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안시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천안 구도심 및 재개발 지역 경관 관리 ]
- 천안 명동지역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볼거리 마련 및 경관 관리
- 원성 주택재개발 단지 일대 공공보행축 형성 및 통합 경관계획으로 연계성 확보

[ 도시 경계부 및 관문 경관으로서의 경관 관리 ]
경관권역

- 충청남도 진입경관 및 기타 시군과의 연계지점 경관관리

88-89

- KTX 역사 및 천안 터미널 주변 통합적인 경관관리로 도시 이미지 향상

[ 신도시 경관 관리 ] p.238, 239
- 천안아산KTX 역사 및 고속철도변 경관 관리방안 마련
- 아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천안도심 관리 및 구도심화 방지

[ 생활형 연결 녹지축 조성 ] p.242, 243, 302
- 성거산 자연 경관 보전 및 주변 시가지 조화를 고려한 색채 및 지붕형태 개선
- 도시 내 친환경적인 이미지의 도로 계획을 통한 시각적 녹지축 연계

[ 연속경관을 고려한 경관 관리 ] p.239
- KTX 및 고속도로변에서 조망되는 도시 연속적인 경관에 대한 관리

경관축

[ 예정 철도 및 복선전철 관련 경관 관리 ]

102-105

- 신규 건설예정인 철도축(금강,충청,서해안복선전철)을 고려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 역세권 입지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 및 관리

[ 주요 도로 주변 경관 관리 ]

경관기본계획

- 고속도로에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범위 이내는 경관관리방안 마련
- 도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구조물에 의한 차폐경관 관리 및 도로 하부 공간 경관 개선

[ 수변 공간 주변 인공물 경관 관리 및 형성 ]
- 천호지 및 용연저수지변 인공물 경관 관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계획 수립

[ 역사문화자원 주변 경관 관리 ] p.240, 241
-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안내시설 정비를 통한 접근성 확보
[ 산업단지 간선도로변 경관 관리 ] p.233
-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조망되는 산업단지 친환경적 이미지 강화를 통한
경관 개선 및 저해 경관 차폐 방안 마련

[ 주요 조망대상의 상징성 강화 ]
경관거점

- 산업단지 주요 진입부 경관 형성 및 도로 주변 시설물과 경계부 경관 향상

108-113

[ 고속철도 진입부 경관 관리 ]
- 상징적 이미지 연출 및 진입부 주변 시설물 경관 관리

[ 국도 및 신설도로 주변부 경관 관리 ]
- 현 도로 주변 연속적인 경관 형성 및 경관 훼손지 복원과 향후 신설도로 계획에 따른
경관변화 예측 및 관리 방안 마련

[ 신도시 주변 원도심의 쇠퇴화 관리 ]
- 도심부 인구 유출 방지 및 방문인구 증대를 위한 경관적 이슈 형성
- 신도시 연결 도로 주변 경관 개선 및 관리

부문별계획

[ 종합 ] - 사통팔달의 관문도시로서 어울림이 있는 도시 경관 창출

114

[ 경관중점관리구역 ] - 천안시 기본경관계획의 기수립 구역

160

[ 색채계획 ] - 첨단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의 도시 색채 계획

186-187

[ 야간경관 ] - 녹색 산업단지와 도시의 조화로운 야간 연출

210-211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시ㆍ군 업무 편람

2. 공주시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고도보존 계획에 따른 경관 관리 ] p.135~138
- 공주시 지역 역사성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경관 관리
- 고도보존지역 주변 일대 조화로운 경관 계획 및 건축물 외관 계획 유도

[ 금강변 열린 경관 관리 및 역사문화자원 연계 ] p.267~270
- 금강변 역사문화 탐방로 및 연계 친수공간, 트래킹 코스 형성

경관권역

- 구간별 테마설정을 통한 특정경관관리 필요

94-95

[ 세종시 연접부 경관 관리 ] p.271, 272
- 행정복합도시 확산을 고려한 경계부 완충경관 관리 및 난개발 규제

[ 공주역 주변 경관관리방안 마련 ]
- 공주역(KTX) 역사 건축물 상징성 고려, 주변 건축물 및 광고물 미관 관리
- 철로 구조물 하부 및 주변 경관관리를 통한 도시 이미지와 조화로운 경관 형성

[ 금강 생태 환경 및 수변 경관 보전 ] p.292~298
- 금강변 자연 경관 보전 및 훼손지 복원을 통한 상징경관 형성
- 금강 주변 구조물 및 건축물에 의한 시각적 차폐 완화와 스카이라인 관리
- 주변 녹지자원과의 연계 및 경계부 경관관리

[ 도시형/생활형 연결 녹지축 조성 ] p.315, 316
- 도심지로의 녹지 유입을 통한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 친환경 도로 및 금강과 조화로운 수변 녹시율 향상을 통한 가로 경관 개선

경관기본계획

경관축

- 문화재 주변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완충경관 형성

100-105

[ 금남정맥의 녹지축 보전 ]
- 금강의 수변림과 금남정맥의 산림녹지축 보전
- 금강으로 단절된 녹지축을 수변림 경관관리로 칠갑산-노성산 녹지축 연계

[ 도로변 시설물 경관관리 및 정비 ] p.269, 270, 298, 322
- 시각적 차단을 초래하는 방음벽, 철교, 대교 등에 경관 관리
- 주요 도로변 시설물 디자인 통합화 및 공주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 내륙 관광자원의 관리 및 정비 ] p.265, 266
- 백제역사문화거점 인근의 경관 관리 및 정비
- 관광자원 및 문화재 주변 사전심의를 통한 경관 부조화 방지

[ 백제 역사자원의 보전 및 관리 ] p.265, 266
- 공주시를 중심으로 분포한 역사자원의 보전

경관거점

- 역사자원 주변 지역 경관관리 및 금강과 연계한 통합 조망점 계획

106-113

[ 진입 거점 경관 관리 ]p.271, 272
- 공주역(KTX) 주변 지역, 공주종합터미널 경관관리를 통한 도시 이미지 관리
- 도 경계부 금강 청벽대교 및 계룡산국립공원 진입부 등 관문 경관 관리

[ 위계를 고려한 중심경관 형성 및 지역 특화 ]p.321, 322
- 도시 외곽 및 역사문화자원 주변 우범화 개선을 위한 조망지점 우선적 경관관리

부문별계획

[ 종합 ] -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가 조화되는 매력적인 도시 경관 창출

115

[ 경관중점관리구역 ] - 공주시 금강변, 공주역, 공주택지개발지구 일대

135,160

[ 색채계획 ] - 백제문화권의 전통적이며 차분한 색채 경관 형성

192-193

[ 야간경관 ] - 역사 문화도시의 품격을 고려한 차분한 야간경관 이미지

216-217

3. 보령시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산림자원의 보전 및 녹지축 복원 ] p.251, 252
- 팔봉산-가야산-오서산 등의 주요 산림자원 보전 및 연계방안 마련

[ 해안변 열린 조망 경관 관리 ] p.290
- 천수만 생태공원 경관 조망을 위한 열린 경관 확보 및 주변 경관 관리

경관권역

[ 섬 및 항만, 농어촌마을 경관관리 ] p.247~250, 286

90-91

- 항만 주변 인공경관 관리 및 구조물 경관 개선
- 농어촌마을 정주환경 경관 관리를 통한 경관저해요소 최소화

[ 서해안변 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특화 경관 형성 ]
- 서해안 일대 주요 관광지와 해안변 경관관리 및 주요 자연 연계 경관 형성

[ 해안변 산업단지 및 주변 경관 관리 ]
- 산업단지 진입도로변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광고물 경관관리
- 간선도로변 조망을 고려한 건축 입면 및 경계부 경관 관리

[ 해안 경관 보전 및 관리 ] p.284, 286, 290
- 해안 갯벌 생태 보전 및 간석지 평야 경관 조망 관리
- 해안과 어우러진 섬 경관 보전 및 독특한 경관 자원 개발

[ 합수부 경관 관리 및 형성 ]
- 보령방조제 주변 조망경관 보전 및 항만 일대 인공 경관 관리

경관축

경관기본계획

- 천수만 해안경관 관리 및 주변 역사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화

98-105

[ 금북정맥 녹지축 조성 ] p.308
- 덕숭산-용봉산-오서산-성주산 연결 녹지축 관리 및 훼손지 복원
- 해안림과 금북정맥의 산림녹지축 생태네크워크 구축

[ 철도변 조망경관 관리 및 폐선부지 주변 지역 활용방안 마련 ] p.326~331
- 장항선 폐선부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테마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 주변 자연 및 시가지, 농촌경관과 조화로운 경관 창출

[ 도로변 시설물 경관 관리 및 정비 ] p.253, 254, 285
- 건축경관 개선. 시각적 차단요소인 방음벽, 철교, 대교 등 완화 방안 마련 및 관리

[ 해안 관광자원의 관리 및 정비 ] p.287, 288
- 서해안 거점 관광지 대천해수욕장 및 원산도 일대 경관 관리

[ 산업단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 ] p,331
- 조망을 고려한 열린 배치 유도 및 조망경관 관리
- 가로변 담장, 입면, 색채, 광고물 등에 대한 경관 관리

경관거점

[ 진입거점 경관 관리 ] p.328

106-113

- 대천역 및 IC 진입경관 개선을 위한 주변 인공경관 저해요소 관리

[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도심 활성화 ] p.288
- 서해안 관광객 도심 유입을 고려한 연계 루트 조성 및 도심 진입경관 관리
- 지역 리더 활성화 및 공동체 등의 경관협정 추진, 시가지 경관 관리

부문별계획

[ 종합 ] - 도서 및 해양 도시경관 관리를 통한 다채로운 테마 경관 유도

116

[ 경관중점관리구역 ] - 보령시 기본경관계획의 기수립 구역

160

[ 색채계획 ] - 서해안의 경관 자원 부각을 위한 자연친화적 색채계획

188-189

[ 야간경관 ] - 해안축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이미지 연출

212-213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시ㆍ군 업무 편람

4. 아산시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해안 및 하천변 개방적 조망경관 관리 ] p.302, 304, 305
- 삽교호, 아산만 조망경관 관리 및 수변과 조화로운 경관 연출
- 주요 진입도로에서의 개방적 조망 경관 관리
- 삽교호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 관리

경관권역

[ 관광자원 활성화 유도 및 연계 ] p.236, 237
- 온천 휴양지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및 수변 경관 연계로 도시이미지화

88-89

- 역사문화자원 접근로 경관 관리 및 진입도로 상징성 강화

[ 신도시 경관 관리 ] p.238, 239
- 천안아산KTX 역사 및 고속철도변 경관 관리방안 마련
- 아산 신도시 내 기존 자연경관의 보전적 조화 유도

[ 합수부 경관 관리 및 형성 ]
- 삽교호, 아산만 일대 경관 보전 및 방조제 인공 경관 관리
- 해만 간척지 경관 관리 및 조망 공간 조성

[ 하천축의 경관 정비 및 관리 ] p.300~303
- 곡교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변 관리 및 정비

경관축

-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유도

98-105

[ 연안녹지 연결, 녹지보전 및 생활 녹지축 조성 ] p.242, 243, 303, 316, 327

경관기본계획

- 서해안 해안림 보전 및 영인지맥 산림생태경관 보전

[ 연속경관을 고려한 경관관리 ] p.239, 326, 328, 329
- 철도 주변으로 경관유형별 구분을 통한 연속적인 경관연출 및 관리
- 장항선 폐선부지 통합적인 경관 관리 및 지역 경관 부분 복원

[ 통합적 차원의 경관 관리 ] p.240, 241
- 아산 구도심 지역 활성화 차원의 역사문화자원 연계 및 자연경관 통합 관리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 p.155~158, 232, 233
- 서해안 산업단지 경관관리 및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 녹지축 연계 및 생활형 녹지 도입으로 친환경 단지 조성

[ 해안 진입부 및 도내 결절부 경관관리 및 형성 ]
경관거점

- 아산만 39번도로 진입부 경관 형성 및 내륙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
- 고속철도 진입부 주변 시설물 정비 및 경관 관리

106-113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 강화 ]
- 지역 고유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 복원으로 도시 정체성 강화
- 도시 재생을 위한 경관 보존 및 형성 계획 수립

[ 신도시 경관 향상 및 주변 원도심 통합 관리 ] p.238, 239
- 아산신도시 외곽 공장 및 비도시 지역 경계부 경관 관리
-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구도심화 방지를 위한 차별화된 계획 마련

부문별계획

[ 종합 ] - 관광자원 연계 및 개발사업의 조화로운 경관 관리를 통한 선도적인 경관 창출

117

[ 경관중점관리구역 ] - 외암민속마을, 아산시 경관관련계획 기수립 구역

151-154

[ 색채계획 ] - 간결하고 세련된 색채계획의 적용

186-187

[ 야간경관 ] - 산업단지 경관조명특화 및 역사문화자원 부각

210-211

5. 서산시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서해안 문화관광 루트 조성 ] p.288
- 항만 및 해수욕장 등 서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루트 조성

경관권역

[ 섬 및 항만 경관 관리 ] p.247, 248

90-91

- 가로림만의 도서지역 및 항만 일대의 경관 관리
- 방조제 및 구조물 경관 관리

[ 합수부 주변 지역 경관 관리 ]
- 대호만로 일대 농경지 전원 경관 관리를 통한 해안 경관 향상
-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합수부 경관 관리 및 특화경관 형성
- 당진시와 연계되는 합수부 경관 통합 관리

[ 생태보전지역 및 해만 경관 관리 ] p.245, 246
- 가로림만 해만지역 경관 보전 및 주변 염전 등 수산양식의 인공물 경관 관리
- 생태보전지 및 도서지역 경관 관리를 통한 특성화된 경관 창출 및 접근성 향상

[ 금북정맥 녹지축 연계 및 연안림 관리 ] p.246, 251, 252, 315, 316
경관축

- 백화산-팔봉산-덕숭산 녹지축 연계
- 주요 녹지축 조망점 발굴 및 산림 스카이라인 단절 최소화를 위한 경관 관리

98-105

- 해안림의 녹지축 연계를 통한 연안 녹지축 형성
- 산림 및 연안녹지축과 연계된 보행로 조성으로 생태 가로 경관 형성

경관기본계획

[ 테마형 해안 상징도로 형성 및 관리 ] p.285
- 해안마을, 항만, 주요 산림 등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상징도로 형성 및 관리
- 해안경관도로 특화를 통한 이미지 강화

[ 고속도로 주변 경관 관리 ]
- 서해안, 당진대전고속도로 교차부 녹지공간 정비 및 고속도로 주변 경관 관리
- 고속도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범위 이내 경관관리방안 마련

[ 내포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리 ] p.249, 250
- 유무형의 다양한 내포문화경관자원의 보전
- 내포문화축제와 연계된 경관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내포 문화권의 불교 유적과 농경지가 조화된 취락지 경관 관리

[ 산업단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 ] p.324
경관거점

- 대산항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산업단지 계획 및 주요 해안 조망축 확보

106-113

- 해안변 산업시설의 높이, 배치, 규모 관리 및 경계부 경관 완화방안 마련
- 서산일반산업단지변 농경지 및 자연경관 조화를 고려하여 가로부 경관저해요소 차폐

[ 산업단지 배후 도심으로 쾌적성 향상 ] p.289, 320, 321, 322
- 인근 산업단지와 관광지 유입 인구로 인한 도심 난개발 경계 및 도심 쾌적성 향상
- 도심 내 공공공간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향상

부문별계획

[ 종합 ] - 해안 및 녹지 생태자원을 관리를 통한 내포문화 경관 특성 유지

118

[ 경관중점관리구역 ] - 해미읍성, 간월도 관광지, 서산동부시장 및 터미널 일대

161

[ 색채계획 ] - 산업단지 경관 색채 관리를 통한 내포문화경관의 조화 유도

188-189

[ 야간경관 ] - 경관 거점을 중심으로 한 품격 있는 경관 조명 유도

212-213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시ㆍ군 업무 편람

6. 논산시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금강변 도로에서의 열린 조망 관리 ]
- 금강변 연속 경관 형성 및 수변으로의 열린 조망 관리
- 갈대숲 생태 경관 보전 및 주변 경관 관리

- 주요 조망점에서의 인공시설물 경관 관리 및 조망 공간 형성
경관권역

[ 근대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주변 경관 관리 ] p.274, 275
- 강경읍 일대 문화자원 보전 및 관리

96-97

- 테마 네트워크 구축 및 진입로 경관 관리

[ 농촌마을 경관 개선 및 관리 ] p.278, 279
- 농경지 주변 전형적인 농촌경관 보전 방안 마련
- 수변과 어우러진 농경지 마을의 점적인 취락 형태 및 색채 개선으로 전원경관 관리

[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 조성 ] p.296
- 주변 문화재 및 시가지와 연계된 친수공간 조성
- 자연소재를 활용한 공간 형성 및 수변 접근성 강화
- 특성에 맞는 교량경관 개선 및 수변 도로시설물 경관 관리

경관축

경관기본계획

[ 산악경관 관리 및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 p.276, 277
- 수변 경관과 조화되는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100-105

- 친환경 가로 계획 및 주변 시설물 경관 관리
- 대둔산~계룡산 금남정맥 연결축선상의 산림자원 보전 및 조망 경관 확보

[ 고속도로 주변 경관관리 ]
- 천안논산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주변 및 고가도로 하부 경관 관리

[ 근대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및 연계 ]
- 근대역사문화자원 인접지 경관관리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
[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주변 연계 ] p.274, 275
- 강경읍 일대 근대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보전
- 역사문화자원 주변 관광지 연계 및 서원 네크워크화를 통한 지역 문화 특색 강화

[ 산업단지 간선도로변 경관 관리 ]
경관거점

- 천안논산고속도로변 산업단지 경관관리 및 경관 저해 요소 차폐

106-113

[ 진입 거점 경관 관리 ] p.280, 281
- 충청남도 경계부 연접도시와의 연계 및 경관적 이질감 해소
- 논산역 일대 경관 관리로 긍정적 도시이미지 부여

[ 도심 특성 관리 및 주변 연계 활성화 ]
- 도심 문화 관광요소 형성을 통한 활성화
- 지역 리더 및 공동체 형성으로 경관 지속성 확보

부문별계획

[ 종합 ] -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도시 경관 형성

119

[ 경관중점관리구역 ] - 금강변 강경읍, 대둔산, 충곡리 농촌체험마을 일대

161

[ 색채계획 ] - 대둔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색채계획 적용

194-195

[ 야간경관 ] - 역사 문화재 품격을 높이는 경관 조명계획으로 도시 야간경관 창출

218-219

7. 계룡시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군사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 관리 ]
- 도시 특성상 개발 제한이 많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 마련

[ 산악경관 보전, 관리 및 형성 ] p.276, 277, 308
- 주요 산림경관 보전 및 훼손 녹지축 복원

경관권역

- 계룡산, 대둔산, 남안산 휴양림 등 등산로 및 탐방로의 경관 관리

96-97

- 산지 주변 완충공간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관 관리

[ 비도시지역 농촌경관 보전 및 도시지역 경계부 경관 관리 ] p.278, 279
- 농경지와 시가지 연접부 경관차폐 및 훼손 관리

- 농경지 주변 취락지 색채 관리를 통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전원적 경관 형성
[ 금남정맥 녹지축 경관 관리 ] p.308, 309
- 계룡산 국립공원 일대 경관 관리
- 도심지로 녹지 유입을 통한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 친환경 가로 계획으로 도시 녹지축 연계

경관축

경관기본계획

102-105

[ 철도 주변 경관관리 ]
- 노선 주변 시가지, 농촌 취락지 경관 관리
- 철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범위 내 경관 관리

[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
- 계룡산 국립공원 일대 관광자원 연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유도

[ 산업단지 경관 관리 ]
- 계룡 IC주변 산업단지 녹화 및 차폐를 통한 도로변 경관 완화
- 불량 경관에 대한 차폐 및 시각적 경관 완화 유도

경관거점

[ 진입 거점 경관 관리 ]

106-113

- 계룡역 및 IC 주변 진입경관 관리
- 시군 경계부 가로 경관 관리

[ 중심경관 형성 및 지역 특화 ] p.316
- 군사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소도심 특징 부각
- IC 인근 산업단지 경관 저해요소 개선 및 도시 진입경관 관리

부문별계획

[ 종합 ] - 산림자원보전 및 군사도시 특성을 고려한 도시 경관 유도

120

[ 경관중점관리구역 ] - 주요 산림자원 연계, 계룡대 및 엄사면 일대

162

[ 색채계획 ] -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색채계획 적용

194-195

[ 야간경관 ] - 녹지부 생태보전을 위한 간접조명 계획 및 안전조명 권장

218-219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시ㆍ군 업무 편람

8. 당진시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도서지역 경관 보전 / 관리 ]
- 서해안 섬 조망을 위한 주요 조망점 보전 및 도서지역 경계부 경관 관리

[ 환황해권 산업단지 경관 관리 ] p.232, 233
경관권역

-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등의 인공경관 관리
- 주요 해안도로 및 주변 국도에서 조망되는 산업단지 경계부와 진입부 경관 관리

88-89

[ 서해안 문화관광루트 연계 ]
-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와 연계한 서해안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 삽교호 주변 진입도로 경관 형성 및 개방적 조망경관 관리

[ 해안 경관 관리 및 테마경관 형성 ] p.234, 235
- 해안마을(왜목마을 등) 및 방조제 테마 경관 형성

- 조망 경관을 고려한 공간조성 및 접근성을 높이는 경관 도로 조성
- 당진항 주변 연안부 연속경관 연출 및 조망지점 주변 경관 관리
[ 하천축 경관 정비 및 관리 ] p.300, 301, 302
- 삽교호 주변 구릉지 및 농경지역 보전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변축의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와 경관 관리

경관축

- 주요 조망점에서 수변으로의 조망경관 관리 및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98-105

[ 공장건축 경관관리 및 산림녹지의 연결 녹지축 조성 ] p.242, 243, 324
- 석문ㆍ송산산업단지, 소규모 시가지 및 취락지가 형성으로 인한 구릉지 녹지 훼손,
단지 경계 도로부 경관 이질화 우려지역으로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
경관관리방안 마련

경관기본계획

[ 테마형 상징도로의 경관형성 및 관리 ] p.302, 323
- 자연자원 및 역사자원의 특색이 반영된 도로 경관 형성과 해안도로 특화 이미지 강화
- 서해 대교에서의 진입 및 도시 관통 고속도로 주변 경관관리 방안 마련

[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 p.285, 302
- 난지도, 왜목마을, 삽교천 일대 관광자원과의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 서해안 경관도로 연계 및 방조제 경관 특화로 주변 지역 관광화

[ 서해안 환황해경제권 경관관리 ] p.242, 243, 304
- 해안변 산업지설의 높이, 배치, 규모에 대한 관리로 외부 조망 인공시설 경관 관리
- 해안 녹지대를 활용한 녹색단지 연출 및 산업단지 주변 도로 경계부 완충경관 형성

경관거점

- 서해안 산업단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106-113

[ 서해안 진입부 경관 관리 / 형성 ] p.323
- 서해대교 진입 경관을 고려하여 해안 특성을 반영한 조망 경관 형성
- 주요 도로 교차부 및 결절부 녹지공간 정비, 인공물 일관성 확보를 통한 경관관리

[ 산업단지 배후 도심으로 경관 관리 및 쾌적성 향상 ] p.289, 305, 321, 322
- 산업단지 배후 도심 내 유흥가 및 상업시설 광고물 난립에 대한 경관관리체계 마련
- 도심 내 공공공간 경관 개선 등 도시 이미지 향상, 개발 사업시 자연경관 조화 우선

부문별계획

[ 종합 ] - 해안 및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쾌적한 경관 유도

121

[ 경관중점관리구역 ] - 서해안 산업단지 일대, 당진시 기본경관계획의 기수립 구역

155~158

[ 색채계획 ] - 산업시설 및 해안과 조화로운 색채계획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색채 적용

186~187

[ 야간경관 ] - 산업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의 야간 경관 관리

211

9. 금산군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농촌마을 환경 개선 및 활성화 ] p.278, 279
- 마을 축제와 연계된 농촌마을 경제 기반 활성화
- 하우스 및 창고시설, 건축물 등 농업관련시설 경관 관리 체계 마련 및 정비

경관권역

- 농촌 마을의 노후화된 생활 환경 개선

96-97

[ 도시 경계부 경관 및 관문 경관 관리 ] p.280, 281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변 경관 관리 및 충청남도 남단 경계부 진입 경관 관리
-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부 도경계부에 대한 통합관리 및 주차 혼잡 경관 개선

[ 금남정맥 녹지축 연계 및 주요 녹지 경관 중점 관리 ] p.308~310
- 대둔산-진악산-만인산-서대산-천태산의 녹지축 연계
- 대둔산 도립공원의 주변 훼손지 복원 및 장기적인 경관 관리

[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
경관축

- 도심지로의 녹지 유입을 통한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100-105

- 친환경 가로 계획으로 도시 녹지축 연계

[ 고속도로 주변 경관 관리 ]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변 농촌 및 산지, 시가지 경관 관리를 통한 도시 이미지 향상
- 시각적 차단을 초래하는 방음벽, 대형 구조물에 대한 시각적 완화 및 관리

경관기본계획

[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관리 ]
- 대둔산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천주교 성지 및 역사문화자원의 연계
를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으로 관광 활성화

[ 주요 거점의 경관 쾌적성 향상 ] p.276, 277
- 산악자원 및 금산인삼시장 주변 광고물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도시 쾌적성 향상

[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에 의한 경관 조화 유도 ]
-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기존 지형 훼손 최소화 및 조화로운 경관 계획 유도

경관거점

- 건축물 및 인공물 계획시 경관적 조화를 고려한 입면 분절 및 색채, 재료 계획

106-113

- 주요 간선도로변 완충공간 및 경관 저해 방안 마련

[ 도 경계부 및 연접부 경관 관리 ] p.280, 281
- 도 경계부 진입 경관 형성 및 연접 도시 경계부 경관적 이질감 해소

[ 도심 특성 관리 및 주변 연계를 통한 활성화 ] p.278, 279
- 도심의 문화 관광요소 형성 및 주변 연계를 통한 활성화 도모
- 지역 리더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 등 경관 협정 적극 추진
- 농경지 전원경관 관리방안 마련 및 시가지 연접부 경관 관리

부문별계획

[ 종합 ] - 자연과 농ㆍ산촌 경관이 조화로운 환경공생도시로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

122

[ 경관중점관리구역 ] - 칠백의 총, 금산천 주변, 홍도 인삼마을 일대

162

[ 색채계획 ] - 자연녹지자원을 중시으로 자연경관이 돋보이는 친환경적 색채계획

194-195

[ 야간경관 ] - 녹지와 수변경관이 조화로운 야간 경관 관리

218-219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시ㆍ군 업무 편람

10. 부여군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금강변 도로에서의 열린 조망 관리 ] p.269, 270
- 주요 조망점에서의 개방적 조망 경관 관리 및 주변 건축, 시설물 경관 관리
- 갈대숲 생태 경관관리 및 자연 훼손지 복원

[ 역사문화 자원 경관 관리 및 농촌경관 보전 ]
- 강경포구 조망점 형성 및 근대문화유산 경관관리

경관권역

- 구룡평야 일대 농경지 경관 보전 및 농촌 취락지 인공시설물 경관 관리

94-95

[ 지역문화를 반영한 경관사업 유도 ]
- 백제문화의 특성을 살린 시설물 및 프로그램 도입
-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 가능한 경관 사업 유도

[ 고도보존 계획에 따른 경관 관리 ]
- 지구 경계부 이질적인 경관 형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금강변 인공경관 관리 및 수변공간 연계 ] p.292~296
- 금강변 건축물에 의한 수변 공간 사유화 방지
- 건축물에 의한 시각적 차폐 완화 및 연속적인 스카이라인 관리
- 주변 녹지자원과 경계부 관리, 생태환경의 정비 및 보전
- 소하천 합수부 교량 및 구조물 경관관리, 친환경적인 재료 및 색채 적용

[ 금남정맥의 녹지축 조성 ] p.315

경관기본계획

경관축

- 금강의 수변림과 금남정맥의 산림녹지축 조성

100-105

- 칠갑산-노성산-계룡산-만인산의 녹지축 조성
- 금강 주변 폐도 활용으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 금강으로 단절된 녹지축을 수변림 경관관리로 칠갑산과 노성산 녹지축 연계

[ 주요 도로변 시설물 경관 관리 및 정비 ] p.297, 298, 297
-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변 경관 유형별 특성 보전과 관리
- 금강변 인공시설물 관리 및 구조물 경관 개선

[ 금강변 백제문화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 p.139~142, 267, 268
- 금강변 백제역사문화권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백제 역사자원의 보전 및 관리 ] p.265, 266
경관거점

- 분포된 역사자원의 보전 및 관리

106-113

- 역사자원 주변 인공시설물 개선 및 진입 경관 관리를 통한 상징성 강화

[ 위계를 고려한 중심경관 형성 및 지역 특화 ] p.298
- 연속경관을 형성하는 가로수 및 시설물의 통합적 디자인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
- 역사문화자원 분포지와 연계한 주요 조망지점의 우선적인 경관관리 및 확산유도

부문별계획

[ 종합 ] - 백제의 역사문화와 금강 풍경이 조화되는 특색 있는 경관 형성

123

[ 경관중점관리구역 ] -부여군 금강변 일대, 기와마을, 구룡평야 일대

139,163

[ 색채계획 ] - 백제문화권의 전통적이며 차분한 이미지 연출

192-193

[ 야간경관 ] -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는 야간경관 연출

216-217

11. 서천군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섬 및 항만 경관 관리 ] p.247, 248, 286
- 도서지역 및 항만 주변 조망경관 관리와 야간경관 형성 방안 마련
- 방조제 및 인공 시설물 경관관리
- 대표 경관의 집중 관리로 관광 명소화 추진

[ 해안도로 주변 상업지 경관 관리 ] p.253, 254, 287
경관권역

- 해안도로와 해안선 사이 건축물 스카이라인 관리

90-91

- 상업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와 대형 옥외광고물 개선

[ 농어촌마을 정주환경 경관 관리 ] p.249, 250
- 어촌마을 특성 보전 및 특색 강화를 통한 활성화 유도
- 농촌 들판 및 낮은 구릉지 경관의 보전, 취락지 경관 관리
[ 해안도로 연계 및 경관 관리 ] p.285
- 서해안 경관도로 지정 및 경관 연계도로 개설과 정비를 통한 네트워크
- 해안 상업시설 미관 개선 및 주변 자연과 조화로운 인공 시설물 경관 관리

[ 수변 고유 경관 보전 및 관리 ] p.286, 294
- 항만이 발달된 해안의 인공시설물 경관 관리 및 개선
- 금강하구둑 생태계보전 및 주변 자연 경관 보전

경관축

경관기본계획

[ 금강 하천변 인공 경관 관리 ] p.293, 295

98-105

- 수변부 건축에 의한 차폐 완화 및 스카이라인 관리
- 주변 녹지자원과의 조화 및 경계부 관리

[ 연안 녹지의 연결 및 도시형 녹지축 관리 ] p.315
- 서해안 해안림과 금강 수변림, 금남정맥의 시각적 연계 고려
- 연안과 배후 산지변의 조화를 통한 조망 경관 조성

[ 수변 관광자원 보전 및 관리 ] p.287, 293
- 춘장대, 금강하구둑 등 생태 환경 보전 및 인공물 경관 관리

[ 산업단지 주변 경관 관리 ]
- 인근 가로변 경계부 경관 관리 및 경관 저해 요소 차폐
- 주요 건축물 입면 및 색채, 야간경관 관리

경관거점

[ 고속도로 진입부 경관 관리 ]

106-113

- 충청남도 경계부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조망 경관 관리
- 변화구간의 연속된 경관 관리

[ 도심 특성 관리 및 주변 연계 ] p.289
- 도심 주변 관광요소 연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 해안경관 훼손을 최소화한 개발 계획 수립

부문별계획

[ 종합 ] - 서해안과 금강의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특화된 경관 연출

124

[ 경관중점관리구역 ] - 금강하구둑 관광지, 월하성어촌체험마을, 장항제련소 일대

163,

[ 색채계획 ] - 해안 관광자원이 조화로운 상징적인 색채계획

188-189

[ 야간경관 ] - 서해안 주요 시설 및 해안 조명 관리를 통한 특색있는 야경 연출

212-213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시ㆍ군 업무 편람

12. 청양군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녹색자원과 역사자원의 활용 ] p.258, 259
- 오서산-용봉산-수암산을 잇는 산악 네트워크 조성
- 천주교순례길, 백제부흥길, 불교문화길 등 역사자원 발굴 및 연계화

경관권역

92-93

[ 도시 경계부 경관관리 및 관문경관 관리 ]
- 군 경계부 경관관리를 통한 도시 진입 이미지 향상

- 내포신도시 배후 도시인 홍성군과 예산군에 인접하여 균형적인 도시이미지 관리를
위한 경관 저해요소 관리

[ 녹지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
- 칠갑산 도립공원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자연생태 보전 및 관리

[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 ] p.316
- 관광객이 방문이 잦은 주요산림의 생태 경관 보전
- 주요 조망대상과 주변 양호산림의 조망권 보전 및 관리

경관축

- 주요 등산로 및 진입로 인공시설물 경관 관리와 저해 요소 개선

100-105

- 생활형 연결 녹지축 조성으로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시각적 연계 도모

경관기본계획

[ 도로 및 철로변 경관 관리 ] p.326
- 제2서해안고속도로 및 서천공주고속도로에서 조망되는 경관 고려
- 고속도로 대형 구조물 및 하부 경관 개선 방안 마련
- 철로변 인공시설물 경관 관리 및 지역 자연경관 조망 관리

[ 주변 관광자원 연계 및 안내체계 강화 ] p.262, 263
- 칠갑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산촌마을 특화 및 기타 문화자원 안내 체계화를
통한 도시 내 관광문화 순환 네트워크 형성
- 청양의 주요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지점 선정 및 공간 형성으로 특화

경관거점

[ 칠갑산 도립공원과 산꽃마을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 p.147~150

106-113

- 청양군의 주요 경관자원으로서 거점 관리 및 경관 보전으로 지역 이미지 강화
- 인공시설물의 경관 개선 및 자연친화적인 계획으로 특성 강화

[ 도심 특성 관리 및 주변 연계를 통한 활성화 ]
- 도심 주변 관광요소 연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부문별계획

[ 종합 ] - 녹색체험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청정 도시 경관 창출

125

[ 경관중점관리구역 ] - 칠갑산도립공원, 산꽃마을 일대, 지천천 주변

147,164

[ 색채계획 ] - 자연과 조화로운 풍부하고 다양함이 연출되는 도시 색채 계획

190-191

[ 야간경관 ] - 녹색자원과 조화로운 따스하고 광해 없는 조명 연출

214-215

13. 홍성군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내포 문화관광 루트 조성 ] p.258, 259
- 내포 문화관광지 및 주요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연계
- 간월호 관광도로와 덕산도립공원 연계를 통한 체류형 관광 벨트 조성

경관권역

[ 내포 신도시 경관관리 및 선도적 경관 형성 ] p.256, 257

92-93

- 신도시 경계부 경관 이질화 완화방안 마련 및 주변부 경관 관리
- 건축물 및 시설물, 광고물의 통합적인 경관 관리 방안 준용
- 신도시의 주요 배후 산림 및 구릉지 경관 보전과 조화로운 계획 유도
[ 해안ㆍ해만 경관관리 및 형성 ]
- 남당항 일대 경관 관리 및 해안, 도서지역 경관 보전, 서산 방조제 경관 특화
- 해만 주변 농경지 경관 보전 및 경관 산책로와 조망공간 형성
- 해안변 상업시설 경관관리 및 주변 개발계획에 의한 지형 훼손 지양

