를 보전하여 사업지 전체를
감싸안은 하천축을 중심으로 자연형 하천경관과 도시형 하천(실개천)
경관을 조성한다.
② 자연형 하천의 상세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학습공간 : 자연초지 및 습지조성으로 동식물의 서식처 확보
학교와 연계된 수생태 체험시설 도입
2. 자연보전공간 : 기존하천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며, 산책 및 자연관찰
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도입
<그림Ⅳ-10-8> 자연형 하천 단면계획 예시

③ 도시형 하천의 상세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1. 동적활동공간 : 시민들을 위한 운동 및 휴게시설 도입
2. 정적활동공간 : 시민들을 위한 산책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그림Ⅳ-10-9> 자연형 하천경관

<그림Ⅳ-10-10> 도시형 하천경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55

제4편 경관상세계획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 11 장 가로경관
제 1 조 (기본방향)
① 가로별 성격에 적합한 테마를 부여하여 신도시의 가로경관을 연출한다.
②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단지내 녹지로의 시계확보를 위한 가로 선형
을 계획한다.
③ 보행 레벨에서의 다양한 경관 창출로 걷는 즐거움이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④ 공원, 하천, 녹도, 코너광장과 일체적인 정비로 쾌적한 어메니티 공간
을 조성한다.
⑤ 건축선 후퇴 등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여 도로의 개방감을 증진시킨다.
⑥ 가로시설물의 경우, 공공시설로써의 상징성과 조화성, 가로의 연속성
을 확보해야 한다.

제 2 조 (성격부여 및 구간설정)
<그림Ⅳ-11-1> 상징가로 예시

<그림Ⅳ-11-2> 가로유형별 위치도

① 가로경관축은 신도시 골격을 이루며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2가지 타입
의 상징가로와 3가지 타입의 커뮤니티가로를 설정한다.
② 상징가로 1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권역을 중심으로 주요 통경축 확보 및 Eye stop에 상징성 있는 시
설을 계획한다.
2. 주동선 이미지 향상을 위한 가로변 상업시설 Set-back으로 쾌적한 상
징가로를 조성한다.

③ 상징가로 2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충남의 지자체를 형상화한 코너광장과 상징가로를 연계한 개성있는 가
로경관을 창출한다.
2. 보행로와 연계한 단지 전체를 연결해 주는 자전거 도로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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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1-3> 커뮤니티가로 예시

④ 커뮤니티가로는 교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및 이벤트 공간으로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가로로 조성한다.

제 3 조 (가로수종의 조건)
① 가로수는 시각에 관한 경관성, 생리에 관한 환경성, 인식에 관한 장소
성 등의 가로가 갖는 어메니티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신도시 가로수는 공간별 테마에 부합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가로
수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간선도로별 수종은 시선의 유도 및 도시 이정표로서의 기능을 가
지도록 한다.
2. 도로의 교차부 및 곡선부 등 시선이 집중되는 결절구간은 일반구간의
가로수보다 수관이 크고 수형이 좋은 경관수목을 식재하여 가로의 장소
성 및 상징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제 4 조 (가로수종의 검토 및 선정)
<표Ⅳ-11-1> 가로수 수종 검토 및 선정

수종

CO2
흡수량(g/d)

SO2
흡수량(g/d)

NO2
흡수량(g/d)

수령

환경부 추천
인상적인
환경정화수 가로경관 연출

비고
(적용가로)

느티나무

908.47

0.99

0.8

21년 이상

주택가

○

상징가로 1

은행나무

92.25

0.1

0.08

16-20년

가로수

○

상징가로 2-1

이팝나무

-

-

-

-

-

○

상징가로 2-2

느티나무

-

-

-

-

가로수

○

커뮤니티가로 1

메타세콰이어나무

-

-

-

-

-

○

커뮤니티가로 2

무궁화

-

-

-

-

가로수

-

커뮤니티가로 2

왕벚나무

-

-

-

-

주택가

○

커뮤니티가로 3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료집(1999.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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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1-4> 상징가로 위치도

②-1
②-2
①

제 5 조 (가로별 이미지 연출)
<표Ⅳ-11-2> 상징가로 가로경관 연출 방법

가로경관 연출 - 상징가로 1
ㆍ충남도청(내포) 신도시의 중심가로로 충남도의 발전과 화합을 상징한다.
ㆍ배경 산악으로의 통경축, 3열의 가로수 식재로 녹음이 풍성한 인상적인 길로 조성한다
ㆍ가로수는 느티나무를 열식하고, 당산목도 느티나무로 식재(중분대 : 소나무)한다.

가로경관 연출 - 상징가로 2
ㆍ충남도의 15개 지자체를 상징하는 코너광장과 가로를 연출한다.
ㆍ자전거로 순회하면서 15개 지자체를 알아가는 길로 조성한다.
ㆍ②-1 은 은행나무(중분대 : 소나무), ②-2 는 이팝나무를 열식(중분대 : 칠엽수), 통일
된 이미지 속의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로의 모습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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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1-5> 커뮤니티가로 위치도

<표Ⅳ-11-3> 커뮤니티가로 가로경관 연출 방법

가로경관 연출 - 커뮤니티가로 1
②

③

ㆍ곡선형의 외곽 도로로 시퀀스경관 연출을 통해 아름다운 드라이브 길을 조성한다.
ㆍ수고 및 수관폭이 크고, 계절 변화감이 우수한 느티나무를 식재한다.
ㆍ유선형 포장패턴으로 리듬감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중분대 : 산딸나무 / 소나무)

①

가로경관 연출 - 커뮤니티가로 2
ㆍ주 진입동선이며, 대학 및 고층의 공동주택단지를 잇는 길로 조성한다.
ㆍ주변 고층건물을 차폐하며, 강한 축을 형성하는 칠엽수식재 및 직선형 포장패턴으로
방향성을 강조한다. (중분대 : 배롱나무)

가로경관 연출 - 커뮤니티가로 3
ㆍ단지 내 각 공원과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회랑으로 조성한다.
ㆍ왕벚나무 열식과 아기자기한 포장패턴 도입으로 보행자 위주의 쾌적한 가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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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가로시설물의 조성원칙)
① 가로시설물은 가로수와 더불어 가로경관형성에서 지역적 특색 및 다양
한 경관 창출을 위한 경관요소(Street furniture)로서 적극 활용한다.
② 신도시 전체 테마와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요소를 바탕으로 추출한
‘충(忠), 청(淸), 예(禮)’를 디자인 모티브로 적용시켜 정체성을 부각
시킨다.
③ 충남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일관성 있는 가로경관 이미지 확립을 위해
형태, 재료, 색채 등을 고려한 가로시설물의 통합디자인을 추구한다.
④ 가로의 성격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가로시설물은 가급적 통합설치하여
보도 구간 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잡함을 방지하고 정돈된 가로경관을
창출한다.
⑤ 다양한 연령과 이용행태에 부응할 수 있는 장벽 없는 유니버설디자인
의 개념을 도입하여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 디자인을
적용한다.
⑥ 범죄예방측면을 고려한 환경설계를 통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안전
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⑦ 가로시설물을 통행시설물, 휴게시설물, 서비스시설물, 보호시설물, 조
명시설물, 미관시설물의 6종류로 분류한다.
⑧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고, 전기변
압기는 도로변 녹지 및 공원 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표Ⅳ-11-4> 종류별 시설물 조성 방안

분

류

조성 방안

- 버스쉘터의 경우, 이용빈도 측면이나 규모면에서 다른 시설
물보다 인지성이 높으므로 충남의 지역성을 적극 반영
(버스쉘터, 택시쉘터,
- 주변과의 조화성과 보행자의 편의성을 고려
보도블럭, 점자블럭,
- 보도폭에 따라 규격을 달리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자전거
보차도 경계석 등)
보관대, 벤치 등)과의 통합설치를 권장

통행시설물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 등)

서비스시설물
(종합안내판,
유도사인,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 부스 등)

- 일부 특화 벤치의 경우, 휴게성과 동시에 심미성을 고려하여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적용할 것을 권장
- 휴먼스케일과 설치공간의 적합성을 고려
- 종합안내판의 경우, 정보전달을 위한 이용빈도가 높으므로 충남
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지역정보전달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계획
- 필수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인지성 측면을 고려