[ 해안 도로 연계 및 경관 관리 ] p.290
- 서해안 경관도로 지정 및 경관 연계 도로 경관 관리

[ 연안 녹지의 연결 녹지축 조성 ] p.315
- 서해안 해안림과 금북정맥의 산림녹지축 조성
- 연안과 배후 산지변에서 외부로 조망 경관 고려

경관축

[ 도시 배후 녹지 보전 및 조화 ] p.258, 259

98-105

- 용봉산, 오서산 등 배후 산지의 경관보전과 주변 난개발 방지, 도심 연계 녹지 관리

경관기본계획

- 산책로 및 진입부 경관관리를 통한 산림자원과의 경관 조화 유도

[ 장항선 철도변 경관 관리 ] p.326~329
- 서해안 고속도로 관통지점 및 철도 주변 경관관리를 통한 도시 이미지 향상

- 시각적 연계 구간의 일관성 있는 경관 관리
[ 주요 국도 주변 경관 관리 ] p.342
- 내포신도시와 홍성도심과 연계되는 도청대로변 인공시설물 경관관리로 상징성 강화
- 도시간 분포되는 마을 진입부 경관 관리로 도시-비도시 경계부 완충 역할 고려
- 도로변 농경지 주변으로 조성된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 경관 개선 및 관리

[ 시가지지역 및 역세권 경관관리 ] p.328
- 홍성역 일대 창고형 조립식 건물 및 경관 저해 요소 관리 방안 마련
- 보행가로와 주변 공공공간과 유기적 연계 마련 및 통합 디자인 유도

[ 내포문화자원 보전 및 관리 ] p.262, 263
경관거점

- 내포문화축제와 연계된 경관관리 및 활성화 유도

106-107

- 내포 문화권 불교 유적과 들판이 조화된 경관 보전

110-113

[ 내포신도시 주변 도심 정체성 강화 ] p.260, 261
- 신도시 주변 구도심화 예방을 위한 도시 정체성 강화
- 신도시로 진입하는 연계 도로 관리를 통한 연속적인 가로 경관 향상
- 주변 자연요소 및 역사문화적 요소 네트워크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부문별계획

[ 종합 ] - 내포문화의 전통과 미래를 잇는 선도적 문화경관 형성

126

[ 경관중점관리구역 ] - 홍주성 주변, 남당항, 용봉산 일대

164

[ 색채계획 ] - 기성시가지와 신도시가 공존하는 다중적 경관의 조화 유도

190-191

[ 야간경관 ] - 내포 문화관광 조명 연출

214-215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시ㆍ군 업무 편람

14. 예산군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이공간 계획 ] p.322
-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충 및 보행친화적 가로공간 형성
- 내포문화 관광자원과 주변 자원의 연계성 강화

경관권역

[ 내포 신도시 주변 경관 관리 ] p.256, 257
- 신도시 경계부 경관 이질화 완화방안 마련 및 주변부 경관 관리

92-93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관리 및 자연경관 경계부 관리 ] p.327
- 예당저수지 주변 자연 경관 보전 및 인공시설물 경관 관리
- 주요 조망점에서의 열린 경관 확보 및 진입 경관 개선

[ 공장밀집지역 경관 관리 ] p.304, 324
- 삽교천 및 예당저수지 주변 공장 지역 경관 관리와 경관 저해 요소 개선
- 건축물 경관 관리 방안 및 경계부 경관 개선 방안 마련
- 개별 공장 및 창고 시설물 미관 개선과 차폐 식재 강화

[ 하천축과 주변지역의 경관정비 및 관리 ] p.300~302, 305
-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경관 관리
- 삽교천 주변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변 관리 및 정비

경관축

[ 산림경관 보전 및 주변 취락지 인공시설물 경관 관리 ] p.258, 259, 303

100-105

- 덕숭산-광덕산 주변 취락지 형성과 인공시설물 계획으로 산림훼손 및 차폐 지양

경관기본계획

- 하천변에서 산업단지로 인해 차폐되는 산지 조망축 개선 및 관리, 도시 녹지축 형성
- 연안 녹지와 해부 산지변으로의 조망 경관 조성

[ 고속도로 및 철도변 주변 경관 관리 ] p.326~331
- 당진-대전고속도로로 인해 훼손된 자연경관의 복원방안 마련 및 예당저수지 입구부
도로 구조물 하부 경관 관리
- 철도변 조망경관 보전과 인공물 관리로 이질적인 경관형성이 되지 않도록 고려

[ 내포문화자원 보전 및 주변 자원 연계 ] p.262, 263
- 내포문화축제와 연계된 경관관리 및 활성화 유도
- 내포 문화권 불교 유적과 들판이 조화된 경관 보전

[ 개발지 주변 경관관리 및 도심 연계 녹지경관 관리 ] p.305, 315, 316, 324
- 하천변 밀집된 산업단지 및 공장 건축물로 인해 차폐되는 자연 경관 조망 고려

경관거점

- 장변의 대형 건축물 입면 분절 및 색채 계획에 따른 경관적 완화 방안 마련

106-113

- 시가지 통경축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고려
- 예산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진입거점으로서 경관 관리

[ 내포신도시 주변 도심 정체성 강화 및 시가지 경관 관리 ] p.260, 261, 320, 321
- 신도시 주변 구도심화 예방을 위한 도시 정체성 강화
- 신도시로 진입하는 연계 도로 관리를 통한 연속적인 가로 경관 향상
- 주변 자연요소 및 역사문화적 요소 네트워크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부문별계획

[ 종합 ] - 자연과 농촌, 관광, 산업의 복합적 경관이 조화로운 통합 도시 형성

127

[ 경관중점관리구역 ] - 덕산온천관광지, 예당저수지, 내포신도시 주변

165

[ 색채계획 ] -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부여하는 색채 경관

190-191

[ 야간경관 ] - 신도심과 주화되는 야간경관 유도

214-215

15. 태안군
구분

세부

내용

페이지

[ 생태보전지역 및 주변 경관 관리 ] p.245~248
- 생태보전지역(태안해안국립공원 및 부남호 등) 보전 및 섬, 항만 관리 방안 마련
- 태안해안국립공원 및 해안 연접부는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서해안 문화관광 루트 조성 ] p.288
- 항만 및 해수욕장 등 서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루트 조성

경관권역

- 서해안 관광자원과 주변 문화관관자원의 연계성 강화

90-91

-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주변 경관관리 및 인공시설물 경관 개선

[ 해안변 열린 조망 경관 관리 ] p.249, 250
- 해안 조망경관을 위한 열린 통경축 확보 및 해안선을 따라 문화 벨트 형성
- 해안 인접 농어촌마을 정주환경 및 인공시설물 경관관리
- 주요 조망점에서의 개방감 확보

[ 해안 경관 보전 및 테마 경관 형성 ] p.289, 290
- 자연생태지역 및 주변지역 경관 보전ㆍ관리
- 태안 해수욕장과 해안마을 연계한 테마 해안경관 형성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 경관 단절 지양 및 지형보존과 활용으로 자연성 강화

[ 수변 및 주요 도로변 인공시설물 관리 ] p.286, 320~324
- 항만 및 방조제, 창고 등 인공 구조물 경관관리를 통한 관광자원으로 특화

[ 산림녹지의 연결 녹지축 조성 ] p.251, 252

경관기본계획
경관축

- 산림녹지축과 도시 내 공원녹지간의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조망지점에서의 산림 스카이라인 보전

98-99
102-105

- 산림 녹지축과 연계된 보행로 조성

[ 금북정맥 녹지축 연계 ]
- 백화산-팔봉산-덕숭산의 녹지축 연계 및 해안림과 산림녹지축의 생태네트워크화
- 조망점 발굴 및 산림 스카이라인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시가지 및 농경지 관리

[ 테마형 상징도로의 경관형성 및 관리 ] p.253, 254, 285
- 주요 경관거점을 잇는 상징도로 경관형성 및 상업지 건축과 광고물 관리
- 자연자원 및 역사자원의 특색이 반영된 해안 경관도로 계획으로 이미지 강화

[ 거점 관광지 주변 인공시설물 경관 관리 ] p.287
- 만리포 및 안면도 등 관광지 일대 진입경관 개선, 관광지 상업 건축물 경관 관리

[ 해안 자원의 관리 및 정비 ]
경관거점

- 서해안 갯벌, 낙조 등 자연경관 보전 및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통합 정비

[ 서해안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도심 활성화 ] p.247, 248

106-107
110-113

- 서해안 관광객의 도시 유입을 고려한 연계 루트 조성 및 진입경관 관리
- 도심 경관 특성 추출을 통한 문화 관광 요소 재정비
- 시가지의 일체화된 경관 고려 및 외부공간 공공성을 고려하여 계획

부문별계획

[ 종합 ] - 서해안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테마 도시 경관 연출

128

[ 경관중점관리구역 ] - 태안해안국립공원일대, 신두리/만리포 해수욕장 및 해안사구 주변

143,165

[ 색채계획 ] - 서해안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개방적이고 특화된 도시 색채 계획

188-189

[ 야간경관 ] - 해안변의 통일감 있는 경관조명 및 특화 경관 부각

212-213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충청남도 경관자원의 보전 · 관리 방안 확립
•충청남도는 구석기 시대부터 찬란했던 백제와 근현대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경관과 서해ㆍ금강ㆍ산림
등 천혜의 자연자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지니고 있으나, 개발 및 신도시 건설계획 등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우려됨
•수도권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 인접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충청남도 경관 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경관법 시행 및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근거로 한 도차원의 경관기본계획 수립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음

1-2 경관 행정의 근거 마련
•경관법 제정(2007. 11)으로 국토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에 의거 충청남도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법정 경관계획으로 수
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경관 행정의 위상과 역할 정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음
•충청남도는 경관 조례 제정(2009. 12)과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2009. 04)으로 경관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도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독창적이고 선도
적인 충청남도의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본 계획은 경관계획수립지침(제정 2007. 12/ 개정 2012. 12)에 준하는 경관계획의 체계 및 분석을
통하여 도내 시ㆍ군 단위의 경관계획을 총괄하는 도차원의 경관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지님
•충청남도의 중요한 경관자원 중 하나인 서해안 관련 경관계획은 상위법인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
(2011)을 준수하여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정합성을 도모함

1-3 경관의 형성과 개선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지침 수립
•건축물, 산업단지, 관광지 등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경관에 대한 보전적 개발을 위해 보다
실효성을 지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이에 새로운 경관의 형성과 개선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도내 편중되지 않는 경관의
보편적 아름다움 및 기본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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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2-1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행정구역 전체(15개 시ㆍ군)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1년

목표년도

2020년

내용적 범위
충청남도 경관계획 및 •충청남도 행정구역 전체(15개 시·군, 세종특별자치시 제외)를 대상으로 통합적 경관미래상에
관리방안 수립
의한 경관계획
경관자원의 조사 및
경관구조 분석

기본경관계획

부문별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
행정체계 및 경관
실행방안

4

•충청남도의 경관자원 및 경관관련계획, 경관 정책 및 사업 조사
•주민ㆍ공무원ㆍ전문가에 대한 경관관련 의식조사
•충청남도의 경관 구조를 바탕으로 한 기본경관계획수립
•체계적인 경관 분석 틀 마련 및 기본구상, 권역ㆍ축ㆍ거점에 대한 경관계획
•통합적인 경관계획 외에 그 중요성 및 미래적 가치가 높은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과 관련 경관 계획 방향 제시
•경관설계지침을 통한 경관의 종합적 접근 및 실행 측면의 기준 마련
•경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재정계획 등 실질적인 경관행정의 실행수단을 마련
•각 시ㆍ군의 경관계획을 포괄할 수 있는 도차원의 행정근거를 마련

2-2 계획의 수립 방법 및 체계
계획의 수립 방법
1

분석단계

2

구상단계

3

계획단계

4

수립단계

5

실행단계

•경관현황 및 자원 분석

•지역문화 연계 분석

•조망 분석

•분석 종합 및 문제점 도출

•충청남도 경관 미래상 설정

•경관 관리 단위 설정

•추진전략의 틀 마련
•거시적 경관 기본계획 제시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

•경관 보전ㆍ관리ㆍ형성 계획

•시군별 경관 계획

•구조별 경관설계지침

•요소별 경관설계지침

•경관 사업 및 실행 계획

•경관협정 및 추진 계획

•경관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행정 및 운영 조직 정비

계획의 수립 체계
계획의 목표
경관현황 및 자원 조사

지역문화 연계 분석

조망 분석

▼
디자인 방향 도출
▼
기본 구상
미래상 설정

실행 전략 수립

경관관리 단위 설정

▼
기본 경관 계획
권역ㆍ축ㆍ거점 계획

시군별 경관 계획

보전ㆍ관리ㆍ형성 계획

▼
부문별 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

유형별 세부 관리 계획

색채 및 야간경관 계획

▼
경관설계지침
구조별
경관권역

요소별
경관축

건축물

공공
시설물

옥외
광고물

오픈
스페이스

색채

야간경관

▼
실행 계획
경관관련 지구 관리
지구단위계획 연계

경관계획 및 지침 적용
조직 운영 계획

경관 사업
경관 협정

▷ 경관계획 수립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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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위상
3-1 경관계획의 위상 및 역할
경관기본계획의 목표

1

2

3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의 거시적 차원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상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경관 관리

관할구역 내 다양한 경관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 수립

동질적인 경관 특성과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경관의 보전과 관리,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4

경관 시책 방향과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5

충청남도의 통합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및 최소한의 근거 수립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의 역할

1 광역적 측면에서의 기본방향 제시 2 광역적 시점에서의 이해관계 조정 3 기초 지자체 경관계획 추진 지원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의
경관관련계획 수립 시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기본방향 제시

복수의 기초 지자체가 관련되는
경관(하천, 산 등)으로 2개 이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사항

충청남도 경관계획
충청남도의 경관계획은 15개 시ㆍ군을 고려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기본방향을 제시

6

기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경관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 경관계획

▶

기초 지자체는 충청남도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경관 계획 수립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1-1 조사 및 분석의 틀
•조사 및 분석은 총 4단계의 틀로 이루어짐
•도시의 일반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간적 입지 및 개발현황 등 계획수립의 기반을 마련함
•관련 계획의 검토를 통해 기 수립된 계획과의 정합성을 도모함
•경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각 유형별 현황분석 및 기본방향, 미래상 구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경관구상 및 계획의 시사점을 도출

2. 도시 일반현황
2-1 충청남도의 입지 위상
•충청남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북아의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로 중국 및 일본과 해상교류
에 있어 주요한 입지조건을 갖춤
•대내적으로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수도권, 동으로는 강원도 및 영남, 서로는 호남을
각각 연계하는 교통적 요충지임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
대외적
입지여건

• 중국의 관문항인 대련항·청도항과 최단거리에 입지하여 높은 교류 잠재력 보유
• 항만개발 적지를 다수 보유하여 해양과 내륙의 연계 및 동북아 교류거점 구축이 용이함

국토의 중심부 및 교통의 요충지
대내적
입지여건

•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호남을 연결
•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각 지역 내 도로망과 연계 체계 구축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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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충청남도의 일반현황
행정 구역

충청남도는 8개의 시와 7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륙, 해안을 포함한 복합적 도시

지형 및 지세

저지대형 지형으로서 65%가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평균표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음

토지이용 현황

농업 및 도시개발 부분의 높은 잠재력 보유

10

인구 구조

전국의 4%로서 전국면적 대비비율에 비해 절반가량의
수준. 인구는 천안시와 외곽도시에 편중되어 나타남

해안 및 하천

리아스식 해안이며 침수해안의 특색, 차령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남부의 금강수계와 북서부의 삽교천수계로 양분됨

용도지구현황

충남의 전체 면적 중 68%가 녹지지역으로
타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

07. 실행계획

3. 경관 관련법규 및 조례
3-1 계획과 법규와의 관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존의 이원적 국토의 경관관리는 도시지역의 확산에 대응한
적절한 대안 마련에 미흡
•국토의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국토이용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경관구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경관계획

경관법

도시계획
관련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 건축법 / 산림기본법 / 하천법 / 자연환경보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관련법규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재보호법 / 도시공원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2 충청남도 경관관련 조례
•충청남도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경관관련 법률에서 지역ㆍ지구ㆍ구역을 지정하여 경관을
관리하고 있음

구분

근거법

경관조례

경관법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조례

건축법

건축기본조례

건축기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문화재 보호법

공공디자인 조례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경관관련 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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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경관지구란 2000년부터 도시계획법에 따라 기존 풍치지구에서 명칭이 바뀐 용도지구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
는 것으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으로 세분되며 지역여건상 필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 가능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경관지구 세분
자연경관지구

천안시

수변경관지구

부여군

시가지경관지구

부여군

전통경관지구

-

조망권경관지구

-

▷ 경관지구 세분표

•미관지구는 종전 도시계획법(2000.7.1.) 시행령 부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과 제2종 미관지구
는 중심지미관지구로, 제3종과 제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지구로, 제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음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세분
중심미관지구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계룡시

역사문화미관지구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일반미관지구

▷ 미관지구 세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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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

4. 충청남도 경관관련 계획 및 사업
4-1 도 차원에서의 상위계획 검토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2012 ~ 2020)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계획기조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 내실 있는 산업경제, 활력 있는 농어촌, 함께하는 교육ㆍ
복지, 매력적인 문화ㆍ환경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
• 국내외 교류ㆍ협력을 위한 개방형 지역 발전축 구축 및 상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경영권 구상으로 공간구조 설정
• 서해안권, 북부권, 내륙권, 금강권 - 4대 개발권역으로 구분
• 부문별 계획은 살기 좋은 도시ㆍ농촌 생활환경 조성,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
문화 창출, 사통팔달의 교통ㆍ정보 인프라 구축, 근심 없는 주거ㆍ복지ㆍ평생 교육실현, 안정적ㆍ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
용 및 관리, 지속 가능한 자연 및 생활 환경 조성 등이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
연계체계

▷ 4대 개발경영권의 구분

▷ 충청남도 종합계획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09)
•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계획을 통하여 충청남도 각 시ㆍ군의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을
확산 시키고자 함
• 충남의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은 통합디자인(Total Design), 사람 중심의 디자인(Human Basic Design), 참여 디자인
(Participatory Design),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 지역정체성 디자인(Local Design) 등 5가지로 설정
• 충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이미지 도출. 충청남도 및 시군의 특성분석을 통해 북부권, 서해안권, 중부권, 백제
권, 금강권의 5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지향이미지 설정 후, 지향이미지에 부합되는 색채범위 추출 결과를 토대로
상징색채 선정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기준을 규정한 지침서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한정되며, 공공
공간에는 도로, 광장, 공원, 하천 등의 야외공간과 주차장, 공개공지 등의 기반시설공간, 공공시설물에는 편의시설, 공급
시설, 교통시설 등에 적용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권역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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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2010)
• 초 광역권 기본구상에 따라 대외개방형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광역경제권을 연계ㆍ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을 추진
• 유라시아와 환태평양을 연결하는 국토의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여 해안권을 대외지향형 국토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계획
•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해안권을 황해권의 새로운 산업, 물류, 관광거점으로 육성
• 수도권의 배후지이자 전략산업이 집적된 서해안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지역특화발전을 실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 상생발전을 위한 해안권 개발 방안과 주요사업 발굴

▷ 공간발전 구상도

▷ 초일류 첨단사업벨트 구축도

▷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 해안경관 관리가이드라인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 해안경관 관리가이드라인 (2011)
• 해안경관 관리의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 해안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제시
•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 해안경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거리별 관리범위
와 관리기준을 제시
•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 동·서·남해안의 지형적·자연적 특색 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관리방향과 관리기준을 제시
•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 해안경관 관리범위에서 나타나는 경관유형별로 개발대상지의 경관의 우수성과 저해
정도 등에 따라 경관등급을 분류하고 경관등급별 관리요소와 관리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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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본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목적 : 해안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 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안경관의 보전 및
조성에 기여
가이드라인

• 적용 :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기타 해안권 개발사업 및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등에 활용

개요

경관법에 의한 특정경관계획 및 연안관리법에 의한 자연해안관리 목표 등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구성 :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해안선으로 부터 거리별, 해안권별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구성

기본방향
및 원칙
해안선으로
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 친환경성, 공공성, 개방성, 간결성, 지역성을 확보하도록
유도

서해안 가이드라인 기본방향과 원칙
에 부합되도록 서해안권역의 지역
기본 방향 및 원칙 설정

• 해안선으로부터 500m까지의 지역을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
으로 구분하고, 거리에 따라 차별화 하여 관리
• 해안선 보호구역(4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
접관리구역(500m)을 설정하고 구역별 관리기준을 정함
• 동해안 : 해안단구, 해안절벽, 석호 등의 자연지형을 고려한
개발 계획, 배후산지와 바다조망을 고려한 입지 계획 유도
• 서해안 : 모래해안, 갯벌, 석호 등의 자연자원을 고려한 개
발계획, 완경사지와 조화되는 저층개발유도 등
• 남해안 : 리아스식 해안, 해안단구 등의 자연지형을 고려한
개발계획, 구릉지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개발유도

해안선의 거리별 가이드라인 구역별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관리계획 및
서해안 특정경관관리 계획 수립
해안권별 가이드라인의 서해안권 가
이드라인 지침을 따르는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특정경관계획 및 구성요소별 설계
지침(건축물) 반영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2004)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범위 : 955.09㎢ - 보령시(66.54), 서산시(287.82), 홍성군(179.01), 예산군(150.1), 태안군
(138.68), 당진시(95.54), 서천군(37.4)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을 해양·내륙형 복합관광지로 조성, 유무형 전통 역사문화자원 발굴 보존 정비,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자원의 관광 상품화, 21c 해양·내륙형 복합관광지대로 중점육성
• 경주의 신라문화권과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으로 대표되는 양반 문화권에 대비되는 최초의 서민·종교 문화권 육성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님
• 2014년까지 총 1조 505억원 투입의 대규모 국책사업
• 정신문화창달,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가야산권(역사·문화관광), 해양권(해
양·생태관광), 북부권(위락·휴양관광), 내륙권(가족 휴양관광지)개발을 추진
• 주요사업 - 간월도 관광지 조성, 홍주성 복원, 내포보수상촌 조성, 가야산순환도로 건설 등 총 46개 사업 계획

▷ 내포문화권 개발 계획도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권역도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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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개발계획 / 경관계획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 정책목표  지역균형발전, 명품도시 -> 도민통합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명품 신도시 건설

내포신도시 경관계획
• 경관형성의 목표 및 구상 : 친환경 명품생태도시로써의 이미지 부각, 인상적인 조망경관 형성, 충청남도청 이전신도시의
독창적인 도시경관 형성
• 기본방향 : 3가지 수법으로 분류하여 신도시의 경관테마 전개
① 도시 골격 만들기 - 경관축 기본구상(통경축, 하천축, 녹지축, 가로축)
② 도시 밑그림 그리기 - 경관권역 기본구상 (공원녹지, 교육, 산업, 행정상업, 주거권역)
③ 도시 표정 채우기 - 경관거점 기본구상 (건축물, 상징물, 오픈스페이스에 의한 경관거점)

▷ 내포신도시 공간구조 구상도

▷ 축 구상도

도 차원에서의 상위계획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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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도

07. 실행계획

4-2 각 지자체별 공원녹지기본계획
아산시

서산시

•세계 속의 녹색첨단도시 “아산”
2025 공원녹지 미래상

Ubiquitous  city(미래첨단공원)
Eco  city(녹색생명공원)

•“청정녹색의 상생도시 서산”
2020 공원녹지 미래상

바람 서산

Special  city(감성명품공원)

•활력 넘치는 녹색도시 : 건강한
숲 체험

•자연 속에 안긴 도시
•다양한 유형의 녹지자원화
전략 및 목표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공원

기본 목표 및 핵심목표

•풍요로운 물과 녹의 도시

논산시

•도시 논산 GreenCulture City
NonSan!

2020 공원녹지

•“활력 있는 녹색도시 Green
Vital City 계룡”

미래상 목표

•녹지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도시
•녹색경관 창조 -> 景觀 :문밖에
숲이 있다(그린 경관 도시/
친환경 도시)

•Park_도심 내 (녹지거점의 보전/
네트워크강화/ 녹지복원)
기본 목표 및 핵심목표

•Green_ ⊃자형 녹지축
(보전/강화/연결)
•City_기억에 남는 녹지/쾌적한
보행녹지/시민과 하나 되는 녹지

: 신선한 바람 커뮤니티

계룡시

•“다양한 문화의 숨결을 간직한
2025 공원녹지 미래상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문화도시

•살아 숨 쉬는 생태도시 : 맑은
물 사랑

•공원의 관광자원화

녹색문화”

맑은 물, 건강한 숲, 신선한

목표

•생태계 보전 -> ⽣態: 생기를
불어 넣다(자연생태도시)
•활기찬 문화 공간 -> ⽂化 :
웃음소리가 들리는 도시(레져
/레크리에이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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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4-3 각 지자체별 관련계획 현황
관련 계획
구분

도시 기본계획
(종합발전계획)
2020

천안시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천안시
기본경관계획

2020년

공주시

보령시

보령시
도시기본계획
2025년

아산시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보령시

가이드라인

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논산시

논산 유교문화권

공공디자인

개발사업기본계획

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2025년

당진시

당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2020년
금산군기본계획
2020년
부여군기본계획

서천군

서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청양군

청양군 중장기
발전계획

홍성군

2020 홍성군
기본계획

예산군

2020년
예산군기본계획

태안군

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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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중)

보령시

2020 계룡시

계룡시
도시기본계획

부여군

공주 역세권개발

2020 아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2020년

금산군

2020 보령시

2020 논산시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당진시

고도보존육성

공원녹지기본계획

2020년

계룡시

표준 및

2020 서산시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논산시

공주시

도시경관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2020년

서산시

공공디자인

기타

(수립중)

도시경관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아산시

고도보존
육성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20 천안시

2020 공주시

공주시

202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계획

4-4 지자체별 경관관련 계획
천안시
2020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 미래경관상 : “흥”이 있는 도시 천안
• 기본목표 : 자연경관의 보존과 이용, 경관요소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천안시 문화의 반영과 그 향기의 조성
• 경관유형 : 조망경관, 산림경관, 호수･하천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촌경관, 전통문화경관, 시가지경관, 주거지경관, 가로경관
• 천안시 도시공간구조를 시가지발달/시가지외곽/신개발지역으로 구분하여 조망점 및 가시권분석으로 경관관리대상지역 선정

천안시 기본경관계획
• 경관권역 : 천안시 장기발전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4가지 권역으로 구분
• 경관축 : 특정한 경관자원의 조망을 연속적으로 형성하거나 보존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림축, 하천축, 교통축,
시가지축 설정
• 경관거점 : 천안시의 경관권역, 경관축의 결절점, 우수한 경관특성이 형성하는 장소, 지점, 지역 등을 경관거점으로 선정
• 경관관련 사업 실행 필요지역에 대하여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특정경관계획구역 설정

▷ 천안시 경관권역 설정도

▷ 천안시 경관축 설정도

▷ 천안시 경관거점 설정도

공주시
2020 공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목표
• 미래상 : 충남을 선도하는 “공주시”
• SMART CITY의 5요소 : 지속가능성, 능률성, 쾌적성, 품격성, 첨단성 등 5개요소의 융합을 통한 SMART CITY 구현
• 계획목표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원하는 충남의 행정중심배후도시, 꿈을 현실화하는 정보화 미래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관광휴양도시

부문별 계획
• 목표설정 : 자연을 배경으로 한 경관형성, 역사문화자원을 존중하는 경관형성, 쾌적하고 개성적인 시가지/신단지 경관형성
• 경관zone 형성계획 : 각 zone별로 경관형성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 경관형성 모델로서 중점적 경관형성을 위한 지구선정
• 경관기본축 형성계획 : 공통적 특성을 갖는 경관요소가 선형일 경우 서로 다른 경관 zone과 다양한 경관거점을 통합하여
개성적인 도시경관형성의 매개체가 되게 하며, 하천/녹지/교통/문화/생활/발전축의 6개 축 설정
• 경관거점 형성계획 : 역사문화자원, 공공시설, 시가지개발 및 정비계획지구, 공주시 관문 경관형성 계획 등 경관거점 선정

▷ 공주시 경관축 형성도

▷ 공주시 ZONE별 경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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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계획(고도보존특별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고도보존계획 기본방향 및 계획방향
• 기본방향 : “현대도시형 고도”
• 계획방향 : - 현대도시기능과 고도의 역사적 골격의 조화로운 병존 도모
- 다양한 시대의 유적을 서사적으로 연계
- 유적간 공간적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축 조성
- 유적과 대비되는 현대도시의 경관적 조화 유도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관리방향
• 특별보존지구 : 고도골격회복_ 백제~근대시대까지 아우르는 역사의 흐름을 반영한 고도골격 회복
• 역사문화환경지구 : 고도골격과의 조화[유사 VS 대비]_ 건물 형태, 높이, 기능[주거, 상업] 조성
• 신도심 : 원 도심과의 기능적ㆍ경관적 대비를 통한 고도 골격 조화
• 지구 외 고도 공간 : 도시계획 등 타 계획으로 관리

▷ 시범지구 지정(안)

▷ 조명경관 관리 종합도

▷ 시범지구 고도기본계회 ▷ 시범지구 고도보존계획
의 기본구상
종합계획도

보령시
2020 보령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목표
• 미래상 : ”21세기 자연친화적 복합도시 창조“
• 계획목표 : 관광ㆍ휴양도시, 지역특성화 산업도시, 교통ㆍ물류도시, 동북아 교역도시
• 기본방향 :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공간체계구축,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형성, 도시의 미래
상과 개발여건을 고려한 개발축 및 보전축 설정

보령시 도시경관기본계획
• 기본방향 : 독특한 역사ㆍ문화자원의 적극적 정비를 통하여 보령의 이미지 창출 및 관리유도
• 경관관리대상지역 설정 : 보존대상지역(우수한 경관, 역사ㆍ문화가 남아있는 지역, 도시 대표 공간 등 보존필요지역), 개선
대상지역(도시진입부, 주요간선도로변 등 경관개선 필요지역) 설정
• 경관축 : 해안경관축, 산악경관축, 경관확보 통경축 설정
• 유형별 경관관리 : 산악경관, 수변ㆍ해안경관, 역사ㆍ문화경관, 비도시지역경관, 주거지경관, 상업지경관, 공업지경관,
랜드마크 관리

▷ 보령시 경관현황 분석도 ▷ 보령시 광역 공간구조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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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공간구조 구상도 ▷ 보령시 경관축 설정도

아산시
2020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목표
• 미래상 : “세계로 도약하는 첨단복합도시 스마트아산”
• 계획목표 : 세계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과학 산업도시”, 임해여건을 활용한 “국제 업무도시”, 수준 높고 삶이 편안한
“인간중심도시”, 개성 있는 체험의 “온천ㆍ관광도시”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 목표설정 : 아산시의 개성 강화, 자연친화적인 도시경관구조 정립,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이 조화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창출, 미래지향적 세계적 브랜드 이미지 강화, 시민이 참여하는 경관행정제도 구현
• 생활권별 경관계획 : 지역적 특성에 따라 중앙생활권, 북부생활권,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구분
• 유형별 도시경관계획: 자연형 경관, 역사문화형 경관, 도시형 경관, 기타경관으로 유형화

▷ 아산시 공간구조 개념도

▷ 아산시 도시경관구조도

▷ 아산시 경관구조 종합분석도

서산시
202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목표
• 미래상 :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서산”
• 계획목표 : 차세대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의 메카로 도약을 위한 [첨단임해산업도시]
환황해경제교역 및 서해안시대를 열어줄 [교통, 물류거점도시]
도시와 농어촌, 사람,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도ㆍ농복합형 자족도시]

부문별 계획
• 목표설정 :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서산시”
• 경관존 : 산악경관, 산지 연접부 및 완충지 경관, 시가지 경관
• 경관축 : 녹지축, 해안축, 상징가로축
• 경관거점 : 진입거점, 역사문화거점, 공공시설거점, 교차로 거점

▷ 서산시 공간구조 개념도
- 발전축

▷ 서산시 공간구조 개념도
- 교통축

▷ 서산시 공간구조 개념도
- 보전축

▷ 서산시 경관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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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0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목표
• 미래상 :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논산”
• 계획목표 : 충절과 예학의 테마도시, 자립경제도시, 친환경 정주도시
• 기본방향 :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공간체계구축,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공간구조 형성, 도시의 미래상
과 개발여건을 고려한 개발축 및 보전축 설정

부문별 계획
• 도시이미지 설정 : “충절ㆍ예학의 테마도시”, 살기 좋은 Beauty 논산
• 기본방향 : 논산시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개성 있는 경관이미지 도출,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조망 확보, 논산시의
다양한 매력 창출, 논산시 도시이미지의 연속적인 경관 네트워크 형성
• 유형별 경관 : 자연경관, 농촌경관, 시가지경관, 역사ㆍ문화경관, 가로경관

`

▷ 논산시 공간특화 구상도

▷ 논산시 공간구조도

▷ 논산시 경관기본구상도

계룡시
2020 계룡시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목표
• 미래상 : “내 고향 계룡ㆍFresh GyeRyong”
• 도시의 미래상 및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전원도시, 국방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로의 실천계획수립

부문별 계획
• 기본방향 : 미래상에 부합되는 개성 있는 경관 이미지 도출,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조망의 확보, 계룡시의 다양한
매력 창출,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경관형성
• 경관권역 : 국방 모범도시 이미지 형성의 북부권역, 생태ㆍ전원 등 자연친화적 경관형성의 중부권역, 역사 문화ㆍ국방의
복합경관을 형성하는 남부권역
• 경관축 : 생태축의 보존 및 관리의 녹지축, 하천의 개방감 위한 하천축 관리, 주요 도로변의 도로축 경관관리
• 경관거점 : 상징경관조성의 진입거점, 관광자원 활용의 역사문화거점, 인지성 확보의 교차로거점, 랜드마크 요소의 공공
시설 경관거점 설정

▷ 계룡시 광역 공간구조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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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생활권 구분도

▷ 계룡시 경관관리 기본계획도

당진시
2025 당진군 기본계획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목표
• 기본목표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도시 정체성의 향상, 쾌적한 생활공간 형성, 개성 있는 지역이미지 형성
• 경관권역 : 지형ㆍ환경적 특성에 따라 산악권역, 산악 연접부 권역, 평야권역, 시가지권역 설정
• 경관축 : 자연ㆍ인문경관의 환경특성 및 활용에 따라 녹지축, 수계축, 도로축으로 설정
• 경관거점 : 이용률 및 장소성에 따라 진입거점, 역사문화거점, 교차거점, 공공시설거점

당진시 기본경관계획
• 미래상 : 역동적인 수륙환경도시 당진
• 목표 : 세계로 발돋움 하는 미래형 경제도시, 삶이 풍요로워 지는 문화도시,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한 정주환경 으뜸도시,
누구에게나 매력 있는 생태관광도시
• 기본구상 : 푸른중심권역,- 자연과 어우러진 커뮤니티 권역 / 청정자연권역 - 역사를 살리는 녹색 문화권역 / 해안교류권역
-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교류권역

▷ 당진시 도시공간구조 구상도

▷ 당진시 경관관리 계획도

▷ 당진시 경관기본 구상도

금산군
2020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목표
• 미래상 :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 대전광역ㆍ행정도시권의 대표적 「휴양ㆍ관광도시」