- 보행자 및 주행자에게 인지성이 높고 안전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계획
(보호 펜스, 볼라드,
- 기능 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지향하고 보행에 방해받
방음벽, 옹벽 등)
지 않도록 계획

보호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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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조성 방안

- 가로등의 경우, 보행자는 물론 주행자 시점에서 많이 조망되어
인지성이 높으므로 충남의 지역성을 적극 반영한 디자인을 계획
- 장식이나 상징물의 설치는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간결한 디자
조명시설물
인을 지향
(가로등, 보행등 등)
- 고광택 재료 사용은 지양하고 가로의 연속적 이미지를 반영하여
계획

미관시설물
(상징조형물,
시계탑, 벽화 등)

- 공원, 주거지 내 커뮤니티 공간, 가로, 코너광장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양한 공간에 설치 가능하므로 각 공간별 다양한
테마에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
- 규모가 크고 위치적 측면에서 인지성이 높은 상징조형물의 경우,
충남의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권장
- 신도시 전체 테마(Wood Join City)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도록 자연소재(나무, 돌 등)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그림Ⅳ-11-6> 가로시설물 예시

버스쉘터

종합안내판

가로등

통합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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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코너광장
제 1 조 (기본방향)
① 코너광장은 도시를 구성하는 도시구조물의 일종으로 개별공간들에 따
른 특징적인 성격을 부여하여 충남도청(내포) 신도시만의 Identity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징가로변 주요 교차로변 코너에 위치하여 가로의 상징성을 높이며,
가로간의 상이한 성격을 완충, 결합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③ 가로별 성격과 연계된 테마가 있는 광장계획을 도모한다.

제 2 조 (코너광장의 위치 및 유형설정)
① 각각의 코너광장에는 충청남도 시ㆍ군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충남의 지
역성을 강하게 부각, 상징가로변 코너광장으로써의 상징성을 전달한다.
② 충청남도 행정구역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테마 코너광장을 4개 권역으
로 분류하여 조성한다.
③ 주변 토지이용, 활용도를 고려한 코너광장의 유형을 제시한다.
④ 신도시의 코너광장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Ⅳ-12-1> 권역별 코너광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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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2-1> 코너광장 유형별 특성 및 적용

구분

유형별 특성

교차로를 중심으로 도로까지
포함하여 각 코너의 형태 및
재료를 통합한 디자인

도로일체형

적용광장

① 보령

⑦ 당진

각 코너의 형태 및 재료를
통합하되, 도로부분은 포장패
턴의 일부만 도입

도로띠형

적용광장

② 서천

⑪ 계룡

⑥ 서산

⑫ 공주

⑨ 청양

⑬ 금산

⑩ 예산

⑮ 부여

주변 토지이용에 따라 코너의
형태 및 재료에 융통성을 둠

도로분리형

적용광장

③ 태안

⑧ 아산

④ 홍성

⑭ 논산

⑤ 천안

제 3 조 (코너광장별 테마설정 및 상징수 추출)
① 충청남도의 15개 지자체를 상징하는 테마가로와 테마광장을 설정한다.
1. 상징가로(테마가로)는 가로수, 가로등 등의 수직적 요소를 통일되게 연
출하되, 포장 및 소규모 시설물로 지자체 코너광장과 연계하여 디자인
한다.
2. 코너광장(테마광장)은 지자체의 상징수를 코너광장의 정자목으로 식재
하고, 포장 및 휴게시설 디자인으로 지자체의 대표이미지를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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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별 상징수는 각 시ㆍ군을 대표하는 시목과 시화를 중심으로 선별
한다.
<표Ⅳ-12-2> 지자체별 상징수

지자체별 분류

서해안권

북부권

내륙권

금강권

<그림 Ⅳ-12-2> 자치단체별 코너광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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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수

보령시

소나무

서천군

해송 / 동백꽃

태안군

소나무 / 동백꽃

홍성군

느티나무 / 개나리

천안시

능수버들 / 개나리

서산시

소나무 / 국화

당진군

소나무 / 진달래

아산시

은행나무 / 목련

청양군

느타나무 / 철쭉

예산군

은행나무 / 개나리

계룡시

소나무 / 철쭉

공주시

느티나무 / 곰솔

금산군

소나무

논산시

느티나무 / 개나리

부여군

은행나무

<표Ⅳ-12-3> 서해안권 상세이미지 설정 예시

구분
보령
코너광장1

서
해
안
권

서천
코너광장2

태안
코너광장3

홍성
코너광장4

위치 및 성격

경관이미지 형성

ㆍ주거지와 교육시설의 연계지점
ㆍ지하차도 교차부로 포인트 기능

소나무 광장
클레이 가벽(머드)

ㆍ공동주택과 근린공원 연계지점
ㆍ커뮤니티가로 축선상 위치

해송림
한산모시모티브의 독기

ㆍ근린공원과 공동주택의 연계지점
ㆍ홍예공원 입구부

소나무 광장
꽃게 조형물

ㆍ상징가로 축선상 위치(Eye stop)

느티나무 정자목
조양문형상 파고라

<그림Ⅳ-12-4> 서천 문화광장 스케치 예시
<그림Ⅳ-12-3> 서천 문화광장 위치도

지역을 상징하는 포장패턴
특산품을 상징하는 독기조형물
군목을 활용한 송림

<표Ⅳ-12-4> 내륙권 상세이미지 설정 예시

구분
청양
코너광장9

내
륙
권

예산
코너광장10

계룡
코너광장11

공주
코너광장12

위치 및 성격

경관이미지 형성

ㆍ주거밀집지의 연계지점
느티나무 정자목
ㆍ주요커뮤니티가로(외부에서 진입)위치 고추 조형 플랜터
ㆍ주거지와 상가의 연계지점
ㆍ커뮤니티회랑 축선상에 위치

은행나무 정자목
사과벤치/조형물

ㆍ주거지와 공원, 주상복합의 연계지점 소나무 광장
용문양 가벽
ㆍ주거지와 공원, 주상복합의 연계지점 느티나무 정자목
곰나루 전설 가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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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2-5> 청양 문화광장 위치도

<그림Ⅳ-12-6> 청양 문화광장 스케치 예시
지역을 상징하는 포장패턴
특산품을 상징하는 플랜터

군목을 활용한 배경림

<그림Ⅳ-12-7> 계룡 문화광장 위치도

<그림Ⅳ-12-8> 계룡 문화광장 스케치 예시

지역을 상징하는 포장패턴
특산품을 상징하는 플랜터

군목을 활용한 배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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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게이트

제 1 조 (기본방향)
① 게이트는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도시구조물의 일종으로 진입부의
관문경관을 형성해야 한다.
② 도로의 폭과 가로의 성격에 맞춘 적정한 구조형식과 규모를 계획한다.
③ 주변의 토지이용과 주․보행자 시점을 고려한 배치방식(양측 또는 편측
배치)으로 결정한다.

제 2 조 (게이트 위치 및 유형설정)
① 신도시의 게이트는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1. Main Gate : 용봉산, 수암산, 덕숭산으로 삼산의 경관을 형성한다.
2. 수목게이트1 (열식형) : 주변 숲과 조화되는 수목 게이트를 조성한다.
3. 수목게이트2 (군식형) : 주변건축물과 조화되는 군식형 수목게이트를
조성한다.
<그림Ⅳ-13-1> 게이트 위치도

<그림Ⅳ-13-2> 메인게이트 스케치 예시

<그림Ⅳ-13-3> 수목게이트 스케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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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옥외광고물

제 1 조 (기본방향 및 적용원칙)
① 옥외광고물의 난립과 노후에 의하여 도시경관이 황폐화되는 폐단을 미
연에 방지하고 신도시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지닌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② 광고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건물 및 가로경관과 통합된 디자인을 지향한다.
③ 수준 높은 디자인을 유도하고, 신도시의 정체성 및 개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④ 질서 정연하고 품위가 느껴지는 옥외광고물 기준을 제시한다.
⑤ 경관 권역별 옥외광고물 디자인 기준을 제시한다.
⑥ 건축물 외관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기준을 제시한다.
⑦ 광고물 설치는 건물별로 주민이 협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4.30.>
⑧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표시강화 및 표시
완화 변경 고시(홍성군, 예산군)」을 따르며, 본 지침 시행이후 관련법
령 ․ 조례 및 고시의 개정 ․ 변경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해
당 법령･조례 및 고시를 따른다. <신설 2013.4.30.>

제 2 조 (옥외광고물 설치의 5대원칙)
① 광고물 설치량을 최소화하고 설치 규모를 축소한다.
1.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행자중심의 시각으로, 과도하게 넓은 면적의 간판을 지양한다.