- 건강 및 첨단산업이 융합된 「활력도시」

- 체험형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도시」

- 천년 브랜드 이미지에 부응하는 「건강ㆍ복지도시」

-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된 「환경공생도시」

부문별 계획
• 기본목표 및 경관 유형 - 풍부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시가지, 산악, 주거 경관)
-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경관계획 수립(자연, 시가지, 주거경관)
- 금산군 문화의 특성 반영에 따른 이미지 제고(역사문화)
- 생활환경의 질 향상과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에 맞는 상징성 부여(자연경관)
• 권역구분 : 중부생활권(금산읍, 금성면, 진산면) / 동부생활권(제원면, 부리면) / 서남부생활권(남이면, 남일면)
북부생활권(복수면, 추부면, 군북면)

▷ 금산군 경관현황 분석도

▷ 금산군 경관현황분석도

▷ 금산군 경관축구상도

▷ 금산군 경관관리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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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0 부여군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목표
• 미래상 : “다시 살아나는 백제. 왕도(王都)의 숨결 Good Buyeo!”
• 계획목표 : 다시 찾고 싶은 부여(부여의 위상), 누구나 살고 싶은 부여(생활환경), 아름답고 생동하는 부여(동적활동)

부문별 계획
• 목표설정 :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부각,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도시 환경의 쾌적성 제고
• 기본방향 :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경관관리, 역사문화와 생활환경이 조화되는 경관관리, 쾌적한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경관
관리,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경관관리
• 유형별 경관 : 산지, 평야, 수변, 가로, 자연 취락지, 시가지, 역사문화, 야간경관 관리지침수립

▷ 부여군 도시공간구조도

▷ 부여군 공간특화 구상도

▷ 부여군 경관관리계획도

고도보존계획(고도보존특별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고도보존계획 및 목표 및 전략
• 목표 : 고도의 역사적 실체를 회복하고 고도의 공간적 골격을 회복
• 전략 : <특별보존지구>
-발굴 : 왕궁추정지, 궁남로 일부

-복원 : 북문지, 사비나성 일부

-보존관리 : 부소산성 등 부소산 주변환경 관리

-물리환경개선 : 단계적 발굴을 위한 건축물 관리 등

<역사문화환경지구>
-경관복원 : 옛길, 옛 물길, 연지, 농경지 복원 및 보존

-기능이전 : 부여여고, 도서관, 주차장 이전

-기능부여 : 이주단지 및 학원단지, 한옥마을, 공연장, 전통문화거리 조성
-잠정적 관리 : 왕궁터 골격 확인 기간 동안 건물외관 개선 -생활기능 정비 : 가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

▷ 사비왕궁지구 리별 지정지구 ▷ 조망대상 및 조망점 선정에 의한 조망경관 ▷ 사비왕궁지구 고도보존계획 기본방향
및 층수 현황도
관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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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군 중장기발전계획
도시의 비전
• 생태중심의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및 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업단지와 연계한 생태자원의 개발, 산업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 실현

부문별 계획
• 생태환경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동력으로 자연 및 생태 자원을 설정, 정부 대안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생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
• 산업경제  친환경 농수산업과 생태산업 육성 : 현재 지역경제 기반인 1차 산업의 가공 및 판매구조를 개선, 미래 성장
동력인 생태산업의 육성 정책을 구체화
• 문화관광  전통문화 계승과 고품질 관광 진흥 : 서천군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 보존 및 개발, 유구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통하여 고품질 관광을 진흥
• 지역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균형 개발 : 각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적인 발전기반을 마련, 생태
도시 구현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칙하에 개발정책을 수립·시행
• 교육복지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보건복지 실현 :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 체계적 사회교육 환경의 조성 및 초·중등학교
기초교육여건의 향상,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 복지 체감도를 제고
• 자치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역량 강화 : 주민과 행정기관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기초한 인적자원 및 조직역량 강화

▷ 서천군 비전-전략체계

▷ 서천군 중장기발전사업

▷ 권역별 주요 발전사업 추진계획

청양군
청양군 중장기발전계획
도시의 미래상
• 훼손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역발전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에코 파라다이스
(Eco-Paradise) 청양」 실현

계획 목표
• 살기 좋은 전원도시 - 떠나는 도시에서 머물러 살고 싶은 전원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청정 전원도시 실현
•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칠갑산/지천을 활용한 체류ㆍ휴양형 관광기반 확충,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관광 정체성 확립

▷ 청양군 발전축

▷ 청양군 생활권역 구분도

▷ 청양군 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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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0 홍성군 기본계획
도시의 미래상 및 목표
• 미래상 : “21세기 충남의 중추 「허브도시」 홍성”
• 계획목표 : 광역행정의 중심도시, 역사ㆍ문화ㆍ교육 중심도시, 신산업도시, 환경친화도시, 전원복지도시
• 기본방향 :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공간체계구축,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공간구조의 형성, 도시의 미래
상과 개발여건을 고려한 개발축 및 보전축 설정

부문별 계획
• 기본목표 : 천혜의 자연경관 보존, 개발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경관요소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경관형성, 근대역사와
문화의 보존ㆍ계승ㆍ활용
• 경관권역 : 홍성군 전체를 연안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분하고 경관형성요소를 거점, 축, 권역(지역) 으로 하여
방향 제시

▷ 홍성군 경관권역 설정도

▷ 홍성군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 홍성군 경관 및 미관 기본구상도

예산군
2020 예산군 기본계획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목표
• 미래상 : “ECO Vision 2020 예산”
• 계획목표 : 광역행정중심도시, 활력 있는 첨단산업도시, 미래형 첨단 농업도시, 친환경관광휴양 도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부문별 계획
• 기본방향 : 예산군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개성 있는 경관이미지 도출(Identity)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조망의 확보(Nature)
예산군의 다양한 매력 창출 및 쾌적성 확보(Amenity)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느끼는 경관형성(TogetherㆍCooperation)
• 경관권역 : 생활권 구분에 따른 권역설정으로 통일된 군 기본계획의 실현, 동부예산 경관권역, 서부내포 경관권역, 남부
예당 경관권역으로 구분

▷ 예산군 경관현황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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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경관권역 구분도

▷ 예산군 경관기본구상도

태안군
태안군 중장기종합계획
도시의 비전 및 목표와 과제
• 비전 : “서해안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관광휴양도시”
• 목표와 과제 : 서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탕으로 한 「해양형 관광휴양도시」
환경 친화적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을 둔 「에너지 자립형 환경도시」
도시와 농어촌,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농 복합형 자족도시」

부문별 추진과제
• 도시 및 지역 : 탄소저감 지속가능

•산업 : 친환경 고부가가치

• 생활환경ㆍ복지 : 수요자 중심 복지기반

• 교통 및 물류 : 지역간 네트워크화

•문화ㆍ관광 : 청정 휴양 관광기반

• 환경보전 생태보전과 녹색성장

태안 미션
• 열린 마음과 포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충남 서해안의 발전을 선도한다!

▷ 태안군 생활권 설정

▷ 태안군 관광권 설정

▷ 태안군 교통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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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충청남도 경관관련 상위계획 및 사업 종합 분석
구분

관련계획 및 사업

주요내용

충남의 경관권역ㆍ축ㆍ거점 설정 및

충청남도 역사, 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특화계획

정비 복원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서해안 중ㆍ장기적 발전계획 설정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관광 개발방향 및 효율적인 집행 방향 수립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

경제,
도시개발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내포신도시 및 행복도시
관련 개발계획

4대강(금강) 살리기 사업

친환경
생태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도로의 특성에 따른 도로정비의
기본계획 설정

상세지역에 대한 종합적 경관디자인
모델 제시 및 실행 계획 수립

도로 유형별 정비계획 수립

신도시별 개발계획

기본구상

기본구상

기본구상

실행계획

천안아산 신도시 / 태안레저관광기업도시

기본구상

오송생명과학단지 /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역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

해안경관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지침
가이드라인

충청남도공공디자인기본계획 공공디자인 제도 및 정책

금강변 경관 관리와 조성

기본구상

서해안경관관리 및 경관형성 방향 제시

실행계획

지적기반 관리구역 제작
연안생태계 조사를 통한 보전 방안 마련

충남 이미지 강화사업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 및
발전계획

활용계획

충남도청 이전지 / 행정복합신도시

충청남도 광역생태 네트워크 충청남도 생태축의 연결 및 구축강화

공공
디자인

관련사항

기본구상

기본구상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실행계획

경관관리를 위한 보전과 형성에 관한

기본구상

도시계획
지자체별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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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설정

경관중점관리구역 및 경관보전에 관한 계획

실행계획

07. 실행계획

5. 시ㆍ군별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5-1 현황조사의 목적
•충청남도의 도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ㆍ군 단위로 경관자원 조사 및 현황을 파악
•시ㆍ군별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를 통한 경관자원과 도시경관 현황 파악
•기본방향 및 미래상 구상을 위한 기반 마련

5-2 조사대상 및 범위
경관자원분류
녹지경관

요소

경관자원분류
산업단지
경관

산악
하천

역사문화
경관

자연자원
수변경관

호수 / 저수지
해안

시가지경관

주거, 상업

농산어촌경관

전, 답, 생산녹지

인공자원

산업단지
여가관광
역사문화
건축물

인공자원

고속도로

철도 및
도로경관

요소

오픈스페이스

구성요소별
경관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국도 및 지방도

경관색채

철도

야간경관

5-3 현황조사의 활용방안
현황분석
•파노라마 뷰 및 현장 사진을 통한 전반적인 경관 현황 분석

경관특성파악
•경관자원의 긍정적ㆍ기회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여 경관 특성을 도출

경관향상방안
•경관자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관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시·군별 세부 경관자원조사는 별책(충청남도 경관관리방안 및 시ㆍ군 조사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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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충청남도 각 도시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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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ㆍ군 경관 기본 현황
천안시
만남과 어울림의 흥이 살아있는 도시
• 천안시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경부선이 있으며,
남서로는 장항선이 뻗어있고 서울, 진천, 아산, 공주, 평
택, 대전방향으로 사통팔달의 육로가 펼쳐 있는 애국충절
의 도시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구릉성 평지지형 형성

역사문화 경관, 철도 및 도로경관,

• 다수의 산업단지 및 교통의 요충지로 대규모 시가지 형성

시가지 경관

대표경관자원
독립기념관, 천안삼거리 공원, 장항선, 아라리오 광장 등

독립기념관

천안삼거리 공원

장항선

아라리오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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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찬란한 백제문화와 역사의 도시
• 공주시는 찬란한 백제문화가 숨 쉬고 있는 역사문화도시
다. 구석기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조
들의 삶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석장리 구석기 유
적, 송산리 고분군, 세계 최고의 왕릉인 무령왕릉 등 다
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대부분 100m 이상의 산지로 형성되며 도시를 관통하는 금강이 지남
• 금강변을 따라 백제역사문화자원 다수 분포 및 우수한 경관형성

역사문화 경관, 수변 경관

대표경관자원
석장리 구석기 유적, 공산성, 무령왕릉, 금강 등

석장리 구석기 유적

무령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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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성

금강 및 금강철교

보령시
서해안 최고 관광축제의 해변산악도시
• 머드축제로 유명한 충남 보령시는 차령산맥의 말단부와
서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해변 산악 도시로서, 지역의
대부분이 바다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은 바다를 삶의 터
전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산, 평야 바다가 조화된 도시로 사계절의 문화 관광 자원 보유

수변 경관, 산림 경관

대표경관자원
대천항, 오서산, 원산도, 성주산, 보령호 등

대천항

오서산

원산도

보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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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세계최대의 첨단산업도시
• 아산항 종합개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현충사 · 도고
온천 · 아산온천 · 광덕산 · 삽교호 등 유수한 관광자원
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로
주목 받고 있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현충사, 온천문화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 형성

역사문화 경관, 철도 및 도로경관,

• 서해안 지역발전의 우수한 입지조건 및 다수의 산업단지 형성

수변 경관

대표경관자원
현충사, 신정호, 삽교호, 온양온천, 외암민속마을, 온양온천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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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사

외암민속마을

신정호

온양온천역

서산시
서해안 산업지역의 메카
• 대규모의 간척사업, 대산지구 임해공업지역 등 서해안
개발의 붐을 타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음. 최근에는
서산 테크노벨리 등 대규모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진
행 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과 더불어 자동차산업 메
카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리아스식 해안 및 유인도, 무인도 다수 형성
• 해양생태자원 및 내포문화, 산업단지 형성

역사문화 경관, 수변 경관, 산업단지 경관

대표경관자원
서산 테크노벨리, 천수만, 가로림만, 해미읍성,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등

서산 테크노벨리

천수만

해미읍성

가로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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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넓은 황산 벌판 위에 평화로움을 간직한
역사의 도시
•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맛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고장
이며, 들에서 언덕을 넘고 다시 들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땅에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한 가득이며, 해가 일찍 떠
서 길고 아름답게 진다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강경포구 및 근대문화자원이 금강을 따라 형성
• 백제문화권의 역사 및 특색 있는 농촌마을 다수분포

역사문화 경관, 농산어촌 경관

대표경관자원
황산벌, 서원, 관촉사, 강경포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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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벌

금곡서원

덕곡마을

강경포구

계룡시
21세기를 준비하는 첨단국방문화도시
• 주변자연경관과 풍수지리가 좋아 조선시대 새로운 도읍
지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21세기 첨단 국방과학문화도시
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전체 면적의 90%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산악경관 발달
• 대규모 군대시설 및 인접도시 배후주거지 및 전원도시경관 형성

군사시설 경관, 전원 경관

대표경관자원
계룡대, 향적산, 계룡산, 전원경관 등

계룡대

향적산

계룡산

계룡시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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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1세기 문화복지도시를 지향하는 역동적인 도시
• 충남 서북단에 위치해 3분의 2가 바다에 접해있는 당진시
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서해대교 개통과 당진항 지정 등
교통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도권 기업들이 제일 선호
하는 임해형 산업단지로 각광 받고 있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황해와 접하여 리아스식 해안 형성하며 농어촌 마을 형성
• 해안에 접한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다수 형성

수변 경관, 농산어촌 경관

대표경관자원
삽교호, 서해대교, 왜목마을, 도비도 농어촌 해양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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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서해대교

왜목마을

도비도 농어촌 해양단지

금산군
생명의 고향 미래의 도시
• 충남의 동남부에 위치한 금산군은 농업이 주산업이며,
특히 인삼이 유명하다, 보석사, 미륵사, 태고사, 칠백의
총, 위성 통신 지구국 등 명승지가 산재되어 있는 생명
과 미래의 도시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고원상분지로 주변 경계로 쌓여 있어 자연경관 우세하며 대부분 농촌경관
을 형성

녹지 경관, 농촌 경관

대표경관자원
금산 산림문화타운, 12폭포, 진악산, 인삼재배지

금산 산림문화타운

12폭포

진악산

인삼 재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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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세계역사도시
• 찬란한 백제문화와 충절의 선비정신이 숨 쉬는 곳이며,
차령산맥이 충남의 북동에서 남서부로 이어져 군의 북
서쪽을 지나면서 보령시와 서천군과 경계를 이룬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백제문화 경관자원 분포 및 시가지 주변으로 대부분이 자연경관 형성
• 금강이 부여군을 관통하며 90% 이상 녹지지역 형성

역사문화 경관, 수변 경관

대표경관자원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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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

금강

서천군
기름진 옥토와 서해가 조화를 이루는
충절의 도시
• 춘장대해수욕장, 천연기념물 제169호인 동백나무숲과
마량리 해돋이 마을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
이기도 하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
고 있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서해안과 접하며 대부분 준평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경지 및 금강 역사
문화생태 관광 벨트와 연계한 어촌경관 형성

농산어촌 경관, 수변 경관

대표경관자원
서천평야, 홍원항, 신성리 갈대밭,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서천평야

홍원항

신성리 갈대밭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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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칠갑산을 중심으로 맑은 물과 청정 산림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청양군은 그 밖
에도 하늘빛과 땅빛, 그리고 물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산, 하천, 농ㆍ산촌이 어우러진 전원적 경관을 형성
• 국가 생태계 연결축의 칠갑산 도립공원 보유

녹지 경관, 전원경관

대표경관자원
칠갑산도립공원, 천장호, 지천구곡, 산꽃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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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 도립공원

천장호

지천구곡

고운식물원

홍성군
전통과 미래를 잇는 내포의 중심도시
• 충절과 의병의 고장인 홍성군은 내포문화권의 발흥지이
다.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뤄 일 년 내내 먹을거리가 풍
부하며 홍성은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서해안시대 성장 잠재력 보유

역사문화경관, 신도시 경관

• 내포문화권 개발 및 충남도청이전 내포신도시 개발

수변 경관

대표경관자원
한용운 생가지, 홍주성과 여하정, 내포신도시, 남당항

한용운 생가지

내포신도시

홍주성과 여하정

남당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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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의좋은 형제의 고향 슬로우 시티
• 한 폭의 산수화를 보듯 풍광이 뛰어나며, 기름진 평야를
바탕으로 한 형제의 고향으로 불리는 예산군은 슬로우
시티에 걸맞은 역사문화유산과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
으며, 충청남도 북서부지역 도로교통의 중심이자 분기점
역할로 거듭나고 있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홍성군 및 예산군 경계에 내포 신도시 형성으로 연계하여 경관관리
• 외부로는 산지경관 형성되어 있으며 내포문화 역사, 관광지 경관 발달

신도시, 역사문화경관

대표경관자원
내포신도시, 예당관광지, 추사고택, 덕산온천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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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예당 관광지

추사고택

덕산온천관광지

태안군
아름다운 서해안의 휴양 도시
•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리아시스식 해안은 만곡이 심하여
간척지가 잘 개발되어 있으며, 안면도 천연송림과 아름
다운 해안을 있는 30여개의 해수욕장과 전설을 간직한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경관현황 및 특징

대표경관유형

• 자연경관 및 관광, 문화, 휴양 등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 리아스식 해안 및 구릉성 산지 형성

수변 경관, 녹지 경관

대표경관자원
태안해안, 신두리 해안사구, 안면도 자연휴양림, 백화산

태안해안

신두리 해안사구

안면도 자연휴양림

백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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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요 마을 조사ㆍ분석

외암리 민속마을

공주 한옥마을

당진시 왜목마을

월하성어촌체험마을

보령쌈지촌마을 (정보화마을)

태안군 만대어촌체험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구분
서산

위치
부흥

음암면 부산리 외 1개리

개발방향
나비와 백조, 사람이 함께 노니는 친환경생태 문화공간

논산

탑정호 가야곡면 산노리 외 1개리 자연생태 청정한 녹색휴양마을 탑정호(TOP) 권역 만들기

금산

진악산 금산읍 음지리 외 2개리

비단뫼 732, 색다른 同居同樂

홍성

한솔기 홍북면 노은리 외 1개리

기차고 신나는 한솔기 권역 만들기

아산

충무

음봉면 삼거리 외 3개리

역사체험과 휴식, 자연친화적 미래를 지향

백마강 은산면 거전리 외 3개리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쉼과 배움의 공간

부여
사비석성 석성면 증산리 외 2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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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임금의 마을, 사비성의 꿈이 피어나는 양송이 마을

연기

동림

전동면 봉대리 외 3개리

생활 활력 충전소, 동림마을

예산

오촌

오가면 오촌리

전통과 역사, 건강한 사람들이 만드는 예산1번지

서천

비인

비인면 남당리 외 2개리

농촌과 도시가 함께 하는 활력 있는 쉼터

금산

마전

추부면 마전리

나눔과 소통의 거점, Happy Station 조성

5-7 시ㆍ군별 경관 자원 종합
•시ㆍ군별 경관현황 조사 결과 유사성격의 경관이 5가지로 구분되었음
•당진, 천안, 아산은 산업단지 및 시가지 경관이 활성화 됨
•공주, 부여는 백제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 경관의 성격이 강함
•논산, 금산, 계룡은 고즈넉한 분위기의 전원 및 농산어촌 경관의 성격이 강함
•홍성, 청양, 예산은 내포문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 및 전원, 신도시 등이 혼재됨
•태안, 서천, 서산, 보령은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을 바탕으로 수변경관의 특성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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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자원 분포 현황

▷ 경관자원 분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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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유형별 경관자원 분석

녹지경관

수변경관

•경관검토 실시를 통한 녹지자원의 개발로 녹지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며, 수려한 녹지경관을
통과하는 도로는 훼손지 복원 및 관리를 통해 경관저해
요소 개선 및 연속적인 경관관리가 되도록 함

•수변으로의 접근성 강화 및 주변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의 통합적인 경관관리

•단절된 구간의 복원 및 녹지축의 연계를 통한 녹지네트
워크 조성

시가지경관

•주변 미개발지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개발 유도
•각 시가지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경관 형성 유도 및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의 통합적 경관관리

•서해안의 해안경관보전 및 해안변 인공물 경관관리
•스카이라인 및 방조제, 구조물등 인공 경관관리

농산어촌경관

•테마가 있는 농촌마을조성 및 마을 경관의 특화
•기반시설의 통합관리로 시설물 설치 최소화 및 노후화
된 시설 경관관리
•농촌마을 경관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건축물의 규모,
형태, 색채 등의 체계적인 경관관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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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도로 경관

산업단지경관

•고속국도, 철도 주변 시설물, 옥외광고물, 건축물, 색채
등의 경관관리 및 차폐를 통한 인공경관을 개선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를 중심으로 장소성을 고려한
산업단지 경관관리 및 색채, 규모, 형태에 대한 지침
으로 인공적인 이미지 개선 및 도시 전체적인 조화 유도

•진입상징경관 및 도시별 특색 있는 도로경관 형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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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부문별경관계획

•녹시율 확보를 통한 인공경관 완화

역사문화경관

구성요소별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의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한 활성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구성요소별 통합 계획 유도로 보
다 일체감 있는 경관형성

•역사문화 주변의 시설물, 건축물, 옥외광고물, 진입로
등 통합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경관관리

•인접한 경관요소와의 관계를 고려한 규제 및 완화 지침
을 통한 조화로운 경관 유도

6. 경관의식조사
6-1 설문조사의 개요
•설문대상 : 도ㆍ시ㆍ군 주민, 각 시ㆍ군 경관관련 유관부서 담당, 외부 전문가(충남 외 지역)
•설문기간 : 2012년 3월
•조사부수 : 1,000부 (주민 600부, 유관부서 300부, 외부 전문가 100부)
•설문내용 및 방법 : 일반주민, 유관부서, 외부전문가로 구분하여 그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각각
의 설문 의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토록 조사

일반주민 설문
구분

내용

설문의도
설문내용

목표 및 미래상 / 경관 만족도 / 경관 협정

설문방법

충남도민이 바라고 느끼는 경관상 반영

경관, 공공디자인 등 경관관련 학교 단체를 대상
일반 도, 시, 군 시민현장 방문 및 설명을 통한 설문

유관부서(관련공무원) 설문
구분

내용

설문의도
설문내용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 및 조직관리 등을 위한 계획반영

설문방법

우선정비구역 / 경관관련 사업 / 전담부서의 역할 및 관리체계
각 지자체 경관관련 부서 배포 및 회수
인터넷, 우편발송, 방문설문 조사실시

외부 전문가(충남외 지역) 설문
구분

내용

설문의도
설문내용

외부에서 바라고 느끼는 경관상 반영

설문방법

충남의 이미지 / 충남 경관의 특징 / 충남 경관 계획의 방향
도시설계학회 등 경관관련 학회 회원(교수, 전문가)
인터넷, 우편발송, 방문설문 조사실시

의식조사 진행결과
구분

배포부수

회수부수

조사방법

외부 전문가

100

145 (100)

면담 및 배포

유관 부서

300

53 (300)

배포

도, 시 민

600

424 (600)

면담 및 배포

계

1000

622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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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조사 및 분석
일반 사항
•일반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성별은 남자가 57%로 다소 많고, 연령대는 31~40세가 27%로 가장 많
았으며, 대전 및 충남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관련부서는 건설과, 도시과, 녹지과 순으로 많았고, 근속기간은 1~5년 및 5년 이상 종사한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전문가 응답자는 5~20년 사이의 거주기간이 대부분이고, 공공디자인 및 경관 업무종사자가 많았으며,
5~10년 이상 종사한 근무자가 대다수였음

경관 기본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충청남도 시ㆍ군 지역에서 경관(미관)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나 장소(주관식)
•유관부서에서 충청남도 시ㆍ군 지역의 경관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순위로 혼잡하고 복잡한 옥외광고물, 2순
위 건축물 경관, 3순위 주차문제 및 보행 공간 협소에 따른 도로경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역사문
화공간과 주변 환경의 이질감, 대천해수욕장, 부여읍 등이 있었음
•충청남도의 도ㆍ시민들은 충청남도 지역의 경관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순위로 해안가의 상업지, 2순위로
노후화된 건축물, 3순위로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부여읍, 논산역 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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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소 /
방문객에게 권하고 싶은 곳(유관부서)

충청남도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소 /
방문객에게 권하고 싶은 곳(전문가)

•충청남도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소로는 유관
부서 및 관련부서는 태안해안, 계룡산, 공주공산성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밖에 답변으로는 백제문
화단지, 공주 무령왕릉 등이 꼽힘

•충청남도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소로 전문가
는 서해안(태안, 보령), 공주, 부여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답변으로 서해대교, 금산 등을 응답
함

우리 시ㆍ군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소 /
방문객에게 권하고 싶은 곳

휴일에 가족, 친구 등과 주로 찾는 시설 또는 장소

•충청남도 내 해당 시ㆍ군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
는 장소로 유관부서는 탑정호, 구드래, 해미읍성 순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밖에 답변으로는 부소산성,
공산성, 무령왕릉 등을 응답함

•휴일에 가족, 친구 등과 주로 찾는 시설 또는 장소로
는 유관부서에서는 산이라고 답하였고, 전문가는 강,
호수, 저수지라는 답변이 제일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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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시ㆍ군에서 경관적으로 가장 보존하고 싶은 지역
•충청남도 내 경관적으로 가장 보존하고 싶은 지역으로 유관부서에서는 대둔산, 탑정호, 태안 해안 순으로 답하였
으며 그 이유로는 시민들의 휴식처, 관광객 유치, 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음
•충청남도 내 경관적으로 가장 보존하고 싶은 지역으로 전문가는 태안(서해안), 공주, 부여, 금강 순으로 답하였으
며, 그 이유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음

귀하의 시ㆍ군에서 가장 개선되기 바라는 지역
•충청남도 내 경관적으로 가장 개선되기 바라는 지역으로 유관부서는 서해안, 부여읍, 대천해수욕장 순으로 답하였
으며 그 이유는 다수의 방문객. 역사문화보존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충청남도 경관적으로 가장 개선되기 바라는 지역으로 전문가는 태안, 공주, 부여, 천안ㆍ아산역 주변 순으로 답하
였으며, 그 이유는 방문객수가 많으며 우수한 해안경관 및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가치가 높아서라고 답하였음. 천안
ㆍ아산역 주변의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며,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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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에서 경관관리 중점지구 지정에 적합한 곳과 이유
•충청남도에서 경관관리 중점지구 지정에 적합한 곳으로 유관부서는 부소산(부소산성), 탑정호, 왜목마을 순으로
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경관이 우수하며 역사문화가치가 높아서 라고 응답함
•충청남도에서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에 적합한 곳으로 전문가는 서해안 경관(태안, 보령), 공주ㆍ부여의 백제관련
유적, 천안시 주변 순으로 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우수한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가치가 높아서 라고 답하
였으며, 천안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응답함

경관형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충청남도에서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곳 /
방문객에게 권하고 싶은 곳

시ㆍ군 지역에서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곳 /
방문객에게 권하고 싶은 곳

•충청남도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관으로는 탑정호
및 태안 해안을 꼽았으며 백제문화단지 및 기타 관관
문화요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충청남도 내 시ㆍ군 지역에서의 자랑하고 싶은 곳으
로는 탑정호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육군훈련소
및 건양대 등을 지역을 대표하는 요소로 손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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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경관의식조사 통계
조사문항
지역
이미지

충청남도 전체
경관에 대한 느낌

의식조사 결과
•전체이미지 : 조금 아름다움 / 활력이 조금 부족
•자연경관 : 조금 수려함 / 조금 녹지가 풍부함
•인공경관 : 조금 조잡한 이미지

•천안시  천안삼거리, 독립기념관, 천호지
•공주시  공산성, 무령왕릉, 공주국립박물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오서산
•아산시 - 온천(온양,도고,아산), 외암민속마을, 현충사
•서산시  해미읍성, 마애삼존불상, 버드랜드
•논산시 - 탑정호, 부석면(계백장군묘소, 군사박물관, 탑정호), 관촉사

시ㆍ군의 이미지를 가장
•계룡시  계룡산, 계룡밀리터리공원, 향적산
잘 나타내는 장소
•당진시  왜목마을, 삽교호관광지, 난지도

방문객에게 권하고
싶은 곳

•금산군  금산약령시장, 칠백의총, 금산산림문화타운
•부여군  구드래, 부소산, 궁남지
•서천군  금강 하구둑 철새도래지, 신성리 갈대밭, 희리산 국립공원
•청양군 - 칠갑산, 천장호, 장곡사
•홍성군  홍주성과 여하정, 용봉산, 궁리포구
•예산군  예당저수지(예당호 조각공원, 예당관광지), 수덕사, 덕산도립공원
•태안군  태안해안(태안국립공원, 만리포), 안면송림, 태안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경관
기본
방향

•유관부서 : 천안시  천호지 (관광객 많고 경관우수)
공주시  공산성, 무령왕릉(역사문화적가치)
보령시  대천해수욕장(관광객이 많음)
아산시 _ 외암민속마을 주변 및 강당골계곡(청정지역으로 보존필요)
서산시  부춘산(관광객 유치 및 휴식공간확보)
논산시  대둔산(우수한 경관)
계룡시  계룡시 향한리 (우수한 경관)
당진시  면천읍성(역사문화적가치)

귀하의 시, 군에서
경관적으로 가장
보존하고 싶은 지역

금산군  칠백의총(역사문화적가치)
부여군  부소산(역사문화적가치 및 자연경관우수)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철새 및 자연경관우수)
청양군  칠갑산(우수한 자연경관)
홍성군  천수만해안(관광객 유치 및 휴식공간 확보)
예산군  예당저수지(전국 최대의 저수지, 낚시터)
태안군  태안해안(우수한 자연경관)
•전 문 가 : 태안 및 보령의 서해안(우수한 경관)
공주, 부여(역사문화적가치)
금강(우수한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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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문항

의식조사 결과

•1순위 : 전문가/유관부서  독창적 이미지 부재

시ㆍ군 경관/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
우선 순위

도ㆍ시민 -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의 결여 및 활성화 미흡
•2순위 : 유관부서/도시민 - 자연환경과 주변 건축물 등과의 부조화
전문가 - 공공시설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도로 가로경관 조성

충청남도 시ㆍ군 지역
경관(미관)상 문제점

•유관부서 : 옥외광고물 -> 건축물경관 -> 주차문제 공간 협소로 가로경관 저해
•도 시 민 : 해안가의 상업지 -> 노후화된 건축물 -> 낙후된 농촌지역

충청남도 이미지를 가장
•유관부서 : 태안해안 -> 계룡산 -> 공주 공산성
잘 나타내는 곳/ 방문객
•도 시 민 : 서해안(태안, 보령) -> 공주, 부여(백제문화단지) -> 금강
에게 권하고픈 곳

충청남도의 색채 이미지 •평온하고 전원적인 이미지 50%
방향으로 적절한 것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인 이미지 36%

경관
기본
방향

충청남도의 미래상으로
적절한 것

•1순위 : 개성 있고 풍부한 역사ㆍ문화의 도시
•2순위 : 살기 좋은 도시 농어촌의 쾌적한 도시

귀하의 시ㆍ군에서 가장 •유관부서 : 태안해안 -> 부여읍 -> 대천해수욕장
개선되기 바라는 지역 •도 시 민 : 태안해안-> 공주, 부여 -> 천안아산역

•유관부서 :1순위  부소산(부소산성)_ 역사문화/자연환경 보존
시ㆍ군에서 경관관리
중점지구 지정에 적합한
2순위  탑정호 _ 경관우수/관광객 유치
곳과 이유
3순위  왜목마을 _ 경관우수

시ㆍ군에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우선 정비 순서

•1순위 : 시가지지역(도시내 도로 및 주거지역)
•2순위 : 문화관광지역(유원지, 온천, 테마파크 등 관광지)

•1순위 : 유관부서 도ㆍ시민 - 도로 및 가로 정비사업

시ㆍ군의 경관정비
추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전문가는 전통역사ㆍ문화경관 보전 및 정비사업
•2순위 : 유관부서 -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전 문 가 - 전통역사, 문화경관 보전 및 정비사업
도ㆍ시민 - 색채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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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분석의 종합 및 과제도출
분석의 종합
관련법 및 관련계획 검토

조사 및 분석

•상위계획 및 법 관련 분석으로 정합성
유지

•다양한 자연, 역사문화 자원 보유

•시·군의 관련 계획 및 사업과의 연계
성 확보

•각 시·군을 아우르는 일관성 있는

(내포문화, 백제문화,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 마련

•타 도와 차별화 되는 독창성 부재

•지역적 균형 및 활성화 필요
충청남도 이미지 필요

•통합적 경관 관리 체계의 마련

경관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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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식조사 및 분석

1

충남의 경관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이미지 연출

2

각 시ㆍ군을 아우르는 통합적 경관관리 방안

3

다양한 경관자원별 특성을 반영한 경관자원의 보전 및 활용

4

관리 주체에 따른 경관자원의 효율적 구분 및 관리

5

관련계획 및 사업과의 유연한 종합계획 수립

•적극적인 우수경관자원 보존 및 활용

7. 경관 사례분석
7-1 국내 사례분석
•국내에서 계획된 광역단위의 경관기본계획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선도적인 경관계획의
구성 및 내용을 도모함
계획명

사례분석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 기존계획을 반영한 구체적 경관관리구역 설정
• 체계적 경관관리단위의 구분에 의한 기본방향과 기준 제시
• 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기존에 수립된 다양한 경관 관련 계획의 종합과
체계화, 실천계획으로서의 역할

경기도 경관계획
• 관련계획 검토를 통한 경기도의 공간적·지역적 현황 파악으로
계획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경관권역 설정에 반영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설정하여 유형별 경관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

경관단위설정을 토대로 중점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제시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 남해 경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남해의 정체성에 맞는 계획수립
• 해안 경관계획이라는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단위 설정
• 경관요소를 중심으로 경관구조별, 경관유형별 계획 제시

해안경관을 고려한 경관관리단위의
구분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대전시 기본경관계획

• 대전의 경관 특성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에서 찾아 고려
• 경관기본관리구역계획과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으로 구분 계획
• 경관기본관리구역계획은 경관축, 경관거점을 경관권역에 종합
적으로 반영하여 계획 수립

경관축과 경관거점을 경관권역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경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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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외 사례분석
•국외에서 계획된 경관기본계획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경관구조 및 가이드라인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
계획명

사례분석

가나자와 경관계획
•전통환경의 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 공공디자인 확립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
•공공과 민간의 협조, 시민이 주도하는 역사문화의 보존과 활용

민관 협동의 꾸준한 행정으로 전통경관 보존 및 발전
도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선별적 경관계획 수립

독일 라인란트 플라츠 경관계획
• 농업경관, 강변경관, 숲경관, 암벽경관, 호수경관, 마을경관을
분류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시스템을 구축
• 휴양지 및 유원지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연경관을 고려
한 자연과 조화를 이룬 휴양지 및 유원지 조성
• 동식물 서식지 및 조류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을 분류하여 체
계적인 보호지구관리시스템 구축

독일 라인강 연변의 경관자원을 보전한 경관계획수립

밀워키시 종합계획
• 도시디자인 추진기관 URA를 중심으로 도심 지구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성정
• Concept Plan을 기반으로 보전기본계획, 개발가이드 계획,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마스터플랜 계획

도심(시가지) 지구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교토 역사경관 보전
• 교토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린 종합적인 경관시책 운용
• 교토 특유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계획 수립
• 역사경관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관시책의 시도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경관시책 및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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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기본구상의 전략
1-1 경관테마설정 및 추진전략
•충청남도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도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역사문화경관, 정감있는 농산어촌경관 및
인문경관을 바탕으로 ‘행복미소 충청남도’라는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경관기본구상의 테마로 선정
•기본구상에서 정해진 경관골격을 바탕으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적 부분과 중점적 부분을
모두 만족시키며, 설계지침과 실행방안을 통해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함

63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1-2 경관기본구상의 개요
경관기본구상의 개요
개

요

-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경관계획에 대한 개념적 구상안을 제시함
-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의 경관단위 설정
- 충청남도의 고유한 경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형성, 관리 방안 수립

세부내용
- 경관기본구상은 충청남도의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바탕으로 경관구상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미래상, 경관 이미지와 테마의 설정, 경관골격 등을 구상
-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통합적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경관상과 경관계획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구

성

- 경관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체적인 추진전략의 틀 마련
- 경관과제 및 경관관리 전략에 따른 경관의 방향성, 정체성을 제시
- 경관권역, 축, 거점별, 중점관리구역별 경관계획의 틀 구상

단계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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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2. 경관 미래상 도출
2-1 경관 미래상 도출전략
충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충청남도는 삼국시대에 백제에
속한 지역으로 185년간 찬란한
백제 문화의 꽃을 피운 지역임

지리적, 역사문화적 요충지인
충청남도는 개발로 인해 자연
경관의 훼손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됨

지형적 형세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충청남도의 경관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바탕으로
도시 형성 및 관리

Keyword 도출
•서해바다를 통해 ‘청정해양’의 이미지, 발전하고 있는 첨단산업 거점 개발을 통한 ‘미래도시’의 이미지,
찬란한 백제문화자원을 통한 ‘역사’의 이미지, 농산어촌의 전원적인 경관을 통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 산림자원을 통한 ‘풍부한 녹지’라는 다섯 가지의 Keyword를 도출

경관 미래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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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3-1 기본방향
기본방향의 설정 및 구성요소
•충청남도는 내포ㆍ백제문화 등 고풍스러운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서해안이 이루는 다양한 형태의 수변
경관, 계룡산ㆍ칠갑산 등이 이루는 산림녹지경관, 정감 있는 농산어촌이 만드는 정주환경, 충남의 미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산업단지와 새로운 신도시 등으로 분류되는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경관들이 만들어가는 충남의 친근한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방향을 5개의 은근한 아름다운 풍경
으로 설정함

67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3-2 추진전략
1景 - 역사문화경관

1

백제 역사문화의 보전ㆍ계승

2

내포 문화의 연계ㆍ확산

3

유교 및 근대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역사문화권의 보존 및 관리

•내포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전

•근대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전

•공주, 부여 문화자원의 연계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경관관리

•문화자원 관리 및 네트워크 조성

•관광자원과의 연계로 지역 활성화

•주변지역 확산으로 지역 활성화

•유교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2景 - 수변경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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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해양경관

2

친수 하천의 경관관리

3

쾌적한 해안도로경관

•서해안갯벌 등 생태보전지역 관리

•하천, 담수지 등의 보전 및 관리

•해안 및 수변 도로의 경관 관리

•바다 및 녹지로의 조망권 관리

•하천에서 주변으로의 조망권 관리

•생태자원과 연계된 관광 상품화

•외부에서의 상징적 이미지 연출

•친수공간, 시설의 배치로 활성화

•주변 상업지에 대한 경관관리

3景 - 녹지경관

1

녹지의 네트워크화

2

3

녹지조망권의 확보

생활 녹지공간 확보

•수려한 산, 구릉지의 보전 및 관리

•녹지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 •공공공간과 연계된 녹지공간 조성

•단절된 녹지의 복원 및 관리

•주요 조망점에서의 녹지조망권 확보 •생활형 녹지의 연속성 확보

•도시형의 연결 녹지축 조성

•시각 통경축과 연계된 개방 녹지축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

4景 - 농ㆍ산ㆍ어촌경관

1

도시와 조화로운 경관형성

2

생활경관 보전 및 지원

3

관광사업과 연계된 지역활성화

•진입부 및 경계부 정비 및 관리

•들판과 낮은 구릉지 경관의 보전

•어촌의 항구, 해수욕장 경관 개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환경개선

•산촌의 산림, 생태경관의 보전

•관광지와 연계된 진입경관도로 형성

•취락지 생활 경관 정비 및 관리

•주요 도로변 취락지 경관 관리

•지역 향토 관광사업 개발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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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景 - 도시ㆍ산업경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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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확장성 고려

2

원도심의 커뮤니티 향상

3

국제적 산업도시

•신도시와 원도시의 연계성 확보

•방치된 경관저해요소 관리 및 개선 •산업단지 경관 관리 및 정비

•신도시 경계부의 연속경관 관리

•도심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활성화

•주변과 조화로운 녹색산업경관 형성

•신도시의 선도적인 경관 형성

•커뮤니티 생활경관 관리 및 보전

•국제적 산업도시로의 이미지 강화

4. 경관 단위(골격) 설정
4-1 경관단위 설정 기준
•충청남도의 원활한 경관관리를 위해 동질의 경관특성을 지니는 점, 선, 면적인 경관요소들을 설정
•도 단위 경관계획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ㆍ군 경관계획에 활용이 용이한 단위를 지리적 특성에 맞추어
설정함

4-2 경관단위의 설정
5대 경관권역
•현황 파악 및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사 경관자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 시ㆍ군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함

4대 경관축
•선적인 형태의 축으로 묶여지는 경관자원(해안, 하천, 녹지, 도로)를 조사ㆍ분석하여 유형별 경관축을
설정함

4대 경관거점
•점적인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 경관(역사문화관광, 산업단지, 진입,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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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권역 기본구상
5-1 경관권역의 설정
설정기준
•15개 시·군의 지역적, 환경적, 경관적 특성과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5대 경관권역을 설정
•지역생활권, 개발계획, 각 지자체 도시이미지, 기 수립계획 등을 반영하여 권역 설정
•충남을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중부권역, 역사문화권역, 남부권역으로 5대 권역으로 구분

▷ 5대 경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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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5-2 경관권역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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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관축 기본구상
6-1 경관축의 설정
설정기준
•경관특성이 선적인 형태이거나 잠재력을 가지는 구간 요소로 연계가 필요한 경관요소를 설정
•축(선)의 성격이 강한 경관자원으로 해안, 하천, 녹지, 도로를 선정하여 해안경관축, 하천경관축, 녹지
경관축, 도로경관축으로 4대 경관축을 설정

▷ 4대 경관축

74

6-2 경관축의 세부내용
해안경관축

서해안 생태해양축
세부내용

예시 이미지

⋅서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해안경관을 축으로 설정, 경관관리 및 개선
⋅바다 및 녹지 조망축 확보 및 상징적 이미지 연출계획 마련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생태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해안
문화축 형성

하천경관축

금강 문화 하천축
세부내용

예시 이미지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하천, 담수지, 호수 등의 보존 및 관리
⋅하천축 주변 조망되는 농경지, 시가지 등에 대한 경관연출계획 마련
⋅다양한 하천 문화공간, 친수공간 등으로 지역 활성화 유도

녹지경관축

친환경 조망녹지축
세부내용

예시 이미지

⋅주요 산, 구릉지 등의 녹지 자원 보존 및 녹지 네트워크 조성
⋅도로 등의 인공시설물에 의한 녹지단절 구간의 복원 및 보전계획
⋅녹지 주변 건축물, 구조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정비

도로경관축

충남 상징연계축
세부내용

예시 이미지

철도축 : KTX고속철도, 호남선, 경부선, 장항선 등 철도부지 조성
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단절, 폐도부지 등에 대한 경관
관리 및 개선
도로축 : 경부, 호남, 서해안 고속도로와 1번, 32번 국도로 인한
경관단절에 대한 경관관리 및 개선. 경관 도로 및 관광
도로의 정비ㆍ개선으로 볼거리 제공, 지역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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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관거점 기본구상
7-1 경관거점의 설정
설정기준
•충청남도 내 우수한 경관자원이 점적인 형태로 위치하여 경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경관거점으로 설정
•다양한 역사 문화재, 관광지, 문화시설, 산업단지, 포구, 공공시설, 주요도로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
관광거점, 산업단지거점, 진입거점, 도시거점으로 구분

▷ 4대 경관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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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관거점의 세부내용
역사문화관광거점

지역 정체성 확립
세부내용

예시 이미지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 및 관리계획
⋅문화재 주변 건축물,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로 인한 지역 활성화 유도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성 확보

산업단지거점

미래지향적 조화
세부내용

예시 이미지

⋅주요 조망대상의 산업단지 건축물 등의 경관관리
⋅연계도로 및 진입도로에서의 상징성 강화
⋅산업단지 주변 시설물, 경계부 등에 대한 경관관리 및 개선

진입거점

도시 상징성 확보
세부내용

예시 이미지

⋅도/시/군 경계부, 진입부, 교차부에 대한 상징성 강화 계획
⋅주요 조망을 고려한 통경축 확보 및 건축물, 시설물 관리
⋅다양한 자연, 역사문화자원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거점

도시거점

지역 이미지 구축
세부내용

예시 이미지

⋅구도심 및 신도시, 개발 예정도시의 경관 관리 계획
⋅신도시 형성에 의한 경관적 이질감 최소화 및 조화 유도
⋅도시 경계부 및 중심부 경관형성을 통한 쾌적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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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1-1 구성 체계 및 기본방향
경관관리 단위
•충청남도의 경관구조(경관골격)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며 만들어가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경관관리
단위를 설정하며 면적인 경관권역, 선적인 경관축, 점적인 경관거점으로 각각 구분함
- 경관권역은 경관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이는 지역을 구분

경관권역

- 지역생활권, 개발계획, 각 지자체 도시이미지, 기 수립계획 등을 반영하며 15개 시·군의 지역적,
환경적, 경관적 특성과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경관권역을 설정

경관축

- 경관축은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의 잠재성이 있는 산림, 녹지,
수계, 도로 등의 자원을 대상으로 함

경관거점

- 경관거점은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경관골격에 대한 경관계획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5대 경관권역, 4대 경관축, 4대 경관거점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작성하고,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5대 경관권역은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중부권역/ 역사문화권역/ 남부권역으로 설정
•4대 경관축은 해안경관축/ 하천경관축/ 녹지경관축/ 도로경관축으로 계획
•4대 경관거점은 역사문화관광거점/ 산업단지거점/ 진입거점/ 도시거점으로 계획
5대 경관권역

- 북부권역
- 서해안권역
- 중부권역
- 역사문화권역
- 남부권역

4대 경관축

4대 경관거점

- 해안경관축

- 역사문화관광거점

- 하천경관축

- 산업단지거점

- 녹지경관축

- 진입거점

- 도로경관축

- 도시거점

•경관계획은 도시의 미래상과 추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내용으로 작성하고, 이를 지침화 하여
경관기본설계지침에 반영하여 제시함
•경관기본설계지침은 경관골격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되며 현재 충청남도에서 별도의 관리장치
가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별도의 계획이나 관리장치가 있는 지역은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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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종합계획
2-1 경관보전방향
경관 특성
•충청남도는 국내 농업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자연경관 훼손 비율
이 높지 않았으나, 세종시 인근지역 및 내포ㆍ아산신도시 계획으로 인해 보존가치가 높은 주변 경관자
원의 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존 자원에 대한 기준마련으로 개발계획에 의한 지형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
•백제와 내포, 유교 및 근대문화의 역사자원은 충청남도가 지닌 지역 고유의 정체성으로서 이러한 경관
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충청남도의 도시 이미지를 특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음
•이에 서해안 및 금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경관과 국ㆍ도립공원 및 자연휴양림의 산림경관 보전,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해 도시의 기본 골격을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역사자원 주변 관리 부조화
ㆍ

▷수변 경관 변형

▷산림 훼손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구분
기본 방향

내용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연경관의 보전을 통한 충청남도 가치 향상

•서해안 도서지역 및 주요 조망지 경관보전을 통한 경관 절경 연출

세부 전략

•도립 및 국립공원을 주축으로 충남 녹지축 보전을 통한 생태 골격 유지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충청남도 지역 정체성 강화
•금강변 산ㆍ구릉의 자연지형 조망경관 보전 및 습지ㆍ갈대숲 등의 수변 생태계 보전

▷산림경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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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자원 보전

▷수변경관 보전

충남 경관 보전 방안

▷충남 경관 보전 계획도

구분

보전 방안
•백제ㆍ내포ㆍ강경ㆍ유교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통한 충청남도 지역 정체성 강화

역사문화자원

■■■

- 역사자원 주변의 생태계 및 연계 시설 보전
- 보수 및 편의 차원의 부조화된 인공시설물 설치 지양, 원형 보존
•도립 및 국립공원을 주축으로 충남 녹지축 보전을 통한 생태 골격 유지

녹지생태자원

■■■

- 충청남도 산림 생태축 보전 및 주변 개발에 의한 훼손 지양
- 도로 및 신도시, 관광지 개발, 취락지 확장에 의한 녹지 훼손 최소화
•서해안 도서지역 및 주요 조망지 경관보전을 통한 경관 절경 연출

서해안생태자원

■■■

- 태안국립해상공원 및 도서지역 경관 보전, 연안 해안림 보전
- 신두리해안 및 천수만, 금강하구 등 자연 생태성이 높은 지역의 경관 자원 보전
•금강변 산ㆍ구릉의 자연지형 조망경관 보전 및 습지ㆍ갈대숲 등의 수변 생태계 보전

금강생태자원

■■■

- 금강 주변 조망 산지 경관 보전 및 연접부 자연 경관 보전
- 습지 및 갈대숲 자연경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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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관관리방향
경관 특성
•충청남도는 도 내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계획으로 인해 곳곳에서 고가도로 및 교량 등의
대형 도시구조물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공간의 단절 및 경관적 이질화, 대형 구조물에 의한 도시 삭막
화 등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특성상 IC로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주요 고속도로에서
조망되는 산업단지의 대형 건축물 및 자극적인 색채 계획은 주변 자연경관과의 부조화 및 경관 저해
요소로 충청남도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
•농업비율이 높은 충청남도는 서해안의 수자원을 바탕으로 수변 산업단지와 무역항 계획을 통해 도시
활성화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으나, 대규모 집단형태의 산업단지 형성은 서해안
의 독창적인 해안 경관을 차폐하고 이는 충청남도의 가장 가치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과 도시 부조화를
야기할 수 있음
•도시지역의 비율이 낮은 충청남도에 계획되고 있는 내포ㆍ아산 신도시와 충남 경계부에 위치한 세종시
는 인접한 농촌경관과의 이질성 및 주변으로의 난개발 확대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완충
공간에 대한 경관 관리가 요구됨

▷도시 횡단 도로에 의한 삭막화

▷도로변 산업단지 등 경관저해

▷해안변 산업단지 경계부 노출

ㆍ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구분
기본 방향

내용
•신도시 주변 경계부 및 인공시설물의 경관 관리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 구축

•고속도로 주변 산업단지 및 대형 개발 사업지 경관 관리를 통한 충남 이미지 향상
•신도시 주변 비도시지역 경계부 경관 관리를 통한 이질감 완화

세부 전략

•KTX 역사 주변 대형 구조물 및 건축물 경관관리를 통한 진입 경관 심미성 향상
•서해안 해안도로 주변 및 관광지, 항만 일대 인공물 경관 관리
•산업단지 경계부 경관 관리를 통한 이질감 저하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유도

▷경계부 관리 및 주변 조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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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공장건축 경관 관리

▷인공구조물 색채 및 재료 관리

충남 경관 관리 방안

▷충남 경관 관리 계획도

구분
고속도로 주변
개발지
도시지역 경계부

KTX 고속철도변

해안도로 주변

서해안 산업단지

관리 방안
•고속도로 주변 산업단지 및 개발 사업지 경관 관리를 통한 충남 이미지 향상
- 장변의 건축 및 자극적인 색채계획으로 경관적 이질감을 높이는 인공 경관의 관리
•신도시 주변 비도시지역 경계부 경관 관리를 통한 이질감 완화
- 도시 내 주요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 관리, 신도시 경계부 완충 경관 관리
•KTX 역사 주변 대형 구조물 및 건축물 경관관리를 통한 진입 경관 심미성 향상
- 철로 구조물 및 역사, 주변 건축 및 옥외광고물 경관 등 통합적인 경관 관리 요구
•서해안 해안도로 주변 및 관광지, 항만 일대 인공물 경관 관리
- 도로변 경관저해요소 관리, 관광지ㆍ항만 입구부 및 대형 인공시설물 경관 관리
•산업단지 경계부 경관 관리를 통한 이질감 저하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유도
- 산업단지 주변 도로 경계부 경관관리, 경계부 장변건축물 분절 및 노출부 색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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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관형성방향
경관 특성
•충청남도는 타 도에 비해 도농 복합적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1.2차 산업 위주의 자체적인 경제 기반
약화로 인한 정주인구 유입의 어려움을 갖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은 거시적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농촌도시 쇠퇴와 자원고갈에 의한 어획고 감소 및 어
항의 쇠퇴, 지역산업 및 고용기반의 타 지역 이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도시 쇠퇴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고려할 때 충청남도 내 지역 자연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객 유치는 도시재생
과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과 실행이 필요함

▷농촌지역 공가율 향상

▷생활환경 수준 저하

▷구도심의 쇠퇴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구분
기본 방향

내용
•충청남도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네트워크 형성

•서해안 수변 공간 및 관광 자원의 연계를 통한 충남 관광 활성화

세부 전략

•백제ㆍ내포 역사자원 및 온천 문화 연계를 통한 충남 정체성 향상
•금강 자연 생태 및 주변 경관자원 연계를 통한 충남 가치 재발견

▷해안 관광지 주변 특화 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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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자원 연계 테마길

▷생태자연 조망 공간 형성

충남 경관 형성 방안

▷충남 경관 형성 계획도

구분

형성 방안
•서해안 수변공간 및 관광 자원의 연계를 통한 충남 관광 활성화에 기여

청정 휴양
네트워크

■■■

- 해수욕장 주변 경관저해요소 개선 및 해안 시설 특화 디자인으로 경관성 강화
- 인근 도심으로의 경관 가로 연계 및 사인 체계 형성을 통한 도심 활성화 유도
- 경관 보전 요소 주변의 조망 가로 연계를 통한 상징화 및 체계적인 보전 기반 마련
•백제ㆍ내포 역사자원 및 온천 문화 연계를 통한 충남 정체성 향상

역사 추억
네트워크

■■■

- 역사문화요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광루트 조성 및 인접 지역 경관 개선
- 보행 편의성을 높인 연계 가로 계획으로 충남의 단계적 역사문화길 형성
- 당시의 생활상과 옛 추억을 체험하는 특화 공간 형성으로 도시 재생 기반 수립
•금강 자연 생태 및 주변 경관자원 연계를 통한 충남 가치 재발견

금강 풍경
네트워크

■■■

- 금강변 경관 훼손지 복원 및 경관저해 구간 차폐를 통한 경관 개선
- 4대강사업으로 형성된 자전거도로 및 수변공원 연계하여 도심연결을 위한 체계마련
- 자연경관과 시간의 흐름이 있는 역사문화유적 연계로 테마 뱃길 형성 및 관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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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권역 기본계획
3-1 북부권역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해변으로 다수의 산업단지 입지
-당진화력발전소, 석문국가산단, 송산일반산단, 아산국가산단, 인주산단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형성
-경부철도, 국도 1호선, 39, 45번 국도 등 진입관문)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신시가지 조성
-천안아산 신시가지 등의 시가지 경관 조성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 분포
-유관순열사기념관, 이충무공 묘소, 온양온천 등 자원연계

기본방향

•주요 산지와 해안의 자연특성을 보존
•산림 / 농경지 / 해안 / 산업단지 경관의 조화로운 경관 유도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인공시설물의 친환경적인 디자인 계획 및 불량경관에 대한 시각적 차폐
•도로, 공원 등에서 조망되는 자연자원으로의 조망을 확보하며 인공경관에 대한 경관관리
•해안변 산업단지의 통일감 형성 및 주요 도로에서의 조망경관 형성
•주요 도로변 인공경관 개선 및 진입 경관에 대한 상징성 고려

세부전략
자연녹지의 보전 및 수변 조망 보호
보

•산림녹지, 구릉지 등에 대한 보전 및 단절의 복원

전 •수변 경관자원 보전 및 조망권 확보
•녹지축 및 수변축의 연계성 확보

산업단지 건축물 및 시설물의 경관관리
관

•산업단지 인공구조물의 경관정비 및 관리

리 •자연녹지를 활용한 구조물의 시각적 완화
•시가지 및 산업단지 시설물의 위압적 경관해소

주요 조망점에서의 상징적 경관 연출
형

•해안 및 내륙 산업단지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성 •주요 조망점에서의 산업단지의 상징화 계획
•야간 경관계획을 통한 조망 경관 형성 및 야간 활성화 유도

88

▷북부권역 경관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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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3-2 서해안권역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풍부한 해양자원이 분포
- 갯벌(가로림만갯벌, 대호갯벌), 철새도래지, 모감주 군락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 및 천수만 국제관광산업단지 조성계획
- 간월호, 해안마을(신두리, 왜목마을, 의향리 등)
•보령항, 대천항, 오천항, 장항 항만경관 형성
•해수욕장 분포
- 만리포, 천리포, 꽃지, 대천, 무장포, 춘장, 안면도 등

기본방향

•서해안 생태자원 및 자연경관을 보존
•갯벌, 해안림, 철새 도래지 등의 연안생태계 보존 및 주변 인공시설물 관리
•주요도로에서 조망되는 해안 및 섬 경관 관리
•주요 도로 및 공원에서 해안변으로 열린 경관 유도
•해안으로의 접근성 강화 및 인공물 관리
•해안에 위치한 포구, 어촌마을, 해수욕장 등 다양한 경관자원의 네트워크 형성
•해안 및 내륙의 다양한 경관자원 개발

세부전략
해안 생태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
보
•생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계획

전 •친환경 공간을 위한 주변 시설물의 규제 및 관리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안 경관자원의 보전

조망을 고려한 해안도로변 경관관리
관
•해안변 도로 경관 및 내부 연결도로의 조망관리

리 •주요 도로 및 철도변의 건축물과 인공시설물 관리
•해안 섬, 항만 등의 경계부 경관관리

관광자원과 연계를 고려한 활성화 계획
형
•해안변 상징적 스카이라인 조성

성 •내포문화권의 내륙, 해안으로의 연계 및 확산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루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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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3-3 중부권역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 충청남도 도청, 교육청 등 도 단위 기관들의 내포신도시 이전
• 서산, 홍성, 예산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자원 분포
- 홍주목, 수덕사, 해미읍성, 한용운 생가 등 역사문화자원의
거점화 필요
• 내포 문화권의 확산 유도 필요
- 내포문화자원의 산재로 자연경관자원과의 연계체계 필요

기본방향

•내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을 통한 전통과 미래를 연결
•주요 산림 및 해안경관 보전
•신도시와 구도시의 조화로운 경관 유도 및 상생
•역사문화자원으로의 연계화 및 접근성 향상
•상충되는 지역 및 경관자원 주변 이질적인 경관 개선
•해안 및 내륙관광자원 연계방안 마련
•내포문화의 정체성 형성 및 강화

세부전략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
보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전

전 •불교 문화 유적지 등의 역사자원 보전 및 복원
•주요 산림 및 녹지공간의 보존 및 확충

신도시와 구도시의 통합적인 경관관리
관
•내포신도시 주변 취락지 및 기존 도심에 대한 경관관리

리 •연결도로 및 진입도로 경계부 경관관리
•문화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인공시설물 관리

해안 경관자원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강화
형
•내포문화 및 해안, 내륙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성 •유ㆍ무형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지역 이미지 형성
•커뮤니티형 문화 공간 확충 및 문화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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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3-4 역사문화권역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 공주, 부여 19개의 지역을 유네스코 잠재등록으로 등록
- 무령왕릉, 공산성, 곰나루, 정림사지, 구드래 지구 등
• 다양한 지역문화의 축제 개최
- 금강과 인접한 곰나루 관광지, 마곡사 관광지, 구드래 관광지,
백제 문화제 등

기본방향

•역사문화자원의 고증을 통한 백제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
•역사문화자원 주변 자연 특성의 보존과 회복
•주변과 조화롭지 못한 인공경관 관리
•주요 조망점 경관관리로 역사문화자원으로의 조망 경관 확보
•역사문화자원으로의 접근성 강화
•금강변 훼손지 복원과 자연친화적 관리를 통한 경관 관리
•금강과 연계한 역사문화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

세부전략
백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
보
•백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발굴

전 •문화재 주변 난개발 방지
•문화재와 연계된 녹지 확보 및 관리

주변 인공경관요소의 관리 및 정비
관
•문화재 주변의 인공시설물 경관관리

리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지정을 통하여 관리
•진입로, 시설물 등 가로 위계에 따른 경관관리

금강변 백제역사문화의 선형적 경관형성
형
•백제역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적 이미지의 경관창출

성 •백제역사문화 관광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
•금강변 테마 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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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역 경관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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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3-5 남부권역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 금강의 옛 뱃길로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포구 및 나루터
- 강경포구 및 근대역사문화자원 분포
• 대둔산, 계룡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자원
• 유교문화자원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보유
• 읍/면 소재지 및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마을 분포
- 논산시 강경읍 젓갈시장, 근대문화유산 등
- 금산군 인삼약초마을, 약초시장 등
- 논산시 연산면 딸기축제 등
- 양촌면 곶감축제 등

기본방향

•산림경관의 보전 및 자연녹지축의 연계
•훼손된 녹지축의 복원 및 주변 경관 관리
•인공경관관리를 통한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근대 역사문화자원의 정비 및 관광 활성화
•지역적 특성을 체험 할 수 있는 농산촌마을 경관형성 유도
•주요 산림자원과 지역문화자원의 연계
•지역문화자원의 정체성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세부전략
자연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
보
•금남산림축의 보전 및 훼손지 복원

전 •주요 산림자원 일대의 완충구역 관리
•주요 산림을 잇는 생태 네트워크 복원

근대역사문화 자원 및 자연경관 주변 인공물 관리
관
•근대역사문화자원의 정비 및 접경지역 인접지의 경관관리 강화

리 •주요산림 일대의 완충구역에 관한 경관관리
•금강 및 도시하천변 도시지역 경관 관리와 저해요소 차폐

지역문화를 반영한 농촌경관 특화
형
•지역문화를 특화한 농산촌마을과의 그린투어 형성

성 •주요산림의 생태 네트워크 형성
•마을 축제 등과 연계된 경제기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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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4. 경관축 기본계획
4-1 해안경관축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 풍부한 생태자원 및 우수한 경관자원을 형성
-갯벌(가로림만, 대호갯벌), 모감주 군락지, 철새도래지, 태안해안국립공원
• 서해안변의 당진 및 아산시 등의 다수 산업단지 형성
-당진화력, 석문국가산단, 인주산단, 송산산단 등
• 서해안변 다수의 관광자원 분포 및 해안도로 형성
-해안도로(간월호), 해수욕장(만리포, 대천, 무창포, 안면도), 포구(태안항,
보령신항, 대천항, 남당항), 해안마을(외목마을, 신두리) 등
• 인공방조제 다수 분포
-석문방조제, 대호방조제, 서산방조제, 보령방조제 등

기본방향

•서해안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및 지속적인 경관관리
•해안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하며 조망대상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해안 생태경관과 인공시설물간의 조화 유도
•해안변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경관관리
•관광지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주변 경관자원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
•해안도로를 통한 관광 네트워크 형성

세부전략
해안생태 경관자원의 보전
보

•우수한 해안 생태경관의 보전

전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경관보호
•해안의 연속된 경관 및 조망권 확보

해안변 상업지 경관관리 및 개선
관

•서해안 환경적 특성 유지 및 관리

리 •해안도로 및 해수욕장 주변 상업지 경관관리
•항만 및 항구에서의 개방적 조망관리

관광자원을 활용한 이미지 강화
형

•해안축을 중심으로 해안 관광도로 형성

성 •해안도로 통경 확보 및 친수테마경관 형성
•해수욕장과 해안마을이 조화된 경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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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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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천경관축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 다수의 해만 및 생태공원 형성
- 생태공원(가로림만 생태공원, 천수만 생태공원, 금강생태공원)
- 해만(아산만, 가로림만, 천수만)
• 충청남도의 주요 역사문화자원 및 생태보전지역을 관통하는 금강 형성으로
지역적 특성을 묻어나는 수변경관을 형성
- 백제역사문화를 내포하는 금강 수계
- 공장밀집지역(삽교천, 예당저수지)

기본방향

•자연 생태하천의 보존 및 복원
•수변경관으로의 접근성 강화 및 주변 인공경관관리
•주요 도로 및 오픈스페이스에서의 조망경관 관리
•공업/시가지/역사문화자원과 조화되는 수변경관 창출
•풍부한 수자원의 입지특성에 따른 경관정비 및 형성
•강/하천/호수/저수지 등 다양한 수변의 자연 경관 관리
•공유하고 있는 지역 간의 소통을 고려한 연속적이며 조화로운 경관 형성

세부전략
하천 등의 수자원 경관 보전
보
•금강의 생태환경 및 수변경관 보전

전 •수변의 자연성 및 생태성 회복
•수변으로의 열린 조망경관

수변 인공경관요소의 관리
관
•수변의 배경 및 주변지 정비와 관리

리 •수변 인공경관의 관리
•수변도로의 정비 및 주요 조망지점 경관관리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형
•수변거점을 연결하는 블루웨이 조성

성 •시가지내 수변 친수 공간 형성
•수변 따라 백제 역사 문화축 형성

100

▷하천경관축 경관계획도

101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4-3 녹지경관축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 금북정맥/금남정맥의 녹지축 및 우수한 자연경관 형성
-금북정맥(백화산~팔봉산~덕숭산~용봉산~오서산~성주산~칠갑산~광덕산)
-금남정맥(노성산~계룡산~만인산~대둔산~진악산)
• 칠갑산, 계룡산, 대둔산 생태자연도 1등급 형성
• 서해안 해안림과 산림 녹지축의 생태네트워크 구축
• 녹색체험관광자원 다수 분포

기본방향

•충청남도 경관 골격을 이루는 녹지축 지형지세의 보전 및 관리
•개발 규제 및 친환경 개발로 자연경관의 보존
•훼손된 녹지축 복원 및 도시형 녹지축 연계를 통한 녹지경관축 관리
•주요 도로, 오픈스페이스, 조망점에서 산지로의 조망경관관리
•산림과 연접한 인공경관 관리로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산림ㆍ녹지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및 유기적인 체계 구성
•생활형 녹지/연안녹지/산림의 녹지축 연결로 연속성 확보

세부전략
주요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
보
•우수한 생태환경의 녹지경관 보전

전 •단절된 녹지공간의 회복 및 복원
•개발 규제를 통한 보전관리 유도

녹지 주변 경관요소의 관리
관
•주요 녹지자원으로의 녹지조망관리

리 •광역녹지축 및 주요산맥의 경관관리
•산림 인접지 및 취락지와의 완충지역 경관관리

위계별 녹지축의 연속성 확보
형
•주요산림의 단절 회복을 위한 도시형 녹지축 형성

성 •해안림과 녹지축의 생태네트워크 형성
•생활형 연결 녹지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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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로경관축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 도 경계부 진입경관 정체성 저하 및 인지성 약화
• 도로 주변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의 일관성 저하로 혼잡한 경관 형성
• 해안경관도로변 경관 형성 미흡
-당진~태안~보령~서천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의 조망점 및 시설물 관리 미흡
• 도로의 신설에 따른 폐도 및 폐선 부지 형성
• 방음벽/교각/고가도로에 의한 시가지, 농촌, 산/연안경관으로의 시선 차단

기본방향

•주변 녹지축 및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연계
•도로축 주변 건축물/옥외광고물/시설물의 통합 경관 유도 및 관리
•도로변 불량경관의 차폐 및 시각적 완화를 통한 친환경 도로 경관 구축
•도로축의 개방감 및 연속경관의 확보를 유도
•신설 도로변은 녹지축과 연계한 완충녹지 형성으로 자연친화적 이미지 부여 및 인공미 저감
•폐도 및 폐선부지에 대한 자연친화적 활용방안 마련
•도로 주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관 형성 유도

세부전략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
보
•친환경적 도로경관을 위한 기존 녹지경관 보존

전 •훼손된 자연경관의 복원 및 보전
•개방적 도로경관의 보전

개방적 조망을 고려한 경관관리
관
•도로경관 및 시설물의 정비와 관리

리 •도로에서 조망되는 주요 경관에 대한 조망 관리
•도로 주변의 건축물 및 광고물 관리

경관요소를 활용한 볼거리 제공
형
•지역 간의 도로 네트워크 형성

성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로경관 형성
•관광 테마형 도로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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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거점 기본계획
5-1 역사문화관광거점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 내포문화권/백제문화권의 경관자원 다수 형성됨
-내포문화권(홍성, 예산, 서산), 백제문화권(공주, 부여)
• 논산지역 근대문화자원 및 유교문화자원 형성
-근대문화자원(강경), 유교문화자원(논산 전역에 향교, 서원 등)
• 온천, 해안, 산 등의 다양한 관광거점 형성
-온천(아산, 온양, 덕산), 해안(태안해안국립공원, 도비도관광지, 도서지역),
산(덕산도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기본방향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발굴을 통한 문화특구 형성
•주변 자연ㆍ인공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정비 및 복원
•주요 진입로, 조망점 경관관리 및 개선을 통한 인지성 제고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채로운 경관이미지 형성
•역사문화자원의 접근성 강화 및 주변 경관관리를 통한 가치 제고
•외부공간,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통합계획으로 역사문화자원의 연속성 유지

세부전략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보

•백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

전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
•근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인공경관관리
관

•주변의 건축물의 배치, 높이 등 경관관리

리 •주요 진입로 경관관리 및 개선
•주요 안내체계 등의 공공시설물 관리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형

•기존 관광자원의 활성화 유도

성 •역사문화자원과의 관광 네트워크화
•관광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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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산업단지거점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 서해안 북쪽의 환황해경제권 형성
-당진화력발전소, 석문국가산단, 송산일반산단, 아산국가산단, 인주산단 등
-황해경제자유구역(인주지구, 송악지구)
• 개별 입지한 공장으로 주변 자연경관과 부조화
-위압적인 대형 구조물, 인공재료 및 색채로 불량 경관 형성
• 해안, 항구, 산업단지, 농/산/어촌 경관의 완충경관 미흡
-가로 경관의 연속성 저하 및 이질적인 경관 형성

기본방향

•녹시율 확보 및 계절의 변화를 고려한 식재계획으로 조화로운 경관 유도
•주변 산지 및 해안 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과 조망 경관관리
•산업시설의 설치 위치 및 장소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인공시설물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불량경관에 대한 차폐 및 시각적 경관완화 유도
•클러스터형 산업단지의 통합계획을 통한 정체성 형성
•주변 자연과의 조화 및 인근 단지와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