②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설치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13.4.30.>
1. 공간의 생활특성 및 문화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세부지침을 적용한다.
2. 규제강화구역 및 완화구역을 지정한다.

③ 건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유지한다.
1. 한 건물에 설치된 간판들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2.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경관이 지닌 장소적 정체성 강화 요소로써
활용한다.

④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표기한다.
1. 주표기내용과 보조표기내용을 구분하여 중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효과를 증대한다.
2. 주표기내용은 업소명이나 브랜드명으로 제한한다.

⑤ 시인성과 가독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1. 표기요소 간에 적절한 여백을 확보하여 시각적 인식의 용이성을 증대시킨다.
2. 간판과 간판 간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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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일반적 규제사항)

삭제 <2016.11.22.>

제 4 조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삭제 <2016.11.22.>

제 5 조 (규제강화 및 규제완화구역의 지정)
① 내포신도시 내 특정한 가로 경관 형성이 요구되는 구역에 규제강화구
역 및 규제완화구역을 지정한다. <개정 2016.11.22.>
<그림 Ⅳ-14-1> 규제강화 및 규제완화구역 위치도

② 규제강화구역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행정구역 등 정돈된 도시이미지 형성이 요구되는 도청 주변 및 업
무지역은 규제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2. 광고물 자체의 부각보다는 건축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간판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3. 가로형 간판은 규격과 색채가 동일한 간판 게시틀을 사용하고, 2층까지
설치 가능하다.
4. 건물명은 1면에만 설치 가능하다.
5. 돌출간판은 베이스판의 색채를 통일시키고 2층~4층까지 설치 가능하다.
6. 직접조명, 점멸조명, 광원노출 등의 방식은 금지하고, 간접조명만 사용
가능하다.
<그림Ⅳ-14-2> 규제강화구역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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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완화구역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상업지역 등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형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활력
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규제완화구역으로 지정한다.
2. 점포마다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개성 있는 간판디자인을 권장한다.
3. 가로형 간판은 5층까지 설치 가능하며, 판류형 간판은 금지한다.
4. 건물명은 최대 2면에 설치 가능하다.
5. 소형돌출간판은 1층 업소에 한해 1개 업소당 1개 허용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업소를 상징하는 예술적 조형물 형태를
권장하며 최대 돌출폭 1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 면적은 0.36㎡이내
로 한다.
6.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 건물로 건물 당 1개 설치 가능하며 세부 사항
은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표시강화 및 표시완
화 변경 고시」에서 규제한 내용을 따른다. <개정 2016.11.22.>
7. 광원 노출 및 직접조명, 점멸조명의 사용은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가능하다.
<그림Ⅳ-14-3> 규제완화구역 모식도

④ 신도시의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 및 아케이드로 조성
된 1층 공간의 광고물 등에 대한 사항은 보행자의 편의 및 시각적 안
정감 향상을 위해 규제강화구역 및 규제완화구역과는 별도로 다음을
따른다.
1.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에 한하여 1개 업소당 1개의 가로
형 간판 설치가 가능하고, 입체형 간판을 원칙으로 한다. 가로형 간판
이외의 경우 규제강화구역의 내용을 따른다.
2. 아케이드로 조성된 1층 공간은 가로형 광고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1개
업소당 1개(게시틀 포함 가로･세로 1m, 두께 0.3m 크기)의 소형 돌출
간판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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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 돌출간판에 대한 사항은 규제완화구역의 규정을 따른다.
<표Ⅳ-14-1> 규제강화구역 및 완화구역 등의 규제사항

구

분

규제강화구역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 외벽
및 아케이드로 조성된 1층 공간

규제완화구역

가로형
광고물

- 2층 이하 설치 가능
- 간판게시틀은 규격과 색채가
동일한 것을 사용

- 5층 이하 설치 가능

- 아케이드 공간은 설치 금지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에 한해 1개 설치 가능