세부전략
시각적 녹시율의 확보
보
•산업단지 주변부 녹시율 향상 및 기존 녹지 보존 강화

전 •식재를 활용한 인공경관 완화
•산업단지 주변산지 및 녹지의 보전

주요 건축물 및 조망관리
관
•산업단지 주요 진입부 경관 관리

리 •도로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 관리
•주요건축물의 야간경관 관리

주요 조망점에서의 상징성 강화
형
•산업시설 및 랜드마크 경관 형성

성 •산업단지 주요 진입부 경관 형성
•조망을 고려한 열린 배치 유도 및 조망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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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진입거점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 해안경관도로 및 도 경계부 진입도로는 충남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경관
으로의 형성이 미흡함
• 각 도로의 진출입을 위한 결절부의 지역적ㆍ장소적 특성 결여
• 구 장항선 폐선부지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필요
-온양온천~예산~서천~장항역 119.86km 폐철도, 553.2km² 폐부지 발생
• 신설되는 고속철도역(공주역) 및 역사 주변 경관 계획 수립 요구
• 천안아산 신도시가 연접한 KTX천안아산역의 경관관리방안 마련

기본방향

•주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며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화된 계획 수립
•도 외부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통일감 있는 고유의 진입경관 형성
•진입거점의 성격에 따라 상징성 있는 식재 및 야간경관 등의 다양한 경관연출 유도
•개방적 도로시설물 경관관리로 주변 우수한 경관요소로의 조망권 확보
•인접도시와의 경관적 요소를 고려한 조화로운 경관형성으로 연계성 확보
•다양한 경관요소의 통합적 고려를 통한 일관성 있는 경관 형성 유도
•주요 결절부의 경관 관리 및 인접 지역과의 통합 관리 유도

세부전략
자연 경관자원의 보전 및 복원
보
•주요 진입거점에서의 차경을 고려

전 •진입부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 자원의 보전 및 복원
•자연경관에 대한 연속적인 경관 보전

진입도로변 인공시설물의 경관관리 및 정비
관
•진입부의 조망을 고려한 시설물 경관관리

리 •진입도로변의 주변과 조화된 시설물 경관관리
•과도한 시설물로 인한 경관 부조화 개선 및 관리

경계부 및 주요 결절부 이미지 강화
형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연계된 경계부 경관형성

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계부 경관형성
•주요 결절부의 상징적 이미지로 경관연출

110

▷진입거점 경관계획도

111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5-4 도시거점
경관특성
key map

경관 특징
• 기존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주변지역으로의 확산형
개발 가속화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지로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담는 신시가지 및
도시개발 사업 진행
• IC와 연접한 지역의 개발압력 상승으로 고속도로에서 조망되는 도시경관
비율 향상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 증대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부의 경관저해요소 난립
• 개발 계획으로 구도심의 생성 및 지역 침체로 인한 연계문제 발생 우려
• 신도시 주변 난개발, 연담화, 경관 및 환경변화 우려 확대

기본방향

•기존 도심의 정체성을 고려한 관리ㆍ형성 계획으로 도시의 흐름을 유지
•경제성 위주의 무분별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아닌 도시의 가치분석을 통한 정비계획 밀도 수립
•농산어촌의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이 상충하는 접경지역의 완충공간 형성으로 경관 이질감 최소화
•도시의 확장 및 신도시 개발 시 경계부의 조화로운 경관계획으로 기존 경관과의 연계성 확보
•원ㆍ구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경관 계획으로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도시의 특화경관으로 유도
•도시를 구성하는 시각적 연결요소는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조화를 고려
•주요 도로에서 조망되는 도시의 경계부 및 랜드마크는 경관 예측을 통한 계획 수립으로 경관 향상

세부전략
자연 경관자원의 보전 및 복원
보

•개발계획에 의한 지형 훼손 최소화

전 •구도심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개선 계획 수립
•도시 배후의 주요 능선 및 열린 조망 보전

도시 경계부 및 랜드마크 경관 관리
관

•도시 경계부 규모 및 디자인적 관리를 통한 경관 향상

리 •도시 내 주요 연결요소의 경관적 관리로 연계성 확보
•공공 이용 공간 및 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성 향상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완충 공간 형성
형
•비도시지역과의 이질감 최소화를 위한 완충 공간 형성

성 •구도심 내 유휴부지 상징공간 형성 및 주변 경관특화로 활성화 도모
•단계별로 형성되는 도시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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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ㆍ군별 세부계획
6-1 천안시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천안아산역 및 신도시 주변 경관관리
- 산업단지 주변 경관관리

-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경관 형성

- 역사자원 보전

- 도시 경계부 경관관리

- 지역 관문으로 역세권 경관 형성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 원도심 경관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금북정맥 : 칠갑산~광덕산)
- 시가지와 연접한 구릉지 보전

- 철도 및 고속도로 주변 경관관리
- 산업단지 간선도로변 경관관리

- 주거환경정비구역 주변 지역 연계
및 보행축 형성

- 주요 진입로 경관관리

- 명동지역 테마 거리 형성

- 역사자원 주변 경관관리

계획 방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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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방향

보전

•역사, 문화, 자연과 조화되는 어울림의 도시로서 경관보전

관리

•시간을 공유하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경관관리

형성

•역사, 산업, 사통팔달의 관문 도시경관 형성

6-2 공주시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고도보존 계획에 따른 경관관리
- 금강변 백제문화 중점관리구역 지정
- 백제역사자원 보전 및 관리

- 금강변 역사문화자원의 경관관리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 세종특별자치시 연접부 경관관리

- 공주역 및 주변 경관관리
(금북정맥: 칠갑산~광덕산, 금남정맥:
- 금강변 도로에서의 열린 조망관리
노성산-계룡산, 만인산-계룡산)

- 백제역사문화원
경관 형성

진출입부의

상징

- 금강변 백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접근로 형성 및 주변 역사문화경관
연계
-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 국립공원 생태보전(계룡산국립공원) - 고속도로 주변 경관관리
- 주요 진입로 경관관리
및 주변 능선 보전

- 위계를 고려한 도시 중심공간 형성
및 지역 특화

- 도시 경계부 경관관리
- 도내 주요 교차부 및 결절부 경관관리

계획 방향
구분

계획 방향

보전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풍부한 역사경관의 보전

관리

•과거와 현재가 조화되는 매력적인 도시경관관리

형성

•시간의 흐름을 존중하며 개성 있는 복합경관 형성으로 도시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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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보령시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해안변 열린 조망경관관리
- 도서 및 항만 경관관리
- 해안 및 자연생태지역 경관보전

- 해만 경관관리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주변 경관
관리

- 해안도로 연계, 주변 상업지 경관관리 - 해안 테마경관 형성
- 해안변 산업단지 및 주변경관관리

- 연안녹지의 연결녹지축 조성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 고속도로 주변 경관관리

- 서해안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도심
활성화

(금북정맥 : 오서산~성주산~칠갑산)

- 해만 경관형성(천수만 생태공원)

- 주요 진입로 경관관리
- 도시 경계부 및 관문경관관리
- 도내 주요 교차부 및 결절부 경관관리

계획 방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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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방향

보전

•해안, 산림자원이 공존하며 생동하는 생태경관자원 보전

관리

•물(바다), 녹지, 인간을 담아내는 풍요로운 해양도시경관 관리

형성

•해양, 산악 등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경관형성

6-4 아산시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서해안 환황해경제권 경관관리
- 천안 아산 신도시 경관관리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주변 지역
경관관리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금북정맥 : 칠갑산~광덕산 )
- 아산2신도시 개발지 산림자원 보전
-

해안 및 수변 개방적 조망경관 관리
예정철도 및 복선전철 경관관리

- 산업클러스터조성/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통합적 차원의 경관관리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연/역사/
문화경관 강화

하천축의 경관 정비 및 관리

- 폐선, 폐도부지의 자연친화적 활용

합수부 경관관리 및 형성

- 해만 경관관리 및 형성

고속철도 진입부 경관관리

- 연안녹지의 연결 녹지축 조성

- 도시 경계부 및 관문경관 관리
- 시내 주요 교차부 및 결절부 경관관리

계획 방향
구분

계획 방향

보전

•양호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을 최대한 보전

관리

•신도시 및 서해안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과 조화로운 주변 경관 관리

형성

•다양한 관광자원의 형성 및 연계를 통해 재생하는 도시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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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서산시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생태보전지역 주변 경관관리
- 내포문화자원의 보존 및 관리

- 도서 및 항만 경관관리

- 해안 및 자연생태지역 경관보전

- 서해안 환황해경제권 경관관리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금북 - 연안부 열린경관 관리
정맥: 백화산~팔봉산~덕숭산~용봉산) - 해안도로 연계 및 경관관리
- 도립공원 산림보전(덕산도립공원)

- 산업클러스터 조성/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 주변 자연과 조화로운 산업단지 경관
형성
- 합수부 경관관리 및 형성
- 연안녹지의 연결 녹지축 조성

- 고속도로 주변 경관관리

- 방조제 테마 경관 형성 및 관광화

- 도시 경계부 및 관문경관관리

- 테마형 상징도로의 경관형성 및 관리

계획 방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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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방향

보전

•해안, 녹지의 생태자원과 내포문화의 역사문화유산 보존

관리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조화로운 경관관리

형성

•서해안권 개발과 연계를 통한 국제적 해양 도시로의 복합적인 경관 형성

6-6 논산시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금강변 도로에서 열린 조망관리
- 금강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및 연계
- 근대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주변
경관관리, 연계
- 유교문화자원 보전 및 관리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금남 정맥 :대둔산~계룡산)

- 대둔산 도립공원 연계 등산로 조성

- 산업단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 - 논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
- 고속도로 및 철도 주변 경관관리

- 연안녹지 연결 녹지축 조성

- 연속경관을 고려한 경관관리

- 금강변 경관관리 및 접근로 형성

- 주요 진입로 경관관리 및 개선

- 도심 특성 관리 및 주변 연계를 통한
활성화

- 전라북도 경계부 및 관문경관관리
- 도립공원 입구부 경관 관리

계획 방향
구분

계획 방향

보전

•유교문화, 근대역사문화 등 유서 깊은 역사 문화 경관의 보존

관리

•다양한 역사문화경관과 여유로운 전원도시를 담아내는 경관관리

형성

•역사 및 관광자원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생기 있는 경관형성

119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6-7 계룡시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계룡시 군사도시지역의 경관관리
- 계룡역 주변 인공물 경관관리

- 계룡산 국립공원 산악경관 관리 및
형성

-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주변경관관리

- 산업단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 - 관광자원의 발굴 및 경관관리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 고속도로 및 철도 주변 경관관리

(금남정맥 :대둔산~계룡산)

- 주요 진입로 경관관리 및 개선

- 위계를 고려한 중점경관 형성 및
지역 특화

- IC 주변 산업단지 경관 관리 및 개선 - 계룡역 주변 간판 및 시설물 경관
개선
- 시, 군 경계부 진입 및 연속경관관리

계획 방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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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방향

보전

•수려한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의 보전

관리

•주변 산림 경관과 조화되는 도시 경관 관리로 친환경성 강화

형성

•산악 관광자원 특화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국방 문화도시 형성

6-8 당진시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도서지역 경관 및 조망점 관리
- 환황해권 산업단지 경관관리
- 해안 및 수변 개방적 조망관리
- 역사문화자원 보전

- 삽교호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금북
정맥 : 팔봉산, 덕숭산)

- 주요 진입로 경관관리 및 개선

- 서해안 경관자원 보전

(서해 대교 주변)

- 합수부 경관관리 및 형성
- 테마형 상징도로의 경관형성 및 관리
- 서해안 산업단지 및 관광지 형성
- 방조제 테마 경관 형성 및 관광화

- 역사문화자원 주변경관관리

- 산업단지-도심 연경도로 경관 개선

- 인공경관관리(석문방조제, 대호방조제,
삽교호 방조제)
- 서해안 산업단지 배후 도심 경관관리

계획 방향
구분

계획 방향

보전

•물과 산과 전통이 이어지는 매력적인 경관 보전

관리

•해안변 산업단지 및 주변 인공경관관리를 통한 쾌적한 경관 조성

형성

•해안, 산업, 문화가 연계되는 역동적인 도시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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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금산군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대둔산도립 공원) 악경관 관리 및
형성

-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복원

- 하천주변 인공경관 관리

- 천주교 성지 발굴 및 보전
- 강경 근대 역사 문화 보전 및 복원

- 산업단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 - 녹색체험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연계와 관광화 개발
- 고속도로 진입부 및 주변 경관관리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 주요 진입로 경관관리 및 개선

(금남 정맥 :진악산~대둔산~만인산)

- 도시 경계부 및 관문경관관리

- 도심 특성 관리 및 주변 연계를 통한
활성화
- 농ㆍ산촌마을 환경개선 및 활성화

계획 방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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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방향

보전

•강경 근대역사와 천주교 유적 등 복합적인 역사자원의 보전

관리

•산악경관 및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형성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농촌경관의 조화로운 환경공생도시 형성

6-10 부여군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고도보존 계획에 따른 경관관리
- 금강변 경관관리 및 열린 조망 관리
- 백제 역사문화자원 보전

- 금강변 백제문화 중점관리구역 지정

- 금강변 자연경관 보전 및 훼손 복원

- 해안도로 연계 및 경관관리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 도시 경계부 경관관리

(금북정맥 : 칠갑산~성주산~만수산,
금남정맥 : 노성산-계룡산)

- 백제역사문화관 진출입부의 상징경관
형성
- 금강변 백제문화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 합수부 경관관리 및 형성
- 연안녹지의 연결 녹지축 조성

- 고속도로 주변 경관관리

-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 예정 철도 및 복선전철 경관관리
- 금강 도경계지역의 통합적인 경관관리

- 도시 위계를 고려한 중심공간 형성
및 지역 특화

계획 방향
구분

계획 방향

보전

•백제의 역사문화 및 금강, 산악경관의 보전

관리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도시경관관리

형성

•백제의 역사문화와 하나 되는 특색 있는 미래경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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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서천군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해안도로 연계, 주변 상업지 경관관리

- 해안 및 자연생태지역 경관보전
(서해안, 금강)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금북 정맥 : 성주산~칠갑산 연결)
-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식생 보존
- 금강변 신성리 갈대밭 경관 보존

- 도서지역 및 항만 경계부 경관관리

- 금강 수변 조망공간 및 접근로 형성

- 농어촌마을의 정주환경 경관관리

- 해안 테마경관 형성

- 해안변 열린 조망경관관리
- 해안변 산업단지 및 주변경관관리

- 도심 특성관리 및 주변 연계를 통한
활성화

- 철도 주변에 관한 경관관리

- 합수부 경관관리 및 형성

- 주요 진입로 경관관리

- 연안녹지의 연결녹지축 조성

- 도시 경계부 및 진입 관문 경관관리 - 해안마을 테마 경관 형성 및 주변
관광지 연계
(구조물 등)
- 금강하구둑내 판매시설 광고물 관리

계획 방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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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방향

보전

•해안, 금강의 뛰어난 관광 및 생태경관자원 보전

관리

•수변에 인접한 산업단지 및 인공경관의 일체감 있는 경관관리

형성

•자연경관자원과 소통하는 농ㆍ어촌마을의 독특한 경관 형성

6-12 청양군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녹색자원과 역사자원의 활용

- 칠갑산도립공원 및 산꽃마을 경관
중점관리구역 지정
-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주변 경관관리
- 천주교 성지 발굴 및 관리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금북 정맥 : 오서산~성주산~칠갑산)

- 농ㆍ산촌마을 정주환경 경관관리
- 예정철도 및 복선전철 경관관리
- 체험 및 관광 테마마을 경관 관리
- 고속도로 주변 경관관리
- 도시 경계부 및 관문경관관리

- 농․산촌마을 환경개선 및 활성화
- 산악경관관리 및 형성
- 녹색체험 관광자원의 개발 및 경관
관리
- 도심 특성관리 및 주변 연계를 통한
활성화
- 칠갑산 진입부(칠갑대교 등) 주변
경관 개선 및 형성

계획 방향
구분

계획 방향

보전

•자연 녹지축 및 생태환경 보전

관리

•산, 하천, 농ㆍ산촌의 전원경관이 어우러진 전원경관관리

형성

•녹색체험 관광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도농통합형 정주기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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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홍성군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내포신도시 및 인접 지역 경관관리

- 내포 문화관광 루트 조성

- 내포신도시 주변 도심 정체성 강화
- 홍성 도심과 연결되는 내포 신도시
- 주변자연과 조화로운 선도적 신도시
연계도로(도청대로) 주변 경관관리
-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주변 경관관리
경관 형성(내포신도시)
- 대형 축사 및 창고 건축물 경관관리
- 내포 문화자원 보전 및 관리
-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이공간 계획
- 도로변 시설물 경관관리 및 정비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 해만 경관관리 및 형성
(금북 정맥 : 오서산~용봉산~덕숭산) - 철도 주변에 관한 경관관리
- 합수부 경관관리 및 형성
- 고속도로 주변 경관관리
- 연안녹지의 연결 녹지축 조성
- 도시 경계부 및 관문경관관리
-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계획 방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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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방향

보전

•내포 문화자원 및 해안, 산림 생태계의 보전

관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신도시 경관 및 농축산 시설물 경관관리

형성

•전통경관과 미래를 잇는 새로운 내포 문화경관 형성

6-14 예산군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경관관리
- 하천축 정비 및 관리

- 내포 문화관광 루트 조성

-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주변 경관관리 - 공장밀집지역 경관관리
- 하천주변 인공경관관리
- 내포문화자원 보전 및 관리
- 여사울 성지 등 천주교 성지 발굴
및 관리
-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금북정맥 : 용봉산~가야산)
-

-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이공간계획

예정 철도 및 복선전철 경관관리
주요 교차부 및 결절부 경관관리
철도 주변에 관한 경관관리
당진-대전 고속도로 주변 경관관리
덕산도립공원 취락지 및 인공시설물
경관관리

- 연안녹지의 연결 녹지축 조성
- 주변 자연과 조화로운 선도적 신도시
경관형성
- 내포신도시 주변 도심 정체성 강화
- 예당저수지 진입부 주변 및 고속도로
하부 경관개선

- 시, 군 경계부 및 관문경관관리

계획 방향
구분

계획 방향

보전

•청정 자연환경 및 내포, 천주교 성지의 발굴 및 보전

관리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산업단지 및 내포 신도시, 주변 경관관리

형성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네트워크로 친환경관광휴양도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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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태안군
경관특성

경관 List up
보 전

관 리

형 성
- 서해안 문화관광 루트 조성

- 태안해안국립공원 일대 경관중점관리 구역 지정
- 해안 관광자원의 관리 및 정비
해안 경관 보전 및 테마경관 형성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주변 경관관리 - 도시 경계부 경관관리, 관문경관 관리 - 해안변 열린 조망경관관리
산림자원 보전 및 녹지축 복원
- 해안도로 연계, 주변 상업지 경관관리
(금북 정맥 : 백화산~팔봉산)
- 도서 및 항만경관관리
해안림 경관 보전
- 예정 철도 및 복선전철 경관관리

합수부 경관관리 및 형성

- 생태보전지역 및 주변의 경관관리

해만경관관리 및 형성

-

친수공간 및 친수시설의 조성

-

-

연안녹지의 연결 녹지축 조성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테마형 상징도로의 경관형성 및 관리
서해안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도심
활성화

- 합수부 경관관리 및 형성

계획 방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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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방향

보전

•해양, 산림 생태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관리

•해안 및 산림으로의 조망과 주변 인공시설물의 일체감 있는 경관관리

형성

•자연경관, 관광, 휴양 등의 다양한 경관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형성

1.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
1-1 선정기준 및 방법
•충청남도의 미래상을 구현하고 5가지 경관유형 특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경관중점
관리구역을 선정
•경관중점관리구역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계획 중 중점적으로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설정
•또한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경관의 구조적 틀 뿐만 아니라 기존 관리체계와 중첩하여
설정 가능

▷경관중점관리구역 선정 체계

•충청남도 경관 미래상에서 중점관리구역의 틀을 형성 하였으며, 연풍오경의 대표경관을 설정하여 충남
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
•경관의식조사를 통한 충청남도 대표 경관 도출 및 Need를 분석하여 반영
•자연성, 조망경관, 공간적 상징성 및 장소성 검토를 통한 지정 대상지의 파급 효과 검토
•관련법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를 통한 feedback으로 연계성 고려

1-2 구성 및 운용방안
•충청남도의 경관계획은 미래상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연풍오경을 계획하고, 경관의 구조적 관리를
위한 권역ㆍ축ㆍ거점계획과 추진전략상 5개 경관유형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중점관리구역을 수립함
•경관중점관리구역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역 내 포함된 경관요소별 관리 방안을 제시
하며,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에서의 경관중점관리구역 외에도 향후 시ㆍ군별 수립하는 경관중점관리구
역의 통합적인 방향 제시를 위한 경관 유형별 지침을 세부적으로 수립함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실행

5대 권역
경관 구조

경관기본관리구역

경
추
관
미 ▶진 ▶
전
래
략
상

설계지침

4대 거점

: 구조별,요소별

(권역, 축, 거점)

▶

경관중점관리구역

경관기본

4대 축

▶

1경 - 역사문화경관

▶

경관 유형

2경 - 수변경관

(도시경관 추진전략

3경 - 녹지경관

설계지침

4경 - 농․산․어촌경관

: 유형별,요소별

연풍오경의 구체화)

경관중점

5경 - 도시․산업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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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중점관리구역의 관리방안 및 경관 유형별 계획은 향후 도 경관디자인위원회 및 별도의 경관관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ㆍ군의 관련위원회 심의 및 자문 기준으로 활용
•경관중점관리구역과 연계한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계획하여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계획방향 제시

▷경관중점관리구역 구조도

1-3 경관중점관리구역 선정
•각 시ㆍ군 경관중점관리구역 수립시 우선 검토하며, 수립시점 및 상황에 맞추어 추가 지정ㆍ변경 가능
•도차원의 중점관리구역 선정은 시범사업화를 통하여 경관 의식 개선 및 계획의 확산을 고려하며, 도
의 개별 업무실과의 예산 검토와 시ㆍ군의 참여의지, 계획의 구체성, 관련 기반 마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특히 시ㆍ군 및 해당지역의 참여의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시ㆍ군의 적극성과 해당 지역
의 경관의식 수준을 고려하며, 경관사업 이후에도 관련 협정을 통한 유지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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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중점관리구역 개요 및 기 수립 구역 현황
•도차원의 경관중점관리구역은 관할 시군의 중첩성 및 큰 틀에서 경관 중요도의 우선순위로 계획하며,
충청남도의 연풍오경 구현을 위한 5가지 경관별 중점관리구역 분류를 통해 우선 수행된 4개시(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의 중점관리구역도 같은 유형의 위계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충청남도 내 개별 시군의 중점관리구역을 별도 제시하여 향후 관련계획의 수립 및 보완 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경관
구분

위치

공주시 금강변

공주시 웅진동

일대

일대

부여군 금강변

부여군 부여읍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일대

일대

태학산 자연 휴양림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군 남면

대천해안

곡교천, 아산만,

일대

일대

무창포

신정호

역사ㆍ
문화경관

수변경관

녹지경관

칠갑산도립공원
일대

농

농ㆍ산ㆍ
어촌경관

기 수립된 기본경관계획 중점관리구역

경관중점관리
구역

촌

외암민속마을

천안

성주사지 및
성주천,
충청수영성

아산
영인산 및
아산향교

외암마을

당진

면천읍성

삽교호관광지

당진천

청양군 대치면,
정산면,
장평면 일대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대

산

칠갑산

청양군 대치면

촌

산꽃마을

장곡리 일대

시
가
지

도시ㆍ
산업경관

보령

성거읍, 직산읍,
두정동, 청수지구,
목천읍, 병천면,
풍세면, 광덕면

장항선,
웅천읍

원도심 주요가로,
충무권역

당진동
구시가지,
당진시청사
가로변

포도주산단지,
산
서해안 산업단지
일대

당진시 석문면 업

배주산단지,
국립축산과학원,

석문국가

송악읍 일대 경

천흥산업단지,

산업단지

관

천안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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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중점관리구역별 지정 기준

경관 구분

경관중점
관리구역

공주시
금강변
일대

역사 ·
문화경관

지정 기준

•금강을 중심으로 원도심 생활권과 신도심의 강북생활으로 나누어지며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
•역사적 가치가
높고 지속적인
•랜드마크 경관인 공산성에서 바라보는 조망경관관리 필요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금강(백마강)이 부여를 관통하며 주변으로 백제역사문화자원이 밀집

금강변

•연접하여 부소산, 사비루, 낙화암 등의 다양한 유적 및 우수한 자연경관

국립공원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많은 해수욕장 형성으로 관광자원 풍부
일대

칠갑산

녹지경관

도립공원
일대

농

외암

•경관적으로
보전하고 싶은
지역

•부소산에서 조망되는 논, 밭 경관 및 부여읍 시가지 경관 관리 필요

태안해안 •해식지형, 다양한 섬경관, 독특한 식물분포 등 우수한 자연 및 조망경관

수변경관

고

•금강이 공주를 관통하며 주변으로 백제 역사문화자원이 밀집

부여군

일대

비

•충남의 대표경관의 기름유출 피해로 복구 및 개선 의식 고취

•국가 생태계 연결축의 한곳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의 주요 계획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기대

•수변 경관이
수려하고 지속
적인 관리가 요구
되는 지역
•자연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관할 군의 의지가
강한 지역

•칠갑산, 천장호, 장곡사 등 군을 대표하는 경관 자원이 모여 있는
•보존 및 이미지를
장소로서 도시 개발(체류형, 휴양형 관광기반 확충)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잘 나타내는 장소
있는 지역

•옛 농촌의 모습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의 잠정후보로
등제

촌 민속마을 •농림부가 주관한 ‘농촌체험마을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및 인프라 형성

•관할 시의 의지가
강한 지역

•외목민속마을 및 주변경관의 지속적인 경관관리 필요

농·산·
어촌경관
•관광화를 통한
충청남도 내 주요
산 칠갑산
•주변으로 칠갑산 벚꽃가로수길, 지천구곡(하천), 장곡사, 장승공원 등이
테마마을로서의
촌 산꽃마을 위치하며 배후경관으로 칠갑산 자연공원 위치하여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이미지 강화가
형성
요구되는 지역
•꽃을 테마로 산촌체험마을형성, 야생화온실로 4계절 관광 증대

•서해안고속도로로 충청남도 진입 시 조망 가능한 위치에 입지해 관문적 •건축물 및 대형
역할
구조물 등 경관
저해요소가
도시 ·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주변으로 해안 및 농경지대가 형성되어 있
산업단지경관
많으며 경관 관리
으며 이질적인 경관 조망
산업경관
를 통한 선도적
일대
경관 형성이
•간선도로, 해안변, 주변 농경지에서 대규모 인공구조물이 조망되어 위압
요구되는 지역
경관 형성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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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관중점관리구역별 세부 계획
1-4-1 역사문화경관 - 공주시 금강변 경관중점관리구역
일반 현황 및 분석
• 공주시를 금강이 관통하며 주변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현대 도시형 고도 지역으로 금강을 사이에 두고 도심과
연접하여 역사문화경관을 형성
• 강북생활권으로는 신시가지, 강남생활권으로 구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강남 생활권으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 분포
되어 있음
• 강남생활권 중 금강변과 연접하여 특별보전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어 고도보존에 대한 계획 및 관리 수행

특
별
보
존
지
구

•고도의 실체 회복을 위한 발굴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
•고마나루, 공산성, 옥녀봉산성 등 백제~근대시대까지
다양한 역사자원이 다수 분포
•구릉지 및 자연지형이 우세하며 기존 시가지와 연접
하여 경계부의 이질적인 경관형성
•주변이 평지로 형성되어 배경 경관으로의 조망형성

역
사
문
화
환
경
지
구
금
강
수
변
지
구

•특별보존지구 주변지역 및 고도의 자연적 배경 지역
•시가지와 자연 녹지구역이 각 40%정도 형성
•제민천 생태하천으로 복원 중이나 주변 혼잡한 건축
물 및 옥외광고물로 수변과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여
동서 방향의 역사문화자원의 단절
•노후화된 건축물, 각양각색의 옥외광고물, 일관성 없는
시설물로 혼잡한 가로경관 형성
•금강을 경계로 강남, 강북생활권으로 나뉘며 금강의
열린 경관을 통한 반대편 생활권으로의 조망 가능
•자연녹지 및 생활체육공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백제
큰다리, 공주대교, 금강교 등으로 강남과 강북을 연결
•대부분 자연 녹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변으로의 접근
성 및 활용도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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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방향

1

고도 골격의 역사적 이미지 보존 및 복원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고마나루, 정지산, 공산성, 옥녀봉성, 대통사지와 감영터의 역사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훼손된 경관 복원으로 역사경관의 보존 및 강화
- 핵심적인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정지산 및 공산성 구릉지의 인공적인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며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시가지 배후경관 활용
- 역사경관의 재현 및 뱃길 등 고도 분위기 유지를 위한 금강을 자연형
하천경관으로 보전하며 인공적인 건축, 색채, 시설 등의 노출 최소화
- 고마나루~공산성 나루터 복원을 통한 역사경관 재현 및 관광루트 조성

2

단절 및 대비되는 경관 연계와 개선을 통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 역사문화환경지구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유형별 건축물 지
붕색채관리를 통한 공산성, 정지산 등에서 조망되는 일관성 있는 도시
이미지 관리
- 공산성, 정지산 구릉지 연접부 건축물의 규모, 색채, 형태, 재료 등
경관관리를 통한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시가지와의 완충지대 형성
- 시가지 건축물 고도의 제한을 통한 공산성, 정지산, 금강, 수변 등의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으로의 개방적인 조망 경관관리 유도
-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인센티브, 경관협정 등을 통한 지속
적이며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3

주요 조망지점에서의 통합경관 고려 및 금강변 특화 경관 형성
-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을 통한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의 통합관리
및 동서로 분리된 역사 경관을 연결하여 옥녀봉성~공산성~정지산~
고마나루를 연결, 고도의 핵심 골격 형성
- 금강철교에서 금강공원과 연계한 진입광장 형성을 통한 역사경관의
인지성 강화 및 어메니티 증진
- 정지산 진입로 및 진입광장 조성사업으로 접근성을 확보하여 역사
자원의 품격을 고조
- 공주중학교에서 정지산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보행 편의성 개선을
통해 접근성 향상 및 관광 요소로 활용
- 제민천 주변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으로 수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및 동서방향의 역사문화 자원 연결

경관 보전
- 고마나루
- 정지산 유적
- 공산성~옥녀봉 유적 발굴 및 복원
- 정지산 및 공산성 구릉지 보전
- 금강 자연하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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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관리

- 공주시 건축물 지붕색채
- 공산성 및 정지산 연접구간 건축물
- 공산성/정지산/금강수변의 주요조망점
- 제민천변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정비

경관 형성
- 상징교각 및 가로축 조성사업
- 금강공원과 연계한 진입광장
- 정지산 진입로 및 광장 조성
- 제민천 주변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관리방향

계획방향

1. 고도 골격의 역사적 이미지 보존 및 복원
2. 단절ㆍ대비되는 경관에 대한 연계 및 개선을 통한 경관관리
3. 고도 역사문화자원과 현대 도시와의 조화되는 이색적인 경관 형성
- 조망권 규제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통경축 확보

조망

-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에 대한 시각 확보를 위해 시곡면 이하로 건축물 높이 규제
- 주요 조망 대상이나 산지ㆍ구릉지 연접부에 위치한 건축물은 통경축 확보를 유도
- 주요 산지 및 구릉지변 신축 및 증축시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유도

경
관
관
리
방
안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 배치, 형태, 지붕, 색채, 외관을 통일감 있게 조성하도록 유도
- 산지 및 구릉지를 고려한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 방지
- 역사자원 및 자연경관에 연접한 건축물의 경우 조화되는 형태 및 색채ㆍ외장재 계획 유도

옥외광고물
공공,

- 역사문화가로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옥외광고물 디자인 유도
- 건축물 입면의 재료 및 색상과의 조화를 유도하며 부조화된 재료 및 디자인은 지양
- 친환경적인 개발 방식을 통한 지형 변경 및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기반시설물 - 수직적인 구조물을 지양, 수평적이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 재료 유도
색채

- 색채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역사문화경관에 걸맞은 이미지 형성 유도

야간

- 역사자원, 주거, 상업, 공공 등 유형 및 장소별 빛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는
조명 방식 선택을 통한 통합된 범위에서의 맞춤형 계획 유도

통합

- 인접한 경관 구성 요소들 간의 통합적인 계획, 관리로 일관성 있는 경관 형성

경관사업
(안)

- 상징교각 및 시설물 계획을 통한 역사문화가로 조성사업
- 금강공원과 연계한 진입광장 조성사업

- 공주시 종합터미널 주변 상징가로 조성사업

- 제민천 주변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경관협정
(안)

- 역사문화가로 개선 및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협정
- 제민천 수변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경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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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역사문화경관 - 부여군 금강(백마강)변 경관중점관리구역

일반 현황 및 분석
• 부여군을 금강(백마강)이 관통하며 주변으로 넓은 개방형 농경지가 형성되었으며 부소산, 금성산 등 구릉성 산지가 분포
• 금강, 부소산 금성산 사이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분포
• 금강변 및 부소산 주변으로 사비왕궁지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별보전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어 고도보존에
대한 계획 및 관리

특
별
보
존
지
구

•사비왕궁지구를 부여 고도보존계획의 시범지구로 형성

역
사
문
화
환
경
지
구

•동편은 대부분 농경지경관이며 부분적으로 취락지 형성

금
강
수
변
지
구

•금강변으로 대규모의 개방형 농경지 및 부분적인 취락
지 형성

•106m의 부소산 주변으로 왕궁유적, 관방유적, 사찰 및
정림사지, 석불 등 역사문화 자원이 다수 형성되어 있
으며 역사문화 자원의 복원이 진행중
•부소산과 인접한 일관성 없는 상업 및 취락지로 역사
문화자원과 이질적인 경관 형성

•서편은 유스호스텔, 주거 밀집 지역으로 형성
•부소산 및 주요 조망점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자극적인
색채 및 일관성 없는 디자인이 도시 정체성 형성 저해
•농경지의 산발적인 취락지 및 농업관련 대형시설물과
건축물의 입지로 혼잡한 경관 형성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접근성 미흡

•부소산과 인접하여 역사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이 우수
하며 관광요소로 활용
•뱃길에서 조망되는 부소산 하부 인공시설물 및 건축물
이 부조화되어 경관 저해요소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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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방향

1

고도 골격의 역사적 이미지 보전 및 복원 방안 마련
- 역사경관의 재현 및 뱃길고도의 분위기 유지를 위한 자연형 하천경관
으로 보전하며 인공적인 건축물, 색채, 시설물 등의 노출을 최소화
- 부여읍 및 금강 뱃길의 배후 경관이 되는 구릉성 산지 보전
- 3부 능선의 보전 및 위해 경관요소 완화 방안마련, 자연경관 보전
-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부소산의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며 훼손된
경관의 복원,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부여읍 배후경관으로 활용
- 부소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금강 자연하천 보전
- 특별보존지구 내 북문지 및 사비나성의 부분적 복원 등 지속적인 역사
문화 환경 조성

2

역사문화환경과 현대 도시환경의 공존 및 상생을 위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 구릉지에 연접한 건축물 규모, 색채, 형태, 재료 등 경관관리를 통한
자연환경과 조화, 시가지와의 완충지대 형성
- 정림사지/궁남지 등 역사문화자원 주변 일체감 있는 경관관리를 위한
건축물/옥외광고물/시설물 정비 필요
- 농촌마을의 색채가이드라인을 마련, 고채도ㆍ고명도의 건축물 색채계획
과 경관협정 및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한 일체화된 경관관리
-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인센티브, 경관협정 등을 통한 지속
적이며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 부소산으로의 통경축 확보 및 불량경관 완화 방안 마련

3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전원형 도시환경 창출을 위한
경관형성 방안 마련
- 서천~부여~논산~공주와 금강 수변 경관형성 추진 및 통합적인 경관관
리 체계를 정립,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 뱃길 복원 등 역사경관 형성
- 금강~부소산~정림사지~궁남지 네트워크 형성
- 40번, 4번국도 교차로 및 부여경찰서 사거리 부여읍 진입경관 개선으
로 고도의 이미지 형성
- 부소산(주작대로)~궁남지의 진입로 개선을 통한 부소산/정림사지/궁남
지 접근성 강화 및 역사문화 경관 형성
(상징조형물/옥외광고물/시설물 특화, 안내체계 개선)
- 금강 및 부소산 빛 공해 고려, 광원 노출 최소화, 역사문화경관의 아름
다움이 부각되는 은은하고 조화로운 야간경관 형성

경관 보전

경관 관리

경관 형성

- 역사문화자원 주변
- 금강 자연하천 및 뱃길 복원
- 구릉성 산지
- 부소산 역사ㆍ자연 경관 및
야생동식물구역
- 유적 발굴 및 복원

- 농촌마을 건축물 색채 및 적치물

- 금강 고도 뱃길 복원사업

- 금강주변 건축물ㆍ시설물

- 역사문화자원 네트워크 형성

- 부소산 및 금강변 주요 조망점

- 부여읍 및 궁남지 진입로 개선사업

- 건축물/옥외광고물/시설물/보행로 통합 - 금강ㆍ부소산 야간경관 형성
- 구릉지변 건축물 높이 및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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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향

계획방향

1. 고도 골격의 역사적 이미지 보존 및 복원
2. 역사문화환경과 현대 도시환경의 공존 및 상생을 위한 경관관리
3.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전원형 도시환경 창출을 위한 경관형성
- 조망권 규제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과 통경축 확보

조망

-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에 대한 시각 확보를 위해 시곡면 이하로 건축물 높이 규제
- 주요 조망 대상이나 산지ㆍ구릉지 연접부에 위치한 건축물은 통경축 확보를 유도
- 주요 산지 및 구릉지변 신축 및 재건축시 7부 능선을 넘지 못하도록 유도

경
관
관
리
방
안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 배치, 형태, 지붕, 색채, 외관을 통일감 있게 조성 유도
- 산지 및 구릉지를 고려한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 방지
- 역사자원 및 자연경관이 연접한 건축물의 경우 조화되는 형태, 색채 유도

옥외광고물
공공,

- 역사문화가로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재료 권장
- 건축물 입면의 재료ㆍ색상과 조화 유도, 인위적인 네온사인 지양
- 친환경적인 개발 방식을 통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기반시설물 - 수직적인 구조물을 지양하며 수평적이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 재료 권장
색채

- 색채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역사문화경관의 이미지 형성 유도

야간

- 역사자원, 주거, 상업, 공공 등 유형 및 장소별 빛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는 조명
방식 선택을 통한 통합된 범위에서의 맞춤형 계획 유도

통합

- 인접한 경관 구성요소들 간의 통합적인 계획, 관리로 일관성 있는 경관 형성

경관사업
(안)
경관협정
(안)

- 역사문화 상징가로 조성사업

- 금강ㆍ부소산 야간경관 개선사업

- 금강 고도 뱃길 복원사업

- 부여군 종합터미널 주변 상징가로 조성사업

- 부여읍 진입로 개선사업

- 궁남지 진입로 개선사업

- 농촌마을 건축물 색채 및 주변 농촌 관련시설물 경관관리
- 부여읍 궁남지 진입로 개선을 위한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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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1-4-3 수변경관  태안해안국립공원 경관중점관리구역

일반 현황 및 분석
•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으로 해식지형, 독특한 식물분포, 72개의 다양한 크기의 섬 등을 형성하고 있어 우수한 자연
경관을 형성
• 230km이르는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해수욕장, 항구, 갯벌, 해안사구 모래언덕 형성으로 풍부한 관광자원 및 방파제의
역할 수행
• 표범장지뱀, 괭이갈매기, 가마우지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모감주나무 군락을 비롯한 희귀생물 다수 분포로
천해의 땅으로 보존가치가 높음

해
상

•가의도, 장고도, 고대도 등의 유인도 및 무인도가 다수
형성되어 있으며 해식절벽 및 곰솔로 어우러진 곳이 많
아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섬 내 취락시설 및 인공구조물의 무계획적인 형성으로
정체성 없는 경관 형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관관리 필요

•항구, 어촌마을, 해수욕장 일대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색채 등의 일관성 미흡

해
안

•시곡면 경관관리 미흡으로 해안선으로 부터 폐쇄적인
경관 형성 및 주요 조망 차폐
•혼잡한 건축물 스카이라인 형성 및 조망경관 미흡
•리아스식 해안 형성 및 해식애 등 자연경관 발달

해
안
연
접
관
리
구
역

•섬과 해안에서 조망되는 배후산지 및 관광지 주변으로
확산되는 인공경관으로 훼손 및 경관 변형 우려가 높음
•건축물의 색채, 지붕의 형태, 외관의 일관성 결여로
통일감 있는 경관형성 미흡
•해안특성을 고려한 인공시설물의 통합 경관관리 요구
•해안으로의 접근성 및 조망경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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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방향

1

태안의 지형지세, 식생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며, 건축물 및 인공
시설물 계획 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차폐하지 않도록 유도
- 해안변 송림, 방풍림, 자연수림의 보전 및 훼손지역 복원을 통해 강풍
과 해일로부터 해안경관을 보호하며 인공자원의 노출을 최소화
- 해식작용에 의한 해식절벽, 해식동굴 등의 독특한 지형지세의 절대
보존을 위한 태안군의 자연경관심의 제도를 수립하여 활용함으로써 지
속적인 경관관리
- 철새의 중간 기착지역인 섬 지역의 생태환경 및 모감주나무 군락 등
자연식생을 보존

2

자연경관과 조화롭고 구성요소간 일관성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
- 생태경관 주변 개발을 제한하며 조망대상으로의 적정거리 및 개방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관리
- 해안에 인접한 건축물은 저층개발을 통해 해안선으로의 개방적인 시야
를 확보
- 해안변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 가이드라인을 통해 높이, 배치, 형태,
지붕, 색채, 외관을 일관성 있게 조성하며 주민참여에 의한 경관협정의
실천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도모
- 해안 연접관리구역인 100m~500m의 배후지역이 산지로 형성된 경우
5부 능선까지 시곡면 규제를 적용
- 자연재료의 활용을 유도, 해안방향으로 인공 시설물의 노출 지양

3

주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며 조화롭고 특색 있는 경관
형성 방안 마련
- 도서지역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마을가꾸기 정비 사업으로 지역성을
살리는 경관을 형성하여 관광코스와 연계 및 지역주민과의 경관협정
으로 규제의 자율화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도모
- 만리포해수욕장 특화가로를 조성하고 가로 정비 및 시설물 특화, 건축
물 색채, 옥외광고물 등 우수한 경관 요소별 디자인 계획 권장ㆍ개선
과 지역 상인들과의 경관협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임
- 수직적으로 설치되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지양하며 친환경적인 재료,
설치위치, 조망 공간 계획으로 자연 감시를 통한 자연환경의 훼손
최소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체성 있는 경관형성

경관 보전
- 송림/방풍림/자연수림
- 모감주나무 군락
- 해식절벽/해식동굴
- 리아스식해안
- 도서지역 자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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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관리

- 해안변 주변 건축물 및 인공시설물
- 해안변으로 개방적인 조망 및 통경축
- 5부 능선 시곡면 규제
(해안연접관리구역)

경관 형성

- 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마을 정비
- 만리포 해수욕장 특화거리 조성사업
- 친환경 조망 시설

관리방향

계획방향

1. 태안의 지형지세, 식생 등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
2. 자연경관과 조화롭고 구성 요소간 일관성 있는 경관관리
3. 주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며 조화롭게 경관을 형성
- 해안연접관리구역의 배후지역이 산지의 경우 5부 능선까지 시곡면 규제

조망

- 주요 조망경관 설정 시 생태자연도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조망방법 등을 선정하여 환경을 보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
- 리아스식 해안의 해식지형 및 도서지역의 보존을 통한 해안조망경관관리

경
관
관
리
방
안

- 건축물의 높이, 배치, 형태, 지붕, 색채, 외관을 통일감 있게 조성
건축물

- 해안변 건축물 저층개발 유도 및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 방지
- 도서지역 자연경관과 조화되며 정체성 있는 경관연출 유도

옥외광고물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해안변 대형 옥외광고물 및 네온사인,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지양
공공,
기반시설물

- 해당 지역에 도로건설 및 개발 사업은 친환경적인 개발 방식을 통해 생태적 환경을 회복하도록 유도

색채

- 저채도의 색을 유도하여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

야간

- 인위적인 야간조명 활용을 지양하며 자연 경관을 부각시키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획

통합

- 해안변 건축물, 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통합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주변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조화
될 수 있도록 통합경관관리

경관사업
(안)
경관협정
(안)

- 해안 특화가로 조성사업

- 안면버스터미널 주변 특화경관 형성사업

- 안면대교 미도화 사업

- 가의도 마을가꾸기 정비사업

- 해안변 송림, 방풍림, 자연수림 보존 및 복원사업

- 친환경 조망시설 설치사업

- 가의도 건축물 환경 색채 및 지역 환경 관리
- 만리포해수욕장 변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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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녹지경관 / 농산어촌경관  칠갑산 도립공원 / 칠갑산 산꽃마을 경관중점관리구역

일반 현황 및 분석
• 칠갑산도립공원은 국가 생태계 연결축의 한곳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으며 남쪽 산기슭에는 멸종위기 식물인
고란초 자생
• 차령산맥의 잔구로 칠갑산 자연휴양림, 장승공원 지천구곡, 천장호, 장곡사 등의 명승과 사찰이 많아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
• 높지 않지만 장곡리(⾧⾕⾥), 대치리 (⼤峙⾥) 같은 이름이 생겨날 정도로 골이 깊으며 녹색체험마을, 칠갑산농장 건강
마을, 산꽃마을, 외국체험관광마을 등 다양한 체험마을 형성

칠
갑
산
도
립
공
원

경
관
자
원

•군도11호선의 개발로 동식물의 이동 단절 및 주변
자연 환경의 훼손이 심각함
•천장호, 칠갑저수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에서 절토사면이
다수 조망되어 훼손된 경관 형성
•특색 있는 진입경관 형성 미흡
•원색의 구조물 및 시설물로 주변 자연과 부조화된 경관
형성
•역사문화자원, 농촌체험마을, 관광 거점지 등 다양한
경관자원의 보유
•인근마을의 일체화되지 못한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
물 등으로 주변 자연경관과 부조화
•각 경관유형별, 주제별 네트워크 부족
•불량경관자원이 다수 형성되어 부정적인 경관 형성

산
꽃
마
을

•진입도로 및 사인의 경관 관리 미흡으로 인지성과 접근
성 저하
•건축물의 다양한 규모, 색채, 재질 등 일관성 결여 및
특색 있는 경관 형성 미흡
•입구 전면 주차장 형성으로 삭막한 진입 경관 형성
•인접시설물간 통일성 결여로 통합적인 이미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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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방향

1

국가 생태계 연결축의 복원으로 산림생태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
- 도로 및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국가 생태축ㆍ능선을 보존하고 인공시설
물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
- 형태/재료/색채/재질 등 친환경적 계획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유도
- 산림ㆍ수계의 원풍경 복원 및 보전
- 특화된 경관자원을 보전하며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경관자원을 발굴하
여 역사문화/생태/체험/휴양/관광 등의 다양한 경관창출
- 동ㆍ식물 생태계보존 및 단절된 녹지축은 생태육교ㆍ통로를 설치 복원
- 산꽃마을의 전통/생활풍습/특산물 등의 옛 생활모습을 복원하며 인위
적인 구조물 및 시설물의 노출을 지양

2

개발 훼손 및 단절된 생태계 회복을 위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 일관성 있으며 주변자연 경관과 조화로운 경관관리
- 절토사면의 자연식생 복원을 유도하며 불가할 경우 경관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
- 개발지와 자연 지형의 경계부의 친환경적 처리방안 마련
- 터널/교량 등 인공구조물의 자연친화적 개발을 통해 인공미를 최소화하
며, 구성요소별 재료/색채/재질의 통합적 계획으로 일체감 형성
- 인공경관의 차폐/녹화 계획으로 자연경관과 조화 유도
-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 및 불법 현수막 등의 인공물 경관관리
- 주요 조망점 및 조망 대상 주변 통경축 확보, 경관을 저해하는 인공구
조물 규제 또는 위치 이동 유도

3

내재된 경관자원의 형성 및 연계로 다양한 매력 창출을 위한
경관형성방안 마련
- 산촌마을 및 칠갑산도립공원의 상징물/시설물/보행환경 개선하여 접근
성과 진입관문의 이미지 형성
- 산꽃마을의 이미지와 조화되는 건축물 디자인으로 입면ㆍ지붕 양식의
통일감 있는 경관형성을 통해 정체성 확립
- 경관협정 및 인센티브 제도 활용으로 민간지역의 실효성 상승 및 주민
의 참여로 지속적인 산꽃마을 이미지 형성 유도
- 산꽃마을 주변 경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를
통한 이색적인 체험요소로 활용
- 안내체계 및 시설물 통합 디자인 개발로 아이덴티티 형성
- 단계적인 불량경관 개선사업으로 부정적 이미지 최소화

경관 보전

- 산림/수계/자연환경 보존/회복
- 특화경관자원 발굴 및 보전
- 동식물 생태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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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관리

경관 형성

- 건축물 색채

- 주요 진입로 개선

- 절토사면 자연식생 복원

- 불량경관 개선 사업

- 인공구조물의 최소화 및 친환경적 계획 - 산꽃마을 이미지 형성 사업
- 불법 현수막 및 인공물 철거

- 친환경 판매 및 휴게공간 조성

-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 친환경셔틀버스 및 관광네트워크

- 주요 조망점 관리

- 도립공원 안내체계ㆍ시설물 통합디자인

관리방향

계획방향

1. 국가 생태계 연결축의 복원으로 산림생태 보전
칠갑산도립공원 2. 개발에 따른 훼손 및 단절된 생태계 회복을 위한 경관관리
3. 내재된 경관자원의 형성 및 연계로 다양한 매력창출을 위한 경관형성
산꽃마을

조망

1. 마을의 전통 및 산촌 생태계 보전
2. 환경 친화적인 마을 개발, 관광지 형성에 따른 산촌 경관관리
3. 지역의 고유 자원 활용을 통한 청정자연 경관형성

- 주요 조망점인 오픈스페이스 및 정상부 주변 조망을 위한 별도의 구조물 설치 지양
- 부감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및 대형 인공구조물 색채 경관관리
- 친환경적인 재료 및 색채로 에코파라다이스 청양의 이미지 조성

건축물

경
관
관
리
방
안

- 건축물의 높이, 배치, 형태, 지붕, 색채, 외관을 중장기적으로 통일감 있게 조성 유도
- 소규모 저층개발을 지향하며 절토 및 성토의 최소화로 자연 순응형 계획 유도

옥외광고물
공공,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재료 및 디자인 적용으로 통일감 있는 이미지 조성
- 소재 및 규격, 수량, 색채 등의 체계적이고 통일감 있는 세부 기준 마련으로 특성화된 경관 이미지 반영
- 재료/색채/재질의 통합으로 일관성 유지 및 전체적인 조화 고려

기반시설물 - 수직적인 구조물을 지양, 수평적이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친화적 재료 유도
색채
- 주변 환경에 대한 시각적 돌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채도 권장
야간
통합

경관사업
(안)
경관협정
(안)

- 우세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인위적인 직접 조명 및 컬러체인지 지양
- 최소한의 조도 확보 및 간접 조명방식으로 주변 자연의 생태환경 고려
- 인접한 경관 구성 요소들 간의 통합적인 계획, 관리로 일관성 있는 경관 형성
- 단계별 불량경관개선사업

- 도립공원 안내체계/시설물 통합디자인

- 산꽃마을 이미지 형성사업

- 친환경 셔틀버스 활용한 관광네트워크

- 칠갑산 및 산꽃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 청양군 칠갑대교 미도화 사업

- 산촌마을 이미지 형성을 위한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경관개선
- 칠갑산 도립공원 진입부 친환경 이미지 조성 및 주변 취락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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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농산어촌경관  외암민속마을 경관중점관리구역

일반 현황 및 분석
• 외암민속마을은 금북정맥에 속하며 광덕산에서 갈라진 지맥이 설화산의 서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옛 농촌의 모습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음
• 설화산의 구릉지에 위치하며 동서로 긴 타원형으로 동고서저(東⾼西低)의 지형이며, 주변으로 농경지 경관이 펼쳐짐
• 설화산 계곡에서 발원한 실계천이 마을의 남쪽을 따라 흐르는 내수구, 마을 상부의 물길을 인공적으로 끌어들여 생활
용수 및 농수와 연못을 만들어 정원을 형성

•마을사이로 계류가 흐르고 있으며, 입구부 전면에 옥외
주차장이 형성되어 미관상 좋지 못함

내
부
경
관

•인접시설물간의 일관성 결여로 통합 이미지가 미흡하며,
외암민속마을의 시대적 배경 이미지와 부조화
•배산임수의 자연지형과 기와집, 초가집 등 옛 농경문화
가 어우러져 뛰어난 역사경관자원 형성
•초가 및 기와집의 개축으로 인한 원형의 손실
•외암민속마을 진입로의 경관특성 미흡으로 입구성 및
접근성 저하
•장소성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진입사인 설치
로 인한 외암민속마을의 상징성 저하

외
부
경
관

•설화산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는 거대 시설물 및 취락
지의 고명도, 고채도 색상으로 부조화된 경관 연출
•외암민속마을 주변 농촌마을의 인공적인 재질, 원색의
색채를 사용한 건축물, 방치된 농업관련 시설, 불법 현
수막 등으로 이질적인 경관 형성
•월라산 구릉지에 형성된 서남대학교의 거대한 판상형
건축물이 닫힌 구조로 배치되어 자연경관 차폐 및 부조
화된 이미지 형성
•외암민속마을과 주변 농촌마을간의 경관 정비 편차가
극심하여 이질적인 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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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방향

1

옛 모습 재현을 통한 농경 및 전통경관의 보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설화산, 월라산 5부 능선 관리를 통해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외암민속
마을 및 농촌마을의 배후 경관으로 유지
- 외암마을 형성 당시 사용되어오던 농경지 원풍경 보존을 통해 농업기
반인 외암민속마을의 의미를 되새기며, 관광 중심으로 변해가는 농촌
경관의 원형 보전에 노력
- 초가 및 기와집의 원형이 유지된 건축물의 도면화와 지속적인 경관관
리를 통해 외암민속마을의 개ㆍ보수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노력
-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축물, 시설물의 외형적 파손, 변형이 우려되
는 부분은 복원 및 최소한의 보수를 통해 원형 보전으로 전통성 계승

2

외부 요소의 개선 및 관리를 통한 통일감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
- 농촌마을의 색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변경관과 부조화 되는 고채
도, 고명도의 건축물 및 지붕색채를 경관협정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실효적이며 일체화된 경관관리
- 구릉지변 취락지, 농업관련 시설, 적치물, 쓰레기 등의 방치로 농촌경
관 훼손 방지
- 구릉지변 건축물 신축 시 규모, 색채, 배치 등을 고려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유도하며 이미 건축된 경관 저해 건축물의 경우 색채
개선 및 식재차폐를 통한 시각적 완화 방안을 마련
- 보존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외암민속마을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
하며 건축주는 있으나 살지 않는 공가의 관리는 보존주민협의체로 관
리권한 이양 유도

3

외암 민속마을 이미지 강화를 통한 상징성 있는 경관 형성
- 전통적 이미지 및 자연재료를 활용한 안내사인과 진입상징물로 외암민
속마을 진입로의 인지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며 전통의 농촌경관 이미지
를 제고
- 외암민속마을의 공공시설물 및 옥외광고물은 획일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인공적인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며, 옛 선조의 문화방식과 닮은 다양한
자연의 재료를 활용
- 전통가옥에 대한 교육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가치를 인식하며 개ㆍ보
수로 전통의 왜곡된 구조 건축물은 복원 유도
- 내부 및 외부의 대표경관과 우수 조망점을 선정하여 전통 이미지 형성
- 마을 내 상징광장 조성 및 휴식ㆍ커뮤니티 장소로 활용

경관 보전

경관 관리
- 농촌마을 건축물 색채

- 설화산 및 월라산 5부 능선
- 농경지 원풍경 보존
- 초가 및 기와집의 원형 보전

- 외암마을 옛 고택
- 농업관련 적치물 및 시설물
- 구릉지변 건축물
- 불량경관관리
- 보존주민협의체에 의한 외암마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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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형성
- 진입로 개선사업
- 공공시설물/옥외광고물 특화사업
- 왜곡된 개/보수 시설 복원 유도
- 대표경관 우수조망점 선정
- 상징광장

관리방향

계획방향

1. 외암민속마을의 옛 모습 재현을 통한 농경 생활 및 전통경관의 보전
2. 외암민속마을 외부 요소의 개선 및 관리를 통한 통일감 있는 경관관리
3. 외암 민속마을 이미지 강화를 통해 상징성 있는 경관 형성
- 주요 조망 대상, 산지, 구릉지 연접부의 주택, 고층건축물 통경축 확보 유도

조망

- 주요 조망점인 외암마을 진입부의 조망경관관리를 위한 공공주차장 차폐 및 경관개선 유도
- 불량경관에 대한 시각적 완화방안 마련
- 조망을 위한 별도의 수직 구조물 설치를 지향하며 친환경적인 재료 및 공법 유도
- 주요 산지 및 구릉지변 신축과 재건축시 5부 능선을 넘지 못하도록 유도

건축물

경
관
관
리
방
안

- 건축물의 높이, 배치, 형태, 지붕, 색채, 외관을 통일감 있게 조성 유도
- 산지 및 구릉지변 건축 시 주요 조망점을 고려한 열린 배치 유도
- 외암민속마을 주변 전통 건축물과 연접 시 조화되는 형태, 색채, 재료 사용 유도

옥외광고물

- 전통 민속마을의 특화된 옥외광고물 계획 권장
- 건축물 입면의 재료 및 색상과 조화되며 자연재료의 사용 적극 권장
- 전통 민속마을의 특화된 공공시설물 계획 권장

공공,

- 인공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 시키며 위해 시설의 경우 시각적 완화 및 차폐 방안 필요

기반시설물 - 친환경적인 개발 방식을 통한 자연환경의 훼손 최소화
- 수직적인 구조물을 지양, 수평적이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 재료 권장
색채

야간
통합

- 자연친화적이며 전통 농촌경관과 조화로운 향토적 이미지 형성 유도
- 고명도ㆍ고채도 색채를 금지하며 저채도 및 재료가 가지는 고유의 색을 권장
- 빛공해를 고려한 최소한의 야간조명으로 계획하되 주요 보행로 및 공공용지의 음지화 예방
- 농촌 및 전통의 이미지를 형성 할 수 있는 부드럽고 은은한 간접조명 연출
- 인접한 경관 구성요소들 간의 통합적인 계획, 관리로 일관성 있는 경관 형성 지향

경관사업
(안)

- 외암민속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 대표경관 우수 조망점 선정 사업

- 공공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특화사업

- 외암민속마을 주변 불량경관 개선사업

경관협정
(안)

- 주민실천 매뉴얼 작성 및 교육을 통한 보존주민 협의체 형성
- 로컬 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경관협정 유도 및 민관의 유기적 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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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외암민속마을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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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1-4-6 도시산업경관  서해안 산업단지 경관중점관리구역

일반 현황 및 분석
• 서해안~아산만 해안에 위치하여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타 시ㆍ도에서 진입 시 조망되는 곳으로 충청남도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위치적 특성을 지님
• 육지로는 대규모 농경지 경관이 형성되어있으며 해변으로는 포구 및 어촌마을이 형성되어 산업단지와 이질적인 경관을
보여주고 있음
• 간척 개발을 위한 다수의 방조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업단지별 개별계획으로 서해안의 일체화된 경관 형성 저해

해
안
변

•서해안 인근에서 조망되는 위압적 규모의 구조물 및 무
질서한 스카이라인으로 인공적인 경관 형성
•해안변 포구 및 마을 등에서 조망되는 공장 건축물의
입면 및 색채로 삭막한 해안 경관 형성
•해안의 장소성과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인공
적인 색채로 경관 부조화
•고압 전선탑 및 대형 굴뚝 등의 위압경관 노출로 삭막
한 도로경관 형성

내
륙
변

•다양한 건축물 형태/색채/재료의 사용으로 일관성 없는
산업단지 형성
•산업단지 주변 불법 주ㆍ정차로 혼잡한 도로경관 형성
•경계부 녹시율 부족으로 불량경관의 직접적인 노출
•산업단지 내 획일적인 건축물로 단조로운 경관 형성

주
변
경
관
요
소

•주변 농경지에서 조망되는 산업단지의 인공구조물 및
농경지가 조화되지 못하여 이질적인 경관 형성
•해안변 포구/어촌마을/주요 관광지에서 조망되는 굴뚝/
연기/건축물 색채 등으로 삭막한 해안마을 경관 형성
•난지도/도비도 휴양단지, 삽교호 등 다수의 관광자원이
인접해 있으나 산업단지에 의한 부정적 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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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계획방향

1

산업단지 주변 서해안 및 생태경관을 보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해안변 방풍림/자연수림 등의 보존 및 훼손된 지역의 복원을 통해 농경
지 가옥 등 강풍으로 부터 보호하며 인공자원의 노출을 최소화
- 갯벌/습지 등의 생태환경 자원을 보존/관광자원화 하여 서해안 산업단
지 경관에 활력 부여
- 산업단지 주변 간척지 및 농경지 원풍경을 보존하여 수변과 조화되는
평야 경관 보전
- 서해안 산업단지 배후 구릉지 및 녹지 조망 보전을 통한 자연친화적
경관 형성
- 배후산지/해안/진입경관의 통경축 및 조망점의 지속적인 경관 관리를
통한 보전과 회복으로 열린 경관 형성

2

친환경적 개발로 자연생태 경관과 닮아갈 수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
- 산업단지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안 및 농경지와 이질감 완화를 위
하여 스카이라인/입면의 분절/녹화/색채 등의 관리로 주변 조화 유도
- 농촌/어촌/산업단지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 수립 및 경관저해요소 저감
으로 정체성 있는 경관 형성
- 해안변 완충림 식재로 산업단지 불량경관 차폐, 굴뚝 및 장대 건축물의
경우 색채ㆍ재질 계획으로 시각적 분절, 불량경관 완화
- 신규 산업단지 입지 시 경관영향분석을 통한 경관변화를 사전에 예측
하고 경관적 부조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친환경 개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구성요소간의 통합경관,
위해 경관 제거를 통한 조망 관리 방안 필요

3

해안변 경관특성을 고려한 독특한 경관형성 방안 마련
- 산업단지 전면 녹지축 형성 및 합수부의 생태공원/조망데크 등 공공의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어메니티 향상
- 개별산업단지의 통합적인 조명계획으로 일체화된 이미지 형성, 타 시ㆍ
도에서 진입ㆍ조망 시 랜드마크 야간경관 형성
- 해안마을 지붕/외관/진입부/옥외광고물 등의 특색 있는 경관 연출 및
인접 산업단지와의 이질감 해소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 유도
- 삽교호관광지/안섬 포구 등 관광휴양지의 건축물 입면/옥외광고물/시설
물 등의 특화로 해안경관 이미지 형성
- 38/34번 국도 등의 산업단지와 연접한 도로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
계부 녹지대 조성, 위압경관 차폐로 정돈된 도로경관 형성
- 방조제/교량 랜드마크 이미지 부여 및 경관 자원화

경관 보전
- 방풍림/자연수림/갯벌생태환경
- 수변과 어우러진 농경지 원풍경
- 산업단지 사이에 형성된 해안마을
구릉지 및 포구에서의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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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관리

경관 형성

- 산업단지 경계부

- 왜목마을 경관개선 사업

- 통경축 및 조망경관관리

- 합수부/산업단지 전면

- 농어촌 건축물 색채

-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 해안변 옥외광고물 관리

- 해안변 녹지축

- 해안변 완충림 식재

- 산업단지변 녹시율확보/광고물 정비

관리방향

계획방향

1. 산업단지 주변 서해안 및 생태경관 보전
2. 친환경적 개발로 자연 생태경관과 닮아가는 산업단지 경관관리
3. 해안변 경관 특성을 고려한 독특한 경관형성
- 산업단지 주변 해안마을의 산림경관 보전 및 포구에서 조망되는 산업단지 해안부 경관 고려

조망

- 서해대교/아산방조제 주 진입부 자연경관 보전 및 조망경관 확보
- 해안에서 배후경관으로 주요 조망축 확보, 건축물 열린 배치 권장, 불가할 경우 저감방안 마련
- 배후 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며 주변 능선의 조망을 고려한 건축 및 구조물 높이 계획

경
관
관
리
방
안

건축물

- 농촌/어촌/산업단지별 건축물 입면, 지붕, 색채, 외관을 통일감 있게 조성 유도
- 외관이 불량한 공장설비/적재물은 단지 내부로 유도, 불가할 경우 저감 및 차폐 방안 마련
- 주요 조망되는 공장건축물의 경우 친환경 소재/녹화/입면디자인 등으로 친환경 이미지 형성 유도

옥외광고물

공공,
기반시설물
색채
야간
통합

경관사업
(안)

-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설치 개수/크기 등을 최소화하여 통합디자인 할 것을 권장
- 기업로고, 지자체 CI등의 사용은 최소화 하며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도록 권장
- 시설물의 경우 형태/색상/재질의 통합으로 일관성 있는 디자인 유도
- 친환경적인 개발 방식을 통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
- 거대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녹화 및 시각적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요소의 노출 저감
- 해안의 분위기를 고려한 색채 이미지 연출로 조화로운 산업단지 경관 연출
- 산업단지/관광휴양/농어촌의 빛의 위계 및 장소성을 고려한 분위기 연출 유도
- 전체 산업단지의 광역 조명계획을 통한 일체화된 경관형성 유도
- 산업단지/해안시설/농어촌의 연속된 선형경관으로 통합적인 경관관리 유도
- 왜목마을 경관개선 사업
- 산업단지 연접 도로변 녹지율 확보 및 옥외광고물 정비
- 합수부/산업단지 전면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경관협정
(안)

- 농촌/어촌/산업단지 건축물 색채 경관관리
- 산업단지 통합 야간경관계획 및 조망 공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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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서해안 산업단지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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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1-5 시·군별 경관중점관리구역 제안

시ㆍ군별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도
•충청남도 기본경관계획에 앞서 수립된 4개시(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의 중점관리구역에 대해
서는 충청남도 기본경관계획의 중점관리구역과 같은 구조적 틀에서 분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
인 연계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도내 개별 시ㆍ군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계획의 수립 및 보완 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중점관리구역(안)을 제시하며, 개별 시ㆍ군의 경관 미래상 및 정책 변화, 현장 여건에 따라 구역의
범위 및 계획 방향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구체화 할 수 있음

※확대 자료는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도면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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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별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 방향
•기본경관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으로 각 시의 경관중점관리구역을 반영
•아산시는 2007 도시경관기본계획 이후 2012년 수립된 도시경관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
경관
구분

기 수립된 기본경관계획 중점관리구역
보령
아산

천안

역사 ·
문화경관

성주사지 및 성주천,

영인산 및 아산향교,

충청수영성

외암마을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시
가
지

도시 ·
산업경관

대천해안,

곡교천, 아산만,

무창포

신정호

성거읍, 직산읍,
두정동, 청수지구,
목천읍, 병천면,
풍세면, 광덕면

면천읍성

삽교호 관광지

태학산 자연 휴양림

수변경관

당진

웅천읍

당진천

장항선,

당진동 구시가지,

원도심 주요가로,

당진시청사

충무권역

가로변

포도주산단지,
산

배주산단지,

업

국립축산과학원,

석문국가

경

천흥산업단지,

산업단지

관

천안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기본경관계획이 미 수립된 지역으로 관련계획 수립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ㆍ변경할 수 있음
지역

경관
구분

역사 ·
문화경관

경관중점
관리구역

- 금강이 공주를 관통하며 주변으로 백제 역사문화자원이 밀집
지
정 - 금강을 중심으로 원도심 생활권과 신도심의 강북생활로 나누어지며 이질적인
기
경관을 형성
공주시 금강변 준 - 랜드마크 경관인 공산성에서 바라보는 조망경관에 대한 관리 필요
일대

공주역

공주시

내용

주변

도시 ·
산업경관
공주시

계 - 고도 골격의 역사적 이미지 보존 및 복원
획
- 단절ㆍ대비되는 경관에 대한 연계 및 개선을 통한 경관관리
방
향 - 고도 역사문화자원과 현대도시와 조화되는 이색적인 경관 형성
지 - 공주역(KTX) 신설 예정지로 주변 급속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정
- 대형 구조물,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의 고속철도변 통합적인 경관관리방안 필요
기
준 - 공주시 진입거점으로 상징적인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
계 - 신설 대상지의 주요 경관자원 및 조망경관 보전
획
- 공주역 주변에 형성되는 상업 건축물, 옥괴광고물, 가로경관의 통합경관관리
방
향 - 공주역의 상징적인 경관 형성
지 - 신금택지지구/공주월송보금자리지구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우려
정
- 기존 주거단지 및 농촌경관과 이질적인 경관형성 예상
기
준 - 개발전 경관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선도적인 경관 형성에 유리한 지역

택지개발지구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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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농촌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지구 경계부 완충경관관리 및 대표 조망경관 보전
획
- 주변 농경지와 조화로운 건축물 및 스카이라인 계획
방
향 - 신시가지의 계획으로 구도심 쇠퇴화 우려에 따른 연계성 있는 경관계획 마련

지역

경관
구분

역사 ·
문화경관

서산시 수변경관

경관중점
관리구역

해미읍성

내용
지 - 내포문화자원으로 서산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경관 형성
정
- 국내 현존 읍성 중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대표적인 표본으로 중점관리 필요
기
준 - 읍성에서 조망되는 주변 취락지의 경관관리 미흡으로 역사문화자원 이미지 저하

주변지역
계 - 해미읍성의 옹성, 총안, 수상각 및 배후 구릉지의 복원과 정비
획
-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조화로운 경관관리 및 조망점 관리
방
향 - 조선시대 읍성의 이미지 제고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간월도
관광지

지 - 갯벌, 천수만 철새도래지, 간월암 등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고
정
- 숙박 및 상업 시설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경관관리 필요
기
준 - 인접한 농ㆍ어촌마을 및 관광지와의 이질적인 경관형성
계 - 간월도 해안경관, 갯벌, 철새도래지, 구릉지경관 보전
획
- 농ㆍ어촌마을/관광지 등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 경관관리
방
향 - 농ㆍ어촌마을과 관광지의 특색을 부각하고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 활성화 유도

지 - 도심 중앙에 재래시장 및 백화점 등의 밀집된 상권 형성
정
서산동부시장 기 - 인근 서산공용버스터미널 형성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도시 진입경관 형성
~서산공용 준 - 건축물 입면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및 일관성 없는 상업 건축물 형성

도시 ·
산업경관 버스터미널
계 - 재래시장 및 보행자 편의를 고려한 쾌적한 가로경관 관리
주변

획
- 옥외광고물 및 상업 건축물의 통합적인 경관관리
방
향 - 서산시의 정체성 있는 상업경관 이미지 형성 및 강화
- 서천~논산~부여~공주와 연계한 광역적인 금강 수변의 통합적인 경관관리 필요