가로형
광고물
(건물명)

- 1개 설치 가능

- 최대 2면에 설치 가능

- 1개 설치 가능

- 가로형광고물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1개 설치가능
- 2층~4층 설치가능

- 가로형광고물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1개 설치가능
- 2층~4층 설치가능
- 1층 소형 돌출간판 설치 가능
(위원회 심의)

- 아케이드 공간은 소형 돌출간판
1개만 설치 가능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2층~4층 설치 가능

돌
간

출
판

지주이용
간
판

- 5층 이상 건물로 건물당 1개 설치 가능
(단, 연립가로형광고물이 설치된 업소는 설치불가)

조

- 간접조명 허용
- 광원노출, 직접점멸조명
․
불가

명

-

- 직접조명, 점멸조명, 광원노출
가능(위원회 심의)

- 간접조명 허용
- 광원노출, 직접점멸조명
․
불가

[전문개정 2013.4.30.]

제 6 조 (행정사항 등)
① 옥외광고물 등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에 관
한 사항을 토지공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건축허가 신청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검
토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 및 신고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6.11.22.>
2. 허가권자는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해야 한다.

③ 광고물심의 등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전에 표시하고자 하는 광고물에 대한 『설치 계획』을 제출하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와 건물여건 또는 광고물디자인 특성상 본 지침
의 내용을 따르기가 어려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령의 범
위 안에서 완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30.>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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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건축물 및 랜드마크 타워
제 1 조 (기본방향)
① 신도시의 토목분야, 조경분야,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부문과의 조합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제시를 통해 보다 유기적이며, 조화로
운 도시 경관을 형성한다.
② 랜드마크는 도시이미지 형성의 대표적 요소로써, 도시공간에 아이덴티
티 및 공간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지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또한 활동적 도시경관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중심으로써의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④ 공공건축물은 대중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성을 감안하여 오픈스페이스
의 제공, 색채ㆍ야간경관 등의 경관형성에서 최대한 공공성을 배려한
선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제 2 조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①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변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의
규제,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② 바람길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통해 도시의 친환경성을 증대
시킨다.
③ 가로의 시퀀스경관 분석을 통해 주요 조망선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선
정, 건축물의 입면디자인 특화를 통해 연속된 가로 속 에서 건축물에
의한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한다.
1. 건축물 외벽에 음각과 양각을 표현하는 디자인수법의 사용으로 뚜렷한 음영
을 형성하는 입면디자인
2. 고층부와 저층부 분절을 통한 다양한 느낌의 건축외관 디자인
<그림Ⅳ-15-1> 시퀀스 경관의 시뮬레이션 분석 예시

⇩
산악경관과 공원녹지경관이 풍부한 9~12번의 가로경관에 비해 6번과 8번의 경우, 건축물 일색의 지루한 경관이 연속되고 있으므로,
eyestop으로 조망되는 건축물의 입면디자인 특화를 통해 건축물에 의한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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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2> 입면특화 건축물 위치도

<그림Ⅳ-15-3> 건축물 입면디자인 특화예시

고층부와 저층부가 분절된 외관디자인

음영이 뚜렷한 디자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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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랜드마크 타워의 설정)
① 신도시의 랜드마크는 성격적 분류 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② 각각의 랜드마크는 특징적인 디자인과 컨셉을 지녀야 한다.
<표Ⅳ-15-1> 랜드마크 분류

랜드마크의 성격적 분류

건축물
도 청 (수평적 랜드마크)

신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
파워센터 (수직적 랜드마크)
도시 중심축(상징가로)의 아이스탑

박물관 / 문예회관

제 4 조 (도 청)
① 배산임수의 지형과 조화되는 수평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② 두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화합(和合)의 이미지 형상화를 권장한다.
③ 신도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기관으로써의 청렴하며, 깨끗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건축물로 디자인한다.
<그림Ⅳ-15-4> 도청 사례예시