역사 ·
문화경관

금강변
강경읍
일대

논산시
녹지경관

대둔산

지 - 근대문화유산의 강경포구, 건축물, 유교문화자원의 향교, 서원 등의 역사문화자원
정
다수 형성
기
준 - 유교ㆍ근대 문화자원과 현대문화가 혼재된 지역으로 통합적인 경관관리 및 형성
요구
계 - 금강 뱃길, 근대문화유산, 유교문화자원 보존 및 복원
획
- 금강 인접 시ㆍ군과의 통합적인 경관관리 및 전라북도 경계부 진입경관 개선
방
향 - 다양한 시대의 이미지를 연계하고 상생하는 경관을 형성
- 논산시 의식조사에서 가장 보존하고 싶은 지역으로 대둔산 선정
지
정 - 국가생태계 연결축의 한 곳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관할시의 의지가 강한 지역
기
준 - 진입경관의 이미지 형성 미흡 및 타 도시와의(전라북도 완주, 금산군) 경계지역으
로 경관관리 필요
계 - 조망점 보존 및 주변 일대의 자연경관 회복
획
- 진입로의 방향안내시스템 정비 및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계획
방
향 - 주변 경관 특성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진입경관 형성

농ㆍ산 ·
어촌경관

지 - 주변 백제군사박물관, 계백장군 묘 등의 백제역사자원, 충곡ㆍ돈암서원 등의 유교
정
문화자원, 탑정호, 대명산 등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
기
- 농촌마을의 경관 저해 요소로 인한 통합적인 경관관리 필요
충곡리 농촌 준
체험마을

계 - 자연경관자원 및 전통경관 보전
획
- 농촌 건축물, 지붕, 담장, 시설물의 경관개선 및 관리
방
향 - 다양한 경관자원의 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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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관
구분

03.경관기본구상

경관중점
관리구역

계룡산~

녹지경관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내용
지 - 계룡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도시 배경이 되는 중요한 녹지경관자원
정
- 산과 연접하여 계룡대 이전 및 시가화 진행으로 구릉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기
준 - 계룡산 국립공원, 향적산 유원지, 다양한 등산로 형성으로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

향적산~
천마산

계룡대

계룡시

계 - 원풍경의 보전 및 단절된 녹지축 복원
획
- 우수 조망점 및 배후 능선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경관관리
방
향 - 체험학습 및 테마를 부여한 계획으로 활력 있는 경관형성
- 계룡시의 특색 있는 장소로 육군, 해군, 공군 통합 신기지가 형성된 지역
지
정 - 계룡산과 연접하며 군인가족을 위한 주거, 복지, 편의시설 다수 형성으로 경관
기
관리 필요
준
- 계룡대의 상징적 경관 형성 미흡
계 - 계룡산 구릉지 보존 및 복원
획
- 전원경관 및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주거, 상업단지 경관관리
방
향 - 계룡대 상징적인 진입경관 형성

도시 ·
산업경관

- 계룡대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엄사면 시가지로 저층 및 고층 주거단지가 연접,
위압경관 형성
지
정
- 신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 간의 이질적인 경관 형성 및 혼잡한 상업가로로 도시
기
미관 저해
준
엄사면

- 인접한 농촌 및 자연경관으로의 조망경관 형성 미흡
계 - 주변 농경지 경관 및 조망점 보존
획
- 향적산 및 주변 구릉지경관, 농업시설물 경관관리
방
향 - 전원도시로의 친근한 경관이미지 형성

역사 ·
문화경관

지 - 금산군 의식조사에서 가장 보존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
정
- 충렬사, 금산향교, 대원정사 등 다양한 유적이 형성
기
준 - 칠백의총 사인 및 진입경관 형성 미흡으로 인지성 저하
칠백의총
계 - 주변 구릉지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
획
-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로운 주변 마을 경관 관리 유도
방
향 - 진입경관 형성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이미지 강화

금산군 수변경관 금산천 주변

지 - 금산의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주변 건축물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정
- 금산 약령시장과 연접하고 시가지 내에 하천이 형성되어 있으나 활용 저조
기
준 - 주변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 형성이 미흡
계 - 시가지 내 중심 하천으로 지역주민 공공성 증진을 위한 하천 경관 형성
획
- 주변의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의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경관관리
방
향 - 약령시장과 연계된 수변 프로그램 도입으로 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 형성

농ㆍ산 ·
어촌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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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홍도
인삼마을

지 - 금산의 특산물 재배지로 진입경관 형성 미흡
정
- 농업관련 시설 및 취락지의 낙후된 이미지 형성
기
준 - 관광화를 통한 금산 내 주요 테마 마을로서 이미지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
계 - 생활풍습, 조망경관 보존
획
- 마을 내 공터 경관관리 및 농사관련 시설·적재로 인한 경관저해요소 관리
방
향 - 인삼마을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및 인공물 색채 관리 및 진입경관 형성

지역

경관
구분

역사 ·
문화경관

경관중점
관리구역

부여군
금강변
(백마강)
일대

내용
지 - 금강이 부여를 관통하며 주변으로 백제역사문화자원이 밀집
정
- 연접하여 부소산, 사비루, 낙화암 등의 다양한 유적 및 우수한 자연경관 보유
기
준 - 부소산에서 조망되는 논ㆍ밭 경관 및 부여읍 시가지 경관 관리 필요
계 - 고도 골격의 역사적 이미지 복원 및 수변 경관 저해요소 개선
획
- 역사문화환경과 현대 도시환경의 공존 및 상생을 위한 경관관리
방
향 -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전원형 도시환경 창출을 위한 경관형성
- 백제시대 가마터, 옛 기와집 다수가 형성되어 농촌생활과 더불어 역사경관도
함께 형성

부여

부여군

기와마을

계 - 역사문화자원 및 생활풍습 보전ㆍ관리
획
- 기와마을의 이미지와 조화로운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 통합 경관 관리
방
향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형성

농ㆍ산 ·
어촌경관

구룡평야
주변

수변경관

지
정 - 마을 주변 백제역사 재현단지, 백마강변, 부소산성 및 송림사 등 다양한 관광지
기
형성
준
- 기와마을 이미지를 반영하지 못한 건축물 및 부조화된 시설물 계획으로 통합적인
이미지 형성 미흡

금강하구둑

- 부여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지가 논ㆍ밭으로 형성되어 전원 이미지 형성
지
정 - 금촌 및 구룡천 주변으로 위치한 구룡평야가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로 조성되어
기
다수의 조망경관 형성
준
- 인근 농촌 취락지의 원색 건축물 및 농사관련 시설로 혼잡한 농촌경관 형성
계 - 구룡평야 원풍경 보존 및 조망경관관리
획
- 농업관련 시설물, 농촌 취락지 경관개선 및 관리
방
향 - 경관협정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경관관리
지
정
기 준
-

서천~논산~부여~공주와 연계한 광역적인 수변 개발 대상지로 통합적인 경관관리
필요
장항송림, 신성리 갈대밭, 철새, 갯벌 등 생태자원의 보고 형성
전라북도 군산으로 이어지는 진입경관으로 지속적인 경관 형성 및 관리 요구

관광지
계 - 금강 뱃길, 생태경관자원 보전 및 복원
획
- 금강변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등 조망점 경관관리, 훼손지 복원
방
향 - 친환경적인 이미지의 진입경관 형성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

서천군 농ㆍ산 · 월하성어촌
어촌경관 체험마을

도시 ·
장항제련소
산업경관

지
정
기 준
-

우수마을 선정 및 갯벌, 춘장대해수욕장, 동백나무숲, 서천해양박물관 등과 인접
하여 인프라 형성
어촌마을 이미지 형성과 상업시설 및 시설물간의 일관성 있는 경관관리 필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색채로 이질적인 경관 형성

계 - 서해안, 갯벌, 해안림 등의 생태경관 보존
획
- 해안변 상업시설 및 취락지의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정비
방
향 - 장소성을 반영한 통일된 환경 색채 적용을 통한 어촌마을 경관성 향상
지 - 금강변에 인접하여 주변 우수한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과의 경관적 부조화를 이룸
정
- 제련소 굴뚝, 제련시설 등의 대형 구조물 및 원색의 색채로 주변 자연경관 저해
기
준 - 제련소 용광로의 폐쇄로 지역 재생 및 관광화 연계를 위한 활성화 방안 필요
계 - 금강 주변 생태자원 및 조망점 보전
획
- 굴뚝ㆍ거대구조물의 차폐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한 시각적 완화방안 마련
방
향 - 불필요한 시설 철거 및 지역 재생을 위한 경관 계획으로 긍정적인 도시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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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지역

경관
구분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경관중점
관리구역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내용

지
정
기 준
수변경관 지천천 주변

청양읍 시가지 외곽을 따라 지천천이 형성되어 있어 접근성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
수변의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성되어 있는 건축물, 시설물로 불량경관 형성
단순 녹화로 수변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흡

계 -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및 조망경관 보전
획
- 수변에서의 건축물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 관리
방
향 - 접근성 및 자연성 개선을 통한 활력 있는 경관 형성

청양군 녹지경관 칠갑산도립
공원

농ㆍ산 ·
어촌경관

- 국가 생태계 연결축의 한곳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의
지
주요 계획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기대
정
기 - 칠갑산, 천장호, 장곡사 등 군을 대표 이미지가 모여있는 장소로서 도시 개발 (체
준
류형, 휴양형 관광기반 확충)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계 - 국가 생태계 연결축의 복원으로 산림생태 보전
획
- 개발에 따른 훼손 및 단절된 생태계 회복을 위한 경관관리
방
향 - 내재된 경관자원의 연계 및 진입경관 관리 등 다양한 매력 창출을 위한 경관형성
지 - 꽃을 테마로 산촌체험마을형성, 야생화온실로 4계절 관광지로 부상
정
기 - 주변으로 칠갑산 벚꽃가로수길, 지천구곡(하천), 장곡사, 장승공원 등이 위치하며
배후경관으로 칠갑산 자연공원 위치하여 우수한 관광자원 형성
준

산꽃마을
계 - 마을의 전통 및 산촌 생태계 보전과 환경 친화적인 마을 형성
획
- 관광지 형성에 따른 산촌 경관관리 및 가로시설물 디자인 특화
방
향 - 지역의 고유 자원 활용을 통한 청정자연 경관형성

- 홍성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경관관리 필요
지
정
- 홍주성(조양문, 홍주아문, 여하정, 인회당) 주변으로 홍성군청 및 시가지 경관
기
혼재로 이질감 형성
준
역사 ·
홍주성 주변
시가지
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의 부조화된 경관 형성으로 홍주성의 정체성 미흡
문화경관
계 - 홍주성 유적 보전 및 복원, 사인 시스템 체계화
획
- 역사문화자원 경계부 및 주변의 조화로운 경관관리
방
향 - 홍주성 일대 역사문화경관 형성을 통한 상징성 부각

홍성군

수변경관

- 홍성 유일의 바닷가 관광 명소로서 녹지경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경관자원을 형성
하는 중요한 지역
지
정
- 천수만, 철새도래지, 죽도, 안면도, 간월도 등 다양한 수변 관광자원과 연접하여
기
우수 조망경관 형성
준
남당항

- 해안변 혼잡한 상업시설 및 시설물 경관 형성으로 경관관리 필요
계 - 갯벌 및 주요 조망경관 보존
획
- 해안의 장소성을 고려한 상업경관 및 인공시설물 경관관리
방
향 - 어촌마을 및 남당항의 특색 있는 경관 형성

녹지경관

용봉산

지
정
기 준
-

홍성군의 대표 관광지로 역사문화자원 다수 및 기암괴석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
형성
내포신도시에 연접하여 있어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다양한 등산로 형성으로 사시사철 등산객 유입이 많은 지역

계 - 용봉산의 역사문화자원 보존·발굴 및 구릉지 경관 보전
획
-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완충공간 경관관리
방
향 - 등산로ㆍ자연휴양림 진입경관의 형성 및 주변 건축·광고물 경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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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관
구분

역사 ·
문화경관

경관중점
관리구역

덕산온천
관광지
주변지역

예산군
수변경관 예당관광지

내용
- 온천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예산의 대표 관광지로 온천이용업소 및 호텔 형성
지
정 - 주변으로 윤봉길 의사 생가, 기념관, 수덕사, 덕산도립공원 등 다양한 경관자원
기
다수 분포
준
- 산발적 개발로 지역 아이덴티티 및 통합적인 경관이미지 형성이 미흡한 지역
계 - 배후 산지 및 주변 농경지 경관 보존
획
- 온천시설의 친환경적인 경관관리를 통한 농경지 및 구릉지 경관과의 조화
방
향 - 녹지경관 및 내포문화자원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 -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가장 큰 저수지며 휴양지로 활용
정
- 봉수산 자연휴양림 등 수려한 녹지경관에 위요되어 우수한 자연경관을 형성
기
준 - 구릉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및 취락지 형성으로 자연경관 훼손
계 - 예당저수지 주변 주요 조망경관 보전 및 주요 조망지점 관리
획
- 구릉지 훼손지 복원 및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경관관리
방
향 - 주변 농산촌 특화마을 형성, 당진대전고속도로 하부 구조물 경관 관리

도시 ·
산업경관

내포신도시

지 -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에 위치하여 통합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정
-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및 불량경관 형성이 우려되는 지역
기
준 - 새롭게 개발 진행중인 도시로 경관관리 및 경관형성이 용이한 곳

일대
계 - 농촌경관 및 용봉산, 수암산 자연경관 보전
획
- 신도시 경계부 및 배후산지, 농촌경관과 조화로운 경관관리
방
향 - 내포신도시의 상징적인 경관형성, 충청남도의 선도적인 도시경관 형성
지 - 해식지형, 다양한 섬 경관, 독특한 식물분포 등 우수한 자연 및 조망경관
정
-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많은 해수욕장 형성으로 관광자원 풍부
기
준
- 충청남도 대표경관의 기름유출 피해로 복구 및 개선 의식 고취
태안해안국립
공원 일대

계 - 태안의 지형지세, 식생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
획
- 주변 자연경관으로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조화롭게 경관을 형성
방
향 - 자연경관과 조화롭고 구성 요소간 일관성 있는 경관관리

- 해안사구는 독특한 지형, 식생으로 경관적·생태학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지정
지
정 - 해안 침식 가속화, 인접한 주택 및 펜션 울타리 유실(신두리 해변)로 경관 및
신두리
기
안전관리 필요
해수욕장 및 준
-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및 통합 경관관리 필요
태안군 수변경관 해안사구
계 - 해안사구 주변 지형 및 생태자원의 보존
주변
획
- 신두리 해수욕장에 연접한 주택/펜션/옥외광고물/시설물 등의 통합경관관리
방
향 - 자연 및 생태경관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만리포
해수욕장
주변

- 서해안 3대 해수욕장이자 태안 4경 지정으로 관광객이 많으며 뛰어난 경관 형성
지
정 - 해안변 혼잡한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형성으로 주변 환경과 부조화
기
준 - 뛰어난 경관자원이 있음에도 민간부분의 경관관리 미흡으로 특색 있는 경관형성
이 어려움
계 - 해변으로의 조망경관 및 갯벌 등의 자연경관 보전
획
- 만리포 해변에 인접한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인공경관 관리
방
향 - 해안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상업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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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중점관리구역 유형별 세부 관리계획
2-1 역사 · 문화 경관
•역사 및 문화경관자원 주변에 연접한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연관성 있는 형태, 색채, 재질 등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을 형성
구분

관리방안

참고 이미지

- 주요 조망점을 보전하며 주변 경관자원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한다

조망 - 경관자원 주변으로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경관자원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높이 계획으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고려한다
조망대상으로 통경축 확보

규 - 경관자원을 압도하는 과도한 규모의 건축물 설치를 금한다(분절, 매스 분리 권장)
모 - 경관자원 주변으로는 차폐도를 고려한 중저층의 건축 규모를 권장한다
단계별 고층 건축물 유도

건축물

형
태

- 경관자원에 연접한 건축물은 자원의 형태적 연계를 통한 일체감을 갖도록 한다
- 건축 외부로 노출되는 설비시설 및 부속 시설은 노출빈도가 낮은 곳으로 유도한다
- 주변 건축물 지붕, 외관의 과도한 장식요소를 지양하며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한다
형태적 연계 및 간결한 디자인

재
료

- 경관자원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으로 일관성 있는 경관을 도모한다
- 고광택의 금속재료 및 이질적 이미지의 첨단 재료 사용은 지양한다
- 전통재료와 대비가 심한 현대적인 재료의 혼용을 지양한다
유사재료 사용으로 일체감 형성

- 경관자원의 시대성을 반영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일관성 있는 경관을 유도한다

옥외 - 건축물 입면과 유사한 색채 및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광고물 - 과도한 크기 및 개소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양한다
- 원색을 이용한 창문광고 등의 불법광고를 지양한다

시대성 및 유사재료의 반영

공공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인 시설물 디자인을 권장한다
시설물 - 연계 가능한 시설물의 통합과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 재료 본연의 물성을 최대한 살려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한다
재료의 물성을 살린 디자인

- 경관자원을 압도하는 규모 및 수직적인 구조물을 지양한다

기반 - 과도한 형태의 모티브나 디자인 적용을 지양하며, 유사재료 및 색채의 적용으로 일체감
시설물 있는 경관형성을 유도한다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재료 및 공법을 권장한다

유사재료의 적용 간결한 디자인

- 지역의 상징 및 주변 환경과 연계되는 색채의 적용으로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색채 -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 등의 통합색채 계획으로 일관성 있는 경관을 유도한다
- 원색 및 고채도, 고명도의 색채를 지양하고 차분한 동일 색조로 통일한다
건축물의 지붕 색채 동합

- 지역의 이미지 및 색채계획과 연계된 야간경관 연출을 권장한다

야간 - 역사자원의 형태적ㆍ영역적 특성을 부각하는 최소한의 조명을 권장한다
- 광공해를 고려하되 각종 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이미지 및 색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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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관리요소

※계획자가 작성하며, 허가청의 담당자가 확인함

체크리스트

반영여부

- 주요 경관자원으로 조망 가능한 조망점의 보전 및 통경축 확보

조망

- 경관자원 주변으로 완충 공간의 확보
- 경관자원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규
모

- 경관자원을 압도하는 과도한 규모의 건축물 규제
- 경관자원 주변 소규모, 저층 건축물 권장
- 형태적 연계를 통한 일체감 형성

건축

형
- 외부로 노출되는 설비 및 부속시설은 노출빈도가 낮은 곳으로 배치 또는 차폐
태
- 주변 건축물의 지붕 및 외관의 과도한 장식요소 지양
- 경관자원과 유사 재료의 사용 권장

재
- 고광택 및 이질감이 심한 재료 사용 지양
료
- 대비가 심한 재료의 혼용 지양
- 경관자원의 시대성을 반영 및 간결한 디자인 유도
- 건축물 입면과 유사한 색채, 재료 권장

옥외광고물
- 과도한 크기 및 자극적인 형태의 옥외광고물 디자인 지양
- 가로변 불법 광고탑 설치 및 네온사인 금지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유도

공공시설물 - 연계 가능한 시설물의 통합디자인 권장
- 재료 본연의 물성을 고려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유도
- 경관자원을 압도하는 규모 및 수직적인 구조물을 지양
- 과도한 형태의 모티브 적용을 지양

기반시설물
- 유사 재료 및 색채의 적용으로 일체감 유도
- 친환경적인 재료 및 공법 권장
- 지역의 상징 및 주변 환경과 연계되는 색채의 적용
-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 등의 통합색채 계획 유도

색채
- 원색 및 고채도ㆍ고명도의 색채를 지양
- 차분한 동일 색조로 지역의 통일감 고려
- 지역의 이미지 및 색채계획과 연계된 야간경관 연출을 권장
- 역사자원의 형태적ㆍ영역적 특성을 부각하는 최소한의 조명을 권장

야간
- 광공해를 고려하여 조명계획을 권장
- 주요 보행 및 휴게공간의 안전한 조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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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변 경관
•해안, 하천, 호수, 저수지 변에 형성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조망 및 개방성을
확보하며, 수변의 장소성을 고려한 이미지 형성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구분

관리방안

참고 이미지

- 수변으로 조망을 차단하는 시설물 및 구조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조망 - 열린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장변이 수공간을 차폐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우수한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축 확보를 권장한다
수변과 직각으로 건축물 배치

규
모

- 경관적인 특성 및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높이로 계획한다
-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의 건축물은 지양하며(장변의 건축물 분절), 수변에서 가까울
수록 저층, 소규모 건축물로 위압감을 최소화 한다
주변 자연지형과의 조화

- 수변으로의 조망 차폐 및 압박감을 주는 장대한 건축물 형태를 지양한다

건축물

형
태

- 수변, 주변 배후 산지, 구릉지 등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 및 외관을
도모한다
- 배후 산세 및 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방감을 주는 열린 배치

- 재료의 선정은 주변 수변경관에 미치는 경관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다
재

- 수변경관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와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료

- 극심한 재질의 대비 및 고광택 인공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 인접한 건축물 간의 유사한 재료의 사용으로 일체감 있는 경관형성을 유도한다

수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재료

- 대상지의 장소성과 수변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정체성 있는 옥외광고물 계획을 유도

옥외 - 건축물 입면과 유사한 색채 및 재료의 사용으로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권장한다
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을 일관성 있게 계획하여 연속성을 확보한다
- 원색을 이용한 창문광고 및 불법광고물 부착ㆍ설치를 지양한다

입면과 유사한 재료 및 색채

- 인접시설물과의 형태, 색채, 재질의 통합으로 일관성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공공
- 수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염분 및 습기 등에 쉽게 오염되지 않는 소재를 지향한다
시설물
- 기능의 통합이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설치하여 설치 수량을 최소화 하며 수변
으로 차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형태, 색채, 재질의 통합

- 수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재질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반 - 규모가 큰 시설물의 경우 구조를 간결하게 하며 과도한 장식을 지양한다
시설물 -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재료 및 공법을 권장하여 친환경 개발을 유도한다
- 경관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위치, 규모, 시각적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친환경 재료 및 공법 디자인

- 주변 건축물 및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하나의 경관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유사 계열
색상을 권장한다

색채

- 수변의 다양한 경관 연출을 위해 건축물, 시설물의 강조 색채를 활용하여 활력 있는 경관
을 형성한다
- 건축물 지붕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저채도의 색채를 권장한다
- 넓은 면적의 강조색 사용을 지양한다

유사계열 색상으로 일체감 형성

- 광공해를 고려한 적정 조도 계획 및 컷오프 조명을 권장한다

야간

- 친수구간의 경우 야간활동을 지원하는 상쾌하고 활동적인 빛으로 계획한다
- 수변거점의 경우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형성하여 상징성을 부각한다
- 수변지역의 시설물을 이용한 간접조명 방식으로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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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거점의 야간경관 특화

체크리스트
관리요소

※계획자가 작성하며, 허가청의 담당자가 확인함

체크리스트

반영여부

- 조망을 차단하는 시설물 및 대형 구조물 설치를 지양

조망

- 건축물의 장변이 수변과 직각이 되도록 유도
- 우수한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축 확보 권장
- 경관적인 특성 및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높이 계획

규
- 수변에 인접하여 지나치게 장대한 규모의 건축물은 지양
모
- 수변에서 가까울수록 저층, 소규모 건축물 지향
- 조망 차폐 및 압박감을 주는 장대한 건축물 형태를 지양

건축

형
- 수공간 주변의 배후 산지, 구릉지 등 조화로운 형태 및 외관 도모
태
- 배후 산세 및 경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 수변경관에 미치는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여 재료 선정

재 - 수변경관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와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료 - 극심한 재질의 대비, 고광택 인공재료의 사용을 지양
- 인접한 건축물 간의 유사한 재료 사용 권장
- 장소성과 수변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계획
- 건축물 입면과 유사한 색채 및 재료의 사용 권장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을 통합하여 설치
- 원색을 이용한 창문광고 및 불법광고물 부착, 설치를 지양
- 인접시설물과의 형태, 색채, 재질의 통합과 조화 유도
- 염분 및 습기 등에 쉽게 오염ㆍ부식되지 않는 소재를 선정

공공시설물
- 기능 통합이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
- 설치 수량을 최소화 하여 수변으로 개방감 확보
- 수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재질
- 구조를 간결하게 하며 과도한 장식을 지양

기반시설물
- 친환경 재료 및 공법을 유도하여 친환경 개발을 유도
- 경관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위치, 규모, 시각적 완화 방안 마련
- 유사 계열 색상을 권장
- 다양한 경관 연출을 위해 건축물, 시설물의 강조 색채를 활용

색채
- 건축물 지붕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자극이 적은 색채를 권장
- 넓은 면적의 강조색 사용 지양
- 광공해를 고려한 적정 조도 및 컷오프 조명 지향
- 친수구간의 경우 야간활동을 지원하는 계획

야간
- 수변거점 지역은 야간경관을 특화하여 상징성을 부각
- 시설물을 이용한 조명과 통합 설치하여 열린 경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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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녹지 경관
•고유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개발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망경관을 확보
하고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구분

관리방안

참고 이미지

- 녹지자원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능선을 고려한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조망 - 녹지경관의 조망을 고려하여 인공재질의 노출을 최소화 하고 자연재료를 지향한다
- 산지 및 높은 곳에서 조망되는 부감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지붕 색채의 통합을 권장
한다

규
모

산지에서 조망되는 부감경관

- 자연경관으로의 건축물의 열린 배치 및 지형지세를 배려한 스카이라인을 계획
한다
- 건축물간의 급격한 높이변화 및 입면의 면적 차이를 최소화 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을 계획한다
지형지세를 배려한 스카이라인

- 녹지경관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을 도모한다

건축물

형

- 구릉지에 연접한 건축물의 경우 테라스하우스 등 지형순응형 형태를 권장한다

태

- 건축물의 부속설비와 같은 시설은 건축물 외장디자인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재

- 옥상 및 건축물 입면 녹화등 자연재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자연경관과 조화
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료

- 녹지경관의 맑고 청량한 분위기와 조화 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구릉지에 순응하는 건축물 형태

-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연접 건축물의 일체화된 재료계획을 권장한다
자연재료의 적극적인 도입

-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크기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한다

옥외
- 원색 및 고명도, 고채도 색상 지양하며 휘도가 낮은 조명방식을 권장한다
광고물

- 자연의 모티브, 자연의 재료 및 고유 색상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유도한다
자연재료 및 고유색상 활용

- 자연경관의 조망을 차단하는 시설물은 위치의 이동 및 설치를 제한한다

공공 -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고려한 최소한의 인공재료의 사용 및 자연재료의 적극적인 도입
시설물 으로 자연경관에 순응하는 시설물 권장한다
- 기능을 우선으로 간결하게 디자인하며 특성 강화가 필요한 공간일 경우 특화하여 계획
한다

기반
시설물

자연재료의 적극적인 사용

- 친환경적인 공법 및 재료를 활용하여 개발을 유도하고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주요가로 및 조망요소가 많은 지역은 디자인 특화를 통해 경관성을 고려한다
친환경 공법을 활용한 개발

- 녹지경관과 연접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경우 친환경적인 저채도ㆍ저명도의 색상을
권장한다

색채 -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 등의 통합색채 계획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일관성 있는
경관을 유도한다

- 친환경소재를 활용하여 재료가 가지는 고유의 색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계획 한
다

친환경 소재 및 조화로운 색채

- 수목의 광공해를 고려한 직접조명 방식을 지양하고 자연과 친숙함을 유지하도록 계획
한다

야간 - 과도한 빛과 원색적인 연출보다는 절제된 빛으로 자연환경과 밤하늘을 보존하는 야간
경관계획을 권장한다
- 수목의 식생을 침해하지 않는 조명 설치 및 컬러체인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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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된 빛으로 광공해 최소화

체크리스트
관리요소

※계획자가 작성하며, 허가청의 담당자가 확인함

체크리스트

반영여부

- 통경축을 확보, 능선을 고려한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계획

조망

- 인공재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연 재료를 권장
- 부감경관을 고려, 건축물 지붕 형태 및 색채의 조화 권장
- 자연경관으로 건축물의 열린 배치 형성

규
- 지형지세를 배려한 스카이라인을 계획
모
- 건축물간의 급격한 높이변화 및 입면의 면적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
- 녹지경관과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외관 디자인 권장

건축

형
- 지형에 순응하는 저층 및 테라스하우스 형식의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
태
- 부속설비 등의 시설은 건축물 외장디자인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디자인 계획 권장
- 옥상녹화 및 건축물 입면 녹화 등 자연친화적 계획 적극 도입 권장

재
- 녹지경관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
료
- 연접 건축물의 일체화된 재료계획
-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롭게 옥외광고물의 크기 및 수량 최소화 유도

옥외광고물 - 원색 및 고명도ㆍ고채도 색상지양, 휘도가 낮은 조명방식을 권장
- 자연의 모티브, 자연의 재료 및 고유 색상을 활용
- 조망을 차단하는 시설물은 위치의 이동 및 설치 제한
- 유지 관리를 고려한 최소한의 인공재료 사용 권장

공공시설물
- 자연재료의 적극적인 도입 및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 반영
- 기능을 우선으로 간결하게 디자인, 특성 강화가 필요한 공간인 경우 특화하여 계획
- 자연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친환경적인 공법과 마감 재료의 활용 유도
- 개발 중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기반시설물
- 주요가로 및 조망요소가 많은 지역은 디자인 특화를 통해 경관성을 고려
- 친환경적인 디자인 및 재료의 사용 유도
- 저채도ㆍ저명도의 색상을 지향

색채

-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 등의 통합색채 계획 유도
- 친환경소재를 활용하여 재료가 가지는 고유의 색채사용 유도
- 수목의 광공해를 고려한 직접조명을 방식을 지양

야간

- 과도한 빛과 원색적인 연출보다는 절제된 빛 지향
- 수목의 식생을 침해하지 않는 조명설치 및 컬러체인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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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 · 산 · 어촌경관
•농 · 산 · 어촌지역의 전원적이고 테마가 있는 경관이미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각 유형에 따른 주택의 건축
양식, 형태, 색채, 재료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며 지역의 기후 및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총체
적인 계획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
구분

관리방안

참고 이미지

- 저층 소규모 건축물을 지향하며 배후 구릉지의 능선을 배려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조망

- 구릉지변 중 · 저층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주변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이 저해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논, 밭, 해안, 녹지자원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화로
운 경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유사색상의 사용 및 이질적인 재료를 제한한다

자연지형을 배려한 스카이라인

- 농 · 산 · 어촌의 전원적이고 고유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건축물
보다는 저층 소규모의 건축물을 권장한다
규
모

건축물 형
태

재
료

- 창고 및 적치 시설은 최소한의 크기와 주변과의 조화로운 형태를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창고시설 등의 건축물 입면의 길이가 지나치게 장대한 건축물의 경우 분절 및 녹화
등의 시각적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 농 · 산 · 어촌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순응형 건축물의
형태로 계획한다

산촌 전원경관 형성

- 연접한 건축물과 형태적 연계를 통해 일체감 있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 외부로 노출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부속시설은 건축물의 배후나 시각적인 노출이
적은 위치로 설치하며 간결한 디자인으로 시각적 돌출을 최소화 한다
- 창고 시설의 경우 컨테이너 박스 사용을 지양하며 농 · 산 · 어촌의 분위기와 조화
되는 재료를 활용하여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연접 건축물과의 형태적 연계

- 자연 재질의 사용을 지향하며 지역적, 환경적 특성과 유사한 재료를 선정하도록
권장한다

-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견고한 재료의 사용으로 지속가능한 경관을 형성한다
- 농 · 산 · 어촌마을의 경관적 특성 및 건축물 입면의 색채, 재질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을 계획한다

환경 특성과 유사재료 선정

옥외 - 옥외광고물은 설치 위치, 크기,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지정하여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광고물 계획한다
- 한 개의 광고물에 글자색을 포함하여 2~3가지 이내의 색채로 계획하여 질서 있는 경관
형성을 유도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며 자연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농 · 산 · 어촌 경관에 순응하도록 계획한다

입면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공공 -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부식 및 오염에 강한 재료의 선정하며 표면처리
시설물 하여 유지관리를 고려한다
- 시각적인 복잡도가 높은 시설물을 지양하며 불량 시설물의 개선을 통한 개방적인 경관을
형성한다

고광택재료 지양 자연소재 사용

- 농 · 산 · 어촌마을의 진입부 구조물의 경우 향토적 특색을 반영하며 과도하지 않는 디자
인으로 계획한다
기반
시설물 - 우수한 경관자원과 연접한 지역의 경우 송전탑 설치를 제한하며 불가피 할 경우 수목,
색채 등의 시각적 차폐방안을 마련한다
친환경 공법을 활용한 개발

- 농 · 산 · 어촌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락지 지붕 색상의 범위를 지정하여 일체감
있는 경관으로 계획한다

색채 - 저채도, 저명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자연경관과 친근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 벽화마을의 경우 과도한 그래픽디자인의 적용은 지양하고 마을 정체성이 부각되는 테마
를 적용하여 채색하며, 일반적인 벽면은 지붕색과 유사계열의 범위 내에서 중ㆍ고명도의
색상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야간

저채도, 저명도의 친근한 색상

- 공간에 따른 위계를 나누어 특성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고, 공공성 및 장소의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곳은 전략적으로 야간조명을 특화하여 계획 할 것을 권장한다
- 원색계열의 빛, 직접적인 광원의 노출을 지양하고 전원적 경관이미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드러운 전원이미지 형성

172

체크리스트
관리요소

※계획자가 작성하며, 허가청의 담당자가 확인함

체크리스트

반영여부

- 저밀도 소규모 건축 계획으로 주변 자연경관에 위압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함
- 배후 구릉지의 능선을 배려한 스카이라인 및 높이 계획
- 구릉지변 중 · 저층 이상의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주변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이 저해
되지 않도록 고려

조망

- 우수한 논, 밭, 해안, 녹지자원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배치
- 유사색상의 사용을 권장하고 이질적인 재료를 제한
- 대규모의 건축물 보다는 주변과 조화로운 최소 규모의 건축물을 권장

규
- 창고 및 적치 시설은 경관 차폐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크기로 계획
모
- 장대한 건축물의 경우 분절 및 녹화, 색채 등의 시각적 완화방안을 마련
-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순응형 건축물의 형태로 계획

형
- 연접한 건축물과 형태적 연계를 통해 일체감 형성
태
건축

- 에어컨 실외기 및 부속시설은 건축물의 배후나 시각적인 노출이 적은 위치에 설치
- 지역적, 환경적 특성과 유사한 재료를 선정하도록 권장
- 창고 시설의 경우 컨테이너 박스 등 주변 경관과 부조화된 디자인 계획을 지양

재
- 농 · 산 · 어촌의 분위기와 조화되는 재료로 계획
료
- 주요 조망 및 경관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자연 재질의 사용을 권장
-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견고한 재료의 사용으로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 경관적 특성 및 건축물 입면의 색채, 재질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계획

옥외광고물 - 설치 위치, 크기,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지정하여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계획
- 글자색을 포함 2~3가지 이내 색채로 계획하여 안정감 부여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며 자연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권장

공공시설물

- 시설물의 부식 및 오염에 강한 재료의 선정 및 표면처리
- 시각적인 복잡도가 높은 시설물을 지양
- 전원적인 이미지와 조화로운 디자인 계획
- 진입부 구조물에 향토적 특색을 반영하며 과도하지 않도록 계획

기반시설물 - 우수 경관자원과 연접한 지역의 경우 송전탑 설치를 제한
- 경관 저해 요소는 차폐 수목 및 색채 등의 시각적 개선 방안을 마련
- 취락지 지붕 색상의 범위를 지정하여 일체감 있도록 계획
- 저채도ㆍ저명도의 색상을 사용