제 5 조 (박물관/문예회관)
① 수공간 및 녹음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 건축물로 조성한다.
② 비어있음에서 시작하여, 창의롭고 자유롭게 펼쳐지는 예술적 상징을
권장한다.
<그림Ⅳ-15-5> 박물관/문예회관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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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파워센터)
① 조형미가 있는 외관계획으로 대상지 정체성을 반영한 인지성이 높은
건축물로 디자인한다.
②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도시를 내려다보고 민심을 살핀다는 의미를 건
축 입면 형태에 권장한다.
③ 충효사상을 존중하는 충청남도의 정신인“禮”와 나라를 사랑하는 한
민족의 굳은 심지의 “忠”을 디자인요소로 적극 활용한다.
<그림Ⅳ-15-6> 파워센터 사례예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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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경관목 조성

제 1 조 (기본방향)
① 도시경관의 풍성한 표정연출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써, 경관목을 이용
한 자연친화적 주거지의 골격을 형성한다.
② 경관목은 각각의 가로환경에 적합한 환경적인 요인 (CO2, SO2, NO2
흡수량 등)의 충족은 물론, 가로경관 형성에도 적절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해야 한다.

제 2 조 (경관목 조성방안)
① 단계적 개발을 고려하여, 단지 조성 초기에 경관목을 우선 식재하여
가로나 택지의 변화감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② 경관목 조성은 단독주택지, 각 코너광장의 아이스탑(Eye stop), 상징
가로축의 아이스탑(Eye stop)에 식재한다.
③ 수종선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지 : 환경 정화수종, 유실수, 화목류, 녹음수 위주로 선정한다.
(수종 : 목련, 느티나무, 팽나무, 감나무 등)
2. 코너광장 : 충남도 각 지자체의 상징수를 선정한다. (제 12장 제 3조 코
너광장별 테마설정 및 상징수 추출 참조)
3. 당산목 :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로 선정한다.

④ 세부조성기법은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지 : 경관목은 전체 132주 식재한다. (수목은 R30 이상의 대교
목으로 랜덤하게 배식)
2. 코너광장 : 교목은 광장의 배경식재나 초점식재하고 관목은 대규모 화
단으로 조성한다.
3. 당산목 : 문예회관과 조화로운 위치에 단독식재 한다.
<그림 Ⅳ-16-1> 경관목 조성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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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6-2> 단독주택지 내 경관목 조성 예시

1단계 : 택지조성단계

2단계 : 경관목 우선식재 단계

3단계 : 주택건설단계

4단계 : 이후 10년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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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특별관리구역의 설정

제 1 조 (기본방향)
① 충남도청(내포) 신도시의 산악, 구릉지 및 하천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존한다.
② 주요가로 및 상징적 건축물(도청)과 도청 주변의 상징성이 높은 지역
의 경관을 유지해야 한다.

제 2 조 (산악 및 녹지 중점관리구역-주요산악 및 녹지축 주변)
① 배후산악(용봉산 및 수암산)과 인접한 대상지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
<그림Ⅳ-17-1> 산악주변 원지형 및
스카이라인 형성 예시도
스카이라인 조화

원지형 보존
및 녹지연계

지역 및 주요 유입녹지축 주변(연접부)이 해당된다.
② 원지형을 보존하고 녹지를 연계한다.
1. 산자락의 원지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훼손 녹지는 원수종
과 유사한 수종을 대체, 식재하여 원경관을 복원한다.
2. 인접 시설용지 주변 버퍼 녹지대 내 산림경관과 조화되는 수목을 선정한다.
3. 산악녹지와 오지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설지 내 조경공간, 완충녹
지 등을 통해 녹지 흐름이 연계되도록 한다.
4. 공원 및 녹지는 기준 녹지율보다 증대하도록 한다.

③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도모한다.
<그림Ⅳ-17-2> 주요유입녹지축 주변
스카이라인 형성 예시도

1. 산자락에 위치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단위 개발을 원칙으로 하
여 단위별 일관성을 유지한다.
2. 건축물은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를 하고 자연친화적 형태 및
소재로 계획한다.
3. 산악녹지축 주변은 3층 이하의 규모로 주변 산악과 조화되는 다양한 건
축입면계획수립을 유도한다.
4. 주요 유입녹지축 주변은 공동주택의 층고조절을 통한 변화감 있는 스카
이라인을 형성한다. (녹지축주변 저층에서 단지중심부 고층으로 형성)
<그림Ⅳ-17-3> 산악 및 녹지 중점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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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7-4> 가로경관 중점관리구역

제 3 조 (가로경관 중점관리구역-주요가로주변)
① 주요 상징 및 커뮤니티가로 도로경계로부터 50m이내(1블럭) 해당된다.
② 가로의 경관을 규제한다. (상징가로/커뮤니티가로)
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보도 등)의 패턴, 가로시설물 등이 일체화되는 통
합적 계획을 유도한다.
2. 주요 통경축의 가로수는 대형목(R20이상)을 식재하여 풍성한 녹음가로
를 유지한다.

③ 조망선을 위한 건축한계선을 규제한다. (상징가로1)
<그림Ⅳ-17-5> 건축한계선을 통한
가로경관 관리 예시도

1. 상징가로변은 6m 건축물 Set-back계획 및 입면분절을 권장한다.
2. 상징가로변 블록의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한계선을 일치시켜 일체화된
이미지를 형성시키며,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 4 조 (조망경관 중점관리구역-상징적 건축물(도청)주변)
① 도청을 중심으로 배후 용봉산과 수암산 조망가시권 내 방사형 통경축
구간이 해당된다.
② 절대 고도를 지정한다. (중심상업지구)
1. 주진입 조망점에서 도청으로의 조망축 상의 중심상업지구 건축물을 7층
이하 높이로 제한하여 도청으로의 조망을 확보한다.
2. 건축허가 신청시 실제 계획지반고를 고려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도
청으로의 인지성을 확보한다.

③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한다. (행정타운 및 비즈니스파크)
1. 행정타운 및 비즈니스파크내 건축물은 입면, 스카이라인 등 서로 조화
되는 건축계획을 통해 일체감을 형성한다.

④ 특화된 경관을 유도한다.
1. 산악 녹지축과 녹지흐름을 연계하고, 구역 전체가 신도시의 바람길이
될 수 있도록 구역내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2.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Ⅳ-17-6> 조망경관 중점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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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그 간의 추 진 경위

【부록1】그간의 추진경위
○2009. 03. 20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09-129호)
○2010. 06. 10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1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0-176호)
○2011. 03. 28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2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1-71호)
○2012. 03. 30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3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2-112･113호)

○2013. 04. 30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4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3-109호)
○2013. 12. 27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5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3-449호)

○2014. 10. 24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6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4-314호)

○2015. 04. 30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7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5-116호)

○2015. 08. 05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8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5-239호)

○2015. 12. 29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9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5-493호)

○2016. 11. 22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10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6-391호)

○2017. 05. 26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11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7-176호)

○2017. 12. 22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12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7-451호)

○2018. 08. 29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13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8-278호)

○2019. 02. 11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14차)
(충청남도 고시 제2019-29호)

※( )의 변경차수는 실시계획 변경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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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주 요변 경 사항
`

【부록2】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주요변경사항
가. 복합커뮤니티시설 허용용도 변경
변경사유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현재 천안시 입지)을 내포신도시내 복합커뮤니티시설에 입지토록 허용용도
변경(충청남도 요청사항)

복합커뮤니티시설

구분

건축물
허용용도

기정

변경

• 복합커뮤니티시설
면사무소 보건지소 우체분국 경찰지구대
영유아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근린구매시설 연면적의
이하
근린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외국어학당
기타 공공업무 및 주민편익시설

• 복합커뮤니티시설
면사무소 보건지소 우체분국 경찰지구대
영유아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근린구매시설 연면적의
이하
근린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외국어학당
기타 공공업무 및 주민편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밀도

이하

이하

층 이하

나. 사회복지시설(복3) 지구단위계획 변경
변경사유
• 기존 공공청사(공청12)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복3)로 변경함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충청남도 요청사항)

사회복지시설

구분

기정
•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

변경

•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

•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제종 근린생활시설

제종 근린생활시설

제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중 가목 나목 바목

중 가목 나목 바목

이하
이하
층 이하

이하
이하
층 이하

건축밀도

해당블록

이하
이하
층 이하
복

이하
이하
층 이하
복

이하
이하
층 이하
복

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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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용 지별 지 구 단위 계 획결 정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