색채

- 벽면은 벽화 및 과도한 그래픽디자인의 적용을 지양
- 벽면은 지붕색과 유사계열의 범위 내에서 중ㆍ고명도의 색상 적용 유도
- 자연경관과 친근한 정주환경을 조성
- 공간별 위계를 설정하여 특성에 맞는 조도 확보

야간

- 공공성 및 장소의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곳 야간조명을 특화하여 계획
- 원색계열의 빛, 직접적인 광원의 노출을 지양
- 전원적 경관이미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계획

173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2-5 도시 · 산업경관
•시가지, 상업, 집단 취락지, 산업경관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보전 · 관리 · 형성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며
정체성 있는 경관이 창출되도록 도시 · 산업경관 계획
구분

관리방안

참고 이미지

-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통경축 확보를 권장한다

조망 - 산업단지의 굴뚝 및 대규모의 시설 등 불량경관의 외부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보도 및 주차공간의 물건 적재ㆍ방치를 제한한다
경관자원으로 통경축 확보

규
모

- 주변의 경관자원 및 기존 시가지의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역사적 장소나 도시구조
를 배려하여 연접한 건축물과의 규모 격차가 크지 않도록 제한한다
-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과 조화되며 시가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 해안, 평지, 산지 등의 지리적 특성에 순응하는 규모로 계획한다

조화로운 도시스카이라인 형성

- 지역 고유의 특성이나 상징적인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인 경우 특색 있는 도심
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건축물 형 - 주변 경관자원 및 기존 건축물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형태 및 외관을 계획한다
태

재
료

- 동일한 높이 및 재질의 저층부를 형성함으로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경관적으로 불량한 산업 구조물의 경우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 한다
-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의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으로 일관성 있는 도시 경관
형성을 도모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

- 주변 환경 및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재료를 유도한다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의 사용을 지양하며 특색있는 경관 형성이 필요한 장
소인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의 사용

- 옥외광고물은 설치 위치, 크기,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지정하여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옥외
- 장소의 이미지 형성이 필요하거나 장소의 특성이 그룹을 형성하는 지역의 경우 동일한
광고물 형태, 색상, 재질의 범위를 설정하고 개성있는 디자인을 통해 특화하여 계획한다
- 한 개의 광고물에 다양한 색채 사용은 제한하여 질서 있는 경관형성을 유도한다

광고물 통합디자인 형성

-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며 형태, 색채, 재질의 통합으로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가로를 구성하는 건축물, 보도 등의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공공
- 모든 사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셜디자인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시설물
- 외부의 충격에 강하며 유지 및 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기능의 연계가 가능한 경우 통합하여 디자인하고 시설물의 설치개수를 최소화 한다

형태, 색채, 지질의 통합

- 주요도로, 보행로 변에 위치한 산업단지 및 경관적으로 불량한 시설이 위치한 경우
완충녹지를 형성하여 차폐를 유도한다
기반
시설물 - 상업가로 및 결절부 등에 정체성을 반영한 광장을 설치하여 커뮤니티 증진 및 활력을
부여하도록 계획한다
광장을 활용한 커뮤니티

-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함으로 일관성 있는 경관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 옥외광
고물, 시설물, 보도, 자연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색채를 통합하여 계획한다

색채 - 동일한 가시권에서는 통일감 있는 색채를 지향하며 과도한 그래픽이나, 원색, 고명도,
고채도 색상은 지양한다

- 인지가 필요한 가로시설물인 경우 부분적으로 강조를 허용하되 기조색의 범위는 중명도
ㆍ저채도로 제한한다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계획

- 시가지, 상업, 집단 취락지, 산업경관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공간별 위계를 고려하여
조도를 확보하고, 주변과 조화를 고려한 경관조명을 계획한다

야간 - 도시 및 산업경관의 랜드마크 야갼경관 형성이 필요한 경우 전략적으로 야간경관을
특화하여 연출한다
- 광공해를 고려하되 각종 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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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야간경관 형성

체크리스트
관리요소

※계획자가 작성하며, 허가청의 담당자가 확인함

체크리스트

반영여부

- 주요 경관자원으로 통경축 확보

조망

- 굴뚝, 거대 규모의 시설 등 불량경관의 노출을 제한
- 보도 및 주차공간의 물건 적재 및 방치를 제한
- 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와 외관 도모

규
- 연접한 건축물과 규모 격차가 크지 않도록 권장
모
- 지리적 특성에 순응하는 규모로 계획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전체적인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

건축

형 - 연접 건축물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형태 및 외관을 계획
태 - 경관이 불량한 산업 구조물의 경우 간결한 형태로 계획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간결한 디자인 지향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유도

재 -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의 이미지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
료 - 오염 및 유지관리에 우수한 마감재 사용을 권장
- 지나친 투병, 반사, 발광소재의 사용을 지양
- 설치 위치, 크기,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지정하여 통합적 계획

옥외광고물 - 다양한 색채 사용은 제한하며 간결한 이미지로 부각
- 경관적 특성 및 건축물 입면의 색채, 재질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계획
-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간결하게 디자인
- 유지, 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공공시설물 - 형태, 색채, 재질의 통합으로 가로의 연속성 확보
- 유니버셜디자인을 고려하여 적용
- 기능의 통합으로 설치 개수를 최소화
- 경관적으로 불량한 시설이 위치한 경우 녹지를 활용하여 차폐

기반시설물

- 정체성을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 도입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 권장
- 연접한 공간과의 디자인 연계 및 시설물의 통합으로 연속성 유지
- 건축물, 옥외광고물, 시설물, 보도, 자연환경 등을 통합하여 계획

색채

- 동일한 가시권에서 통일감 있는 색채 권장
- 과도한 그래픽이나 원색, 고명도ㆍ고채도 색상은 지양
- 인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기조색은 중명도, 저채도로 제한하며 부분적 강조 허용
- 지역적 특성 및 공간별 위계를 고려하여 조도 확보

야간

- 과도한 빛을 절제하고 광공해를 고려하여 계획
-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빛 계획
- 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조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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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소별 특정경관계획
3-1 색채계획

개요
•연구범위
충청남도의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색채 계획으로
기본 방향을 제시
지리적,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색채계획으로 충청남도 다운 이미지 구축과 정체성 강화
시각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부여한 정돈된 시각 환경 구축으로 충청남도 경관의 질적 수준 향상
•적용 범위 및 대상
• 충청남도의 색채를 통합하는 기조색 추출
적용범위

• 도시 특성화를 위한 권역별 유형에 따른 색채범위 제시
• 색채가이드라인 관리 및 운영방안 구축
⋅ 권역별

북부권역 / 서해안권역 / 중부권역 / 역사문화권역 / 남부권역
도시

적용 대상
⋅ 요소별

농촌

주거지역 / 상업ㆍ업무지역 / 공업ㆍ기타지역
도시근교 농촌마을 / 산간부 농촌마을 / 강촌마을
평야부 농촌마을 / 도서어촌마을
공공시설물 / 공공사인물 / 보행공간

•연구 방법
- 각 지역별 자연환경, 인공환경 색채 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기조색과 권역별 대표색
추출
- 상위계획,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른 색채특성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환경 색채 조성의 기본방향
과 추진전략 설정
- 권역별 색채적용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작성
- 구성요소 별 색채 적용범위 제시
환경색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도출

⋅ 자연환경조사 / 인공환경조사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충청남도 도시환경 색채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수립
색채가이드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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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권역에 따른 이미지 및 대표색 설정

⋅ 권역별 / 구성요소별 / 부문별 색채 적용범위 및 가이드라인 설정

색채관련 법규 검토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경관계획내용에 색채관련 사항을 포괄적으
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관련법규

주요규정 내용

국토의 계획 및 법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이용에 관한
법률

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관련법규

- 건축물의 배색, 형태, 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주요규정 내용
제3장 제11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제2종 지구단위 제3장 제10절 동일)

- 경관지침 제시(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건축물, 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
보ㆍ차도 등 경관 요소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제 1.2종

색채계획 시 주요 고려사항

지구단위

- 색채의 무절제한 난립을 막고 시가지의 질서와 조화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규정하여 안정된 경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동시에 향후 건설
되는 시가지의 색채특성으로 통일성을 갖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계획 수립지침 별첨7. 별도경관계획 보고서
[국토해양부]

작성요령
나. 경관계획보고서 작성기준

- 색채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한두가지 중심색채를
권고할 경우에도 보조색의 범위를 넓게 지정한다.
- 벽돌, 유리, 콘크리트 등 건설재료 본래의 색을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관련법규

주요규정 내용
- 경관수준 향상 및 장소성 부여가 필요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질서 있게 연출되고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
3. 경관계획의 구성 및 수립기준
일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장 제8절 경관 및 미관

-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
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
경관상세계획 수립 대상의 고려사항

수립지침
제1종 지구단위
제3장 제15절 경관
(제2종 지구단위 제3장 제15절 동일)

- 특징 있는 색채가 부각될 수 있도록 보도 블럭, 보행자 전용
도로, 광장 등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전체의 통일감과
지역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인공구조물의 색채는 도시의 질서와 조화미를 연출하고
당해 구역의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주민
들의 정서적ㆍ심미적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색채기준
을 제시한다.

177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색채관련 계획 검토 _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시군의 특성분석을 통해 북부권, 서해안권, 중부권, 백제권, 금강권의 5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
별 지향이미지를 설정한 후, 환경색채 현황조사 분석결과 및 지향 이미지에 부합되는 색채범위를
추출한 결과를 토대로 상징색채 선정

•농어촌 경관이미지 형성을 위한 환경색채 적용모델 제작
- 국내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의 현황색채를 조사하였으며, 위도별 토양 수목 등의 자연환경
색채 분포특성과 경관권역 및 입지 유형에 따라 색채 적용 유형을 분류

색채관련 계획 검토 _ 권역별

•북부권역 _ 천안시
천안시의 명물 호두과자의 호두를
모티브로 천안의 주조색 선정
▷ 아산시, 당진시 색채계획 미 수립

•서해안권역 _ 보령시
보령시의 기조색 추출과 경관 지구
별 색채팔레트 작성
도시전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용도별 특징을 부여
▷ 태안군,서산군,서천군 색채계획 미 수립

•중부권역 / 역사문화권역 / 남부권역 _ 색채계획 미 수립

관련 법규 및 관련계획과 연계된 충청남도 색채 가이드라인 작성
각 권역별 기 수립된 색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충청남도 색채 가이드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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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조사대상
- 색채조사를 위한 환경을 크게 자연환경, 인공환경으로 구분
- 자연환경으로는 수목과 토양의 색채를 추출
- 인공환경은 건축물의 지붕색과 벽체 주조색, 시설물과 구조물의 주조색 추출
구분

분류

내용 및 범위

수목

원경 . 중경 . 근경

토양

근접색

자연환경

지역별 특성분석

건축물

주거형(단독주택/공동주택) / 상업. 업무지역
공업지역 /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버스정류장 / 가로등 / 난간 / 볼라드 등

도시구조물

교량 / 지하차도 등

도로

자전거도로 / 보행로

인공환경

권역별 특성 분석

•조사방법
- 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 육안비색법 및 측색계 사용
- 중경·원경은 모자이크 분석법 병행 실시
- 맑은 날 일출 3시간 후부터 일몰 전 3시간 사이에 실시

환경색채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색채 소재를 분류

1단계

측정항목 분류

- 자연환경 : 자연요소
- 인공환경 : 건축물, 시설물, 사인물 등 인공요소

항목별 색채 소재를 측정하고 색채 분포의 특성을 분석
-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2단계

색채현황 분석

- 근접 측색이 불가능한 대상물의 경우 컴퓨터 모자이크 분석법을 통해
점유율이 높은 색채 추출
(Korea standard analysis 프로그램 사용)
-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에서 추출된 색채를 토대로 색채현황 팔레트 제시

3단계

개선항목 도출

환경색채 현황분석 및 개선항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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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 자연환경
•산 , 식생 , 토양, 물 , 하늘의 색채분포 특성을 분석
- 충청남도는 서해안 권역으로서 식생의 경우 Y,GY,G계열. 명도1이상 9이하, 채도2이상이며 토양의
경우 R,YR,Y계열의 명도1이상 6이하, 채도2이상 6이하의 염류토 및 적황색토가 주로 분포

•자연환경 색채 팔레트1)

산,식생

토양

1) 먼셀표색계로 표기 (색을 색상(H=hue)·명도(V=value)·채도(C=chroma)의 HV/C라는 형식에 따라 번호로 표시.
H=빨강(R)·주황(YR)·노랑(Y)·연두(GY)·녹색(G)·청록(BG)·파랑(B)·남색(PB)·보라(P)·자주(RP) / V=흰색에서 흑색까지의 무채색(N)의 밝음을
11단계로 등분하여 흰색을 10, 흑색을 0 으로 표기 / C= 무채색을 0으로 하고 그와 같은 감각차에 준해서 순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례로
1, 2, 3,… 번호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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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 인공환경
•권역별 · 요소별 인공환경 색채를 분석
- 건축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Y, YR, R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공공
시설물, 도시구조물의 경우 고채도의 원색계열 색채가 다수 분포

•인공환경 색채 팔레트

건축물

공공시설물

도시구조물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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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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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기본 방향
•충청남도의 환경색채 현황
- 특정한 색채체계 없이 산만한 색채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색채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체계 확보 필요
- 충남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 정비 계획 필요
- 권역별 특성이 없어 각 권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색채 시스템 적용 필요

·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상징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색채계획 필요
· 충남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색채관리 시스템 및 각 권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색채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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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기본 방향
•개요
- 충청남도 환경색채 적용에 대한 기본개념 설정
- 경관권역, 구성요소별 색채 이미지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에 대한 색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합적인 색채관리 지침 제시

•세부내용
- 충청남도 경관자원조사. 관련계획 등을 근거로 색채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 수립
- 충청남도 전체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각 권역, 축, 거점간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색채 기본계획 수립
•구성
- 충청남도의 지향 색채 이미지 및 기조색 선정
-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색채 이미지 및 대표색 선정
- 권역별, 구성요소별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 충청남도를 통합하는 체계적인 색채관리 지침 수립
•환경색채 디자인 5대 원칙
충청남도의 환경색채는 다음 5가지의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
1. 자연과 역사, 문화가 돋보이는 경관

충청남도 자연환경의 수려함과 역사문화 환경의 전통성이 드러나는
색채계획

2.

2.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연속성 강조

자극적인 색채사용을 제한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정돈된 경관형성

3. 통합적 색채 이미지 구현

통합 가능한 색채요소의 적용 및 각 시ㆍ군의 색채관리 시 일관된
철학과 원칙에 의해 적용되도록 체계적인 색채관리지침확보

4. 지역특성에 따른 색채개념 반영으로
색채경관의 아이덴티티 확보

5. 공간의 특성화로 다양한 장소화 실현

권역별/환경적/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색채계획으로 각 지역의 아이
덴티티 확보

경관축과 경관거점을 고려한 색채 적용으로 장소성과 개성을 살린
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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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정돈된 색채경관으로 유도 할 수 있는 기조색 추출과 함께 권역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색채 이미지
및 상징색 추출
•기조색 선정
- 자연환경, 인공환경에서 추출된 색채팔레트를 통해 충청남도 기조색 추출

YR, Y계열 명도 6이상 / 채도4이하 범위내의 충청남도의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권장색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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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색채 이미지 및 상징색
-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중부권역, 역사문화권역, 남부권역별 환경적 특성들을 반영한 색채 이미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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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가이드라인
•도심
- 본 내용은 해당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개별적인 색채의 지정보다는 각 권역별 도시들의 통합된 이미지
형성을 위한 포괄적인 색채방향을 지정하였으며, 과도한 색상의 채색으로 인한 시각적 혼란과 경관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의 유도 기준으로 최소한 고려되어야 할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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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 본 내용은 해당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개별적인 색채의 지정보다는 각 권역별 도시들의 통합된 이미지
형성을 위한 포괄적인 색채방향을 지정하였으며, 과도한 색상의 채색으로 인한 시각적 혼란과 경관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의 유도 기준으로 최소한 고려되어야 할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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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 및 활용 계획
•관리방안
- 색채 설계지침을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마감 재료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며,
지붕과 벽체에 해당하는 재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재료 적용방안 제시
•지붕
- 지붕재료는 자연소재의 재료사용을 권장. 기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색채범위 참조
종류

색채범위

비고

전통 기와

N5이하, N3이상

무광

시멘트 기와

N5이하, N3이상

무광

슬레이트형 칼라강판

해당 유형별 지붕색채 범위를 따름

무광

기와형 칼라강판

해당 유형별 지붕색채 범위를 따름

무광

아스팔트 슁글

해당 유형별 지붕색채 범위를 따름

무광

•벽체
- 외벽의 재료는 벽돌, 블록 등의 재료를 권장(기타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색채 범위 참조)
재료 유형

색채관리 방안

도장 및 도장방식에 의해 재료의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색채가이드라인에 의해 지정된 색채범위

재료예시
도장, 드라이비트, 인공 석재류,
인공패널류, 비닐사이딩류, 타일류
목재, 블록, 노출콘크리트,

채도 4이하

시멘트 압출성형패널, 천연석재,
부식강판

재료자체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색채가이드라인에 의해 지정된 색채범위

벽돌

•재료 유형별 표준 팔레트

아스팔트싱글

석재

벽돌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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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야간경관계획

개요
•연구목표
- 충청남도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마련
- 적용대상에 따른 야간경관조명 설계지침 제시
- 조화로운 야간경관의 통합적인 디자인 구축

•적용 범위 및 대상
구분

분류
25m 이상
12m이상 25m이하
12m미만

도로 조명

교량
교차로
횡단보도
해안도로
농촌
주거지역
도심

건축물 조명

상업 · 업무지역
공업지역
문화재지역
녹지지역

기타
수변지역

•연구방법
- 충청남도 야간경관현황 및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향 도출
-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분석 등 기초조사를 통한 충청남도 야간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 야간경관 적용대상에 따른 기본지침 제시
현황조사

⋅ 야간경관 현황조사
⋅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충청남도 야간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수립
야간경관계획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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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경관 특성 및 문제점에 따른 지침방향 설정

⋅ 야간경관 적용대상에 따른 기본지침 제시

야간경관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1) 야간경관관련 법규 검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 제11261호)
-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2월 공포 및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
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
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의 부작용과 악영향, 즉 인
공빛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인공빛공해방지계획 수립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빛방사허용기준
을 준수하도록 하고 인공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적절한 빛환경을 조성하
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을 4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 이용현황,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관련법규

주요규정 내용
- 시·도지사는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
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
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11조(빛 방사 허용기준)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
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
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경관법(국토해양부)
- 2007년 제정된 법률로,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
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관법」의 기본방향은 규제보다는 지원 위주의 법제정과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 확보, 관
련법 체계와 적합성 확보, 실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 경관사업부분에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경관협정
과 경관협정지원(기술,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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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행정안전부)
- 1990년 제정되고 2011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
시 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
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과도한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지역,
금지 또는 제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물의 크기 및 개수, 종류의 일괄적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 14조에는 광고물 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
영한 전체 야간경관 계획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서울특별시)
- 2011년 제정된 조례로,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 야간경관을 돋보이
게 하기 위한 조명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을 6종으로 구분하며 각 구역별 성격과 특성에 따른 상향광속률, 건축물 표면휘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명기구 설치와 계절별 사용기간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 야간경관 조명 기준
- 국내의 야간조명은 가로등 및 교통시설의 신호등에 한하여 도로나 건물 등의 부속물로 관리되어 왔
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치기준을 교통시설의 부속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항만법, 항공법, 주차장법 등
에서 관리하는 개별 시설에 관한 조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옥외조명은 가로등인 교통시설로 분류되
어 도로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 도로조명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조명시설편」에 수록되어 있고, 관리수단으로 설치지역에 따른 조명의 세기, 설치각도, 설치간격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구체적인 설비규격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전기공
학적인 부분으로 매우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 현재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나 「경관법」등에서 야간경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
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전기를 사용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도시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하다.
- 2011년 환경부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지침」이 만들어졌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관리대상
은 크게 건축물조명, 발광광고물, 기반시설조명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지침」의 허용기준 단위는 ‘표면휘도(건물표면 밝기)’로, 토지용도별로 녹
지·농림지·주거·상업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표면휘도 허용기준은
0~25cd/㎡, 발광광고물 중 일반광고물은 0~800cd/㎡, 대형전광판은 상업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되고
표면휘도가 1,500cd/㎡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지침의 건축물 표면휘도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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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변지역의 밝기

표면평균휘도(cd/m2)

토지용도

E1(녹지)

어두운 지역

0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자연녹지지역 등

E2(농림지)

낮은 밝기 지역

5이하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등

E3(주거)

중간정도 밝기 지역

15이하

주거지역 등

E4(상업)

높은 밝기 지역

25이하

상업지역 등

- 가로등과 같은 기반시설조명은 빛이 위쪽으로 새어나가는 상향 광속률이 0%가 되도록 갓을 씌우거
나 각도를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 2011년 이전의 빛공해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규정이다.
- 이 지침에서 동식물의 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빛이 도로 외부에 새어나오지 않는 조명기구나 곤
충유인이 적은 조명장치를 채택하거나 차광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로등에는 조명갓을 부착하여 빛
의 확산을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조도, 휘도의 규정이나 갓의 종류는 없으며, 빛공해를 하나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의 환경보호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도시에서 그리고 주거지에서의 빛침입이나 눈
부심 방지부분, 암천(暗天)보호에는 고려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조명기준에서 운전자에 대한 조명기준>
도로분류/항목

평균노면휘도(cd/m2)
차선축균제도 외부조건
외부조건

종합균제도 (Uo)2)

고속도로

2

1

0.4

주간선도로

2

1

0.4

보조간선도로

2

1

0.4

집산 및 국지도로

1

0.5

0.4

<도로조명기준에서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야간보행자, 교통량
교통량이 많은 도로
교통량이 적은 도로

지역

조도(lx)
수평면조도

연직면조도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2) 야간경관관련 계획검토
•대전시 야간경관계획
- 도시의 주요 거점 축, 구역 등 점적, 선적, 면적 요소의 수준에 따라 조명요소의 조화를 위한 고려
사항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야간 경관설계지침을 작성

•청라지구 경관계획
- 권역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야간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

2) 종합균제도 : 노면상의 대상물을 보는 방법을 좌우하는 노면 휘도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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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조사대상
- 야간경관계획 적용대상의 분류에 따라 대표지역의 현황을 조사

야간경관 현황
•도로
- 대로(25m이상)

- 중로(12m이상 25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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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 소로(12m미만)

- 교량

- 교차로

- 횡단보도

- 해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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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주거지역(농촌)

- 주거지역(도심)

- 상업 · 업무지역

- 공업지역

- 문화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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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기타
- 수변지역

-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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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현황 특성분석
•건축물 조명
- 도시 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로 각기 다른 눈에 띄는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 이에 비해 농촌의 경우 대부분 야간조명시설의 부족으로 야간에는 보행의 어려움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함
- 상업 · 업무지역의 경우 옥외 발광 광고물의 과도한 조명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야간경관을 연출
- 공업지역의 경우 야간조명시설이 부족하여 건축물의 윤곽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움
- 문화재지역의 경우 지나치거나 부족한 조도로 인해 역사문화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야간경관을 연출
•도로 조명
-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도로변의 가로등에만 의존하는 실정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함
- 조도 확보의 불충분으로 차량의 운행에 장애가 됨
- 도시 번화가의 옥외 발광 광고물의 과도한 조명으로 산만한 야간경관을 연출
•경관축 및 경관거점별 조명
- 해안 및 하천경관 조명의 경우 특색 있는 조명연출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반면, 주변
상업시설의 과도한 조명연출로 조화롭지 못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진입부 및 결절점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조명시설이 부족
- 여가관광시설 주변의 조명의 경우 무분별한 네온사인으로 인한 광해 발생이 심각함

충청남도를 대표 할 수 있는 권역별 상징적인 야간경관의 이미지 연출 필요
건축물, 도로, 문화재 야간조명에 대한 기본원칙과 설치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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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기본방향
- 충청남도의 야간경관 특성 및 문제점에 따른 기본방향 설정

-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조명시설로 인한 광해의 심화
- 농촌지역의 야간경관의 관리에 관한 기준 부재
- 간선도로 위주의 조명 설치로 외곽지역의 이면도로에 대한 배려 부족
- 보행자의 활동을 고려한 야간조명설치 부족
- 문화재 주변의 맥락에 맞지 않는 조명 연출
-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야간경관 부족

▼
-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야간경관 계획으로 광해의 최소화
- 농촌지역의 야간조명설치에 관한 지침 부여
- 도로유형별 최소한의 조도 확보
-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 문화재보호구역 휘도 적용기준을 준수한 조명계획
- 충청남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적 요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계획

보전

- 충청남도의 권역별 특성에 맞는 야간경관을 보전
1.

관리

형성

- 상업지역의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광해를 최소화하는 조명시설 관리

- 농촌지역과 외곽도로 등 낮은 조도로 인한 음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야간조명 형성
- 역사문화지역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야간경관조명 형성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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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1) 북부권역
key map

경관 특징

• 당진화력발전소, 석문국가산단, 송산일반산단, 아산국가산단, 인주산단 등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해변으로 다수의 산업단지 입지
- 산업시설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명 필요

• 유관순열사기념관, 이충무공 묘소, 온양온천 등 자원연계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자원 분포
- 문화관광지와 문화재 지역에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명 필요

•기본방향

•녹색 산업단지의 북부권역은 첨단산업시설과 조화로운 첨단적인 야간 이미지 연출
•해안변 산업단지의 통일감 있는 야간경관 유도
•역사 · 문화자원의 품격을 높이는 야간경관 조명연출
•세부전략
전통 문화유산의 품위를 보전하는 야간경관 조명
보
전

•역사문화자원의 이미지를 보전하는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명연출
•주요 산림 및 녹지공간에 광공해가 없는 야간경관 조명

산업단지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 관리
관
•해안변 산업단지의 통일감 있는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을 관리

리

•에너지 절약형 조명사용

주요 조망점에서의 상징적 경관 연출
형

•해안 및 내륙 산업단지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성 •주요 조망점에서의 산업단지의 상징화 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조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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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북부권역 야간경관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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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해안권역
key map

경관 특징

• 갯벌(가로림만갯벌, 대호갯벌), 철새도래지, 모감주 군락지 등 풍부한 해양
자원과 만리포, 천리포, 꽃지, 대천, 무장포, 춘장, 안면도 등의 해수욕장과
보령항, 대천항, 오천항, 장항 항만경관이 형성
- 생태환경의 피해와 인공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하는 야간경관 조명 필요

•기본방향

•서해안 생태자원 및 자연경관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야간 이미지 연출
•주요도로에서 조망되는 해안축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분위기를 최소화
•세부전략
해안 생태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
보
전 •생태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생태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야간경관 조명

조망을 고려한 해안도로변 경관관리
관
리 •해안변 도로 및 해안 섬, 항만 등의 조망을 고려한 야간경관 조명관리

관광자원과 연계를 고려한 활성화 계획
형
성 •해안변에 통일감 있는 야간 경관 스카이라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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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권역 야간경관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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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부권역
key map

경관 특징

• 충청남도 도청, 교육청 등 도 단위 기관들의 이전. 내포신도시 위치
- 신도심에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명 필요

• 서산, 홍성, 예산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자원 분포
- 문화관광지와 문화재 지역에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명 필요

•기본방향

•내포미래도시의 중부권역은 신도심지역에 활기차고 도회적인 야간 이미지 연출
•신도시와 구도시의 조화로운 야간경관 유도
•역사문화자원의 품격을 높이는 야간경관 조명필요
•세부전략
전통 문화유산의 품위를 보전하는 야간경관 조명
보
전

•역사문화자원의 이미지를 보전하는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명연출
•주요 산림 및 녹지공간에 광공해가 없는 야간경관 조명

신도시와 구도시와의 조화로운 야간경관 관리
관
리

•내포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분위기에 적합한 조명연출
•신도심의 주요 건축물에 경관조명 유도

문화관광자원의 루트 형성
형
성 •내포 문화관광지 및 주요 역사 문화재를 연계한 야간 문화관광루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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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중부권역 야간경관계획도

215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4) 역사문화권역

key map

경관 특징

• 공주, 부여 19개의 지역 무령왕릉, 공산성, 곰나루, 정림사지, 구드래지구
등을 유네스코 잠재등록으로 등록
-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는 은은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연출

기본방향

•역사문화재의 형태가 왜곡되어 보이지 않도록 연색성을 고려
•역사문화자원과 주변가로에 조화로운 야간경관 연출

세부전략
백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
보
전 •문화재의 품격을 보전하는 야간경관조명 연출

주변 인공경관요소의 관리 및 정비
관
리 •문화재 주변의 인접지역에 대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관리

금강변 백제역사문화를 연계하는 선형의 경관형성
형
성 •백제역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야간경관 이미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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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부권역
key map

경관 특징

• 금강의 옛 뱃길로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강경포구 및 근대역사문화
자원 분포, 대둔산, 계룡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자원 형성
- 수변경관과 녹지지역에 적합한 야간경관 연출

기본방향

•녹지지역과 수변지역에 조화로운 따스하고 전원적인 야간 이미지 연출
•농촌지역의 논경지에 대한 빛공해를 고려한 야간 조명 설치

세부전략
산림자원 및 생태자원 보전
보
전 •산림자원 및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연출

녹지와 수변경관에 적합한 야간경관 관리
관
리 •수변공간과 녹지지역에 적합한 조명연출을 위해 조명연출 및 배광방식 제시

녹지와 수변경관에 조화로운 조명 연출
형
성 •시설물 및 예술품을 중심으로 조명의 포인트 장소가 되도록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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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역 야간경관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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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_ 건축물 조명
•적용대상
- 주거 건축물, 공공 건축물, 상업 건축물
•기본원칙
- 광원이 직접 외부로 노출되는 점 조명, 선 조명을 지양
- 목적한 건축물만 비추도록 누출광 등의 빛 공해를 최소화
- 벽면에 조명기구나 전선 등의 노출을 지양
- 불쾌한 눈부심을 주거나 빛이 반사되는 과도한 휘도의 조명을 지양
-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권장
- 내구성이 높고, 장수명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를 사용

•건축물 용도별 설치기준
구분

건축물표면기준휘도3)(cd/m2)

색온도(K)

주거 건축물

10

2800-4000

공공 건축물

20

3000-4500

상업 건축물

25

3000-5500

연색성(Ra)
70이상

•설치예시
투광위치

권장

지양

지면

폴 기구

건축물 벽면

•연출예시
권장

지양

적절한 광량 및 조명각 연출

과도한 조명각으로 인한 광공해 발생

3) 휘도 :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 발광원 또는 투과면이나 반사면의 표면 밝기로 단위는 cd/㎡

220

07. 실행계획

기본 지침_ 도로조명
•적용대상
- 자동차 도로, 보행자 도로, 농촌지역 도로
•기본원칙
-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조명을 지양
- 자동차도로와 보행자도로간 색온도를 달리하여 도로의 위계를 정립
- 보행자가 주위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도 및 연색성을 확보
-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평균노면휘도, 종합 균제도를 확보
- 농촌지역 도로조명의 경우 인접주택과 논경지에 대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점·소등 시간으로 규제

1) 자동차 도로
•설치기준
-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운행에 필요한 KS도로조명기준(KSA3701)을 바탕으로 대로, 중로, 소로별로
설치기준 제시
- 도로분류에 따른 운전자에 대한 조명기준 제시
- 가로등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어두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조명시설 설치기준 제시
<도로조명기준에서 운전자에 대한 조명기준>
구분

대로

중로

조명방식

소로

컷오프형

램프 설치 높이(m)

9-12

9-12

6-9

색온도(K)4)

4000-5000

4000-5000

2800-3500

연색성(Ra)5)

70이상

70이상

70이상

평균노면휘도(cd/m2)

1.0

1.0

0.7

평균노면휘도(cd/m2)
도로분류/항목
차선축 균제도 외부조건

외부조건

종합균제도 Uo

고속도로

2

1

0.4

주간선도로

2

1

0.4

보조간선도로

2

1

0.4

집산 및 국지도로

1

0.5

0.4

4) 색온도 : 광원의 색온도는 광원의 하얀색, 노란색 또는 파란색의 수치가 어느 정도이며, 따뜻하고 차가운 분위기의 조명을 제공하는 정도를
말함
5) 연색성 : 인공 조명에 의한 물체의 색보기 비율로 기준은 천연 주광이고 이것에 가까울수록 충실하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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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조명기구 간격과 높이(도로조명시설 설치기준 인용>
등기구의 배광

컷오프형

배열/부착높이 및 간격

세미오프형

부착높이(H)

간격(S)

부착높이(H)

간격(S)

≥1.0W

≤3.0H

≥1.1W

≤3.5W

≥1.5W

≤3.5H

≥1.7W

≤4.0H

≥0.7W

≤3.0H

≥0.8W

≤3.5H

≥0.5W

≤3.0H

≥0.6W

≤3.5H

≥0.7W

≤3.5H

≥0.8W

≤4.0H

한쪽
천조
대향

•설치예시
대로(25m, 6차로 이상)

중로(12m, 3~5차로)

소로(12m, 1~2차로)

•연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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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지양

일관된 조명색 적용

다양한 조명색으로 정돈되지 않은 가로경관 지양

07. 실행계획

2) 보행자 도로
•설치기준
- 보행통행량에 따라 KS도로조명기준(KSA 3701)에서 제시하는 최소조도를 고려
- 보행자가 보도상의 단차나 장애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존재나 행동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명기구를 설치
- 주변 식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행자도로에 식재에 의한 빛 차단을 보완
<도로조명기준에서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
조도6)(lx)
야간보행자, 교통량

지역
수평면조도

연직면조도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교통량이 많은 도로

교통량이 적은 도로

<가로에 따른 조명설치 기준>
구분

일반가로

상점가로

주택가로

배광방식

컷오프형

컷오프형

컷오프형

램프 설치 높이(m)

4-6

4-6

3-5

색온도(K)

2800-3000

3000-4500

2800-3500

연색성(Ra)

70이상

70이상

70이상

•설치예시
권장

지양

식재에 의한 보행자도로의 빛 차단을 보완

식재에 의한 보행자도로의 빛 차단

6) 조도 : 어떤 면에 투사(投射)되는 광속을 면의 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단위는 룩스(lux, 기호는 lx). 1룩스는 1촉광
(candle -power)의 광원(光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이며, 그 빛에도 직각인 면의 밝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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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예시
구분

권장

지양

수목에 의한 차폐 방지

수목에 의한 차폐 부분 발생

주변 식생환경을 고려한 조명 설치

주변 식생환경에 광공해 발생

보행공간과 분리된 건축물 및 시설물 매입형 조명

보행로에 설치된 조명시설

가로환경 조명

보행공간 조명

3) 농촌지역 도로
- 농어촌지역 주택 가로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주택 내부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등에 대한 장애광이
없는 것으로 설치
- 컷오프형 배광방식을 권장하며, 인접주택과 논경지에 대한 빛 공해를 방지하도록 설치
-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인한 농작물 결실부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등의 점등시간과 소등시간
을 조정하여 운영(일몰 후 점등, 오후10시 소등7))
- 횡단보도에 에너지 절약형 조명설치
•설치예시

7) 충주시 2012.05.0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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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지양

농작물의 피해를 고려한 조명방식

농작물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조명방식

기본 지침_ 기타지역 조명
•적용대상
- 녹지지역, 수변지역, 문화재지역
1) 녹지지역
•기본원칙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도를 유지하기위해 KS조도기준(KSA 3011) 옥외시설조도 적용
- 저층부의 주거 내부로 빛이 침입하지 않도록 컷오프형 배광방식 권장
- 현란한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 연출은 지양
- 시설물 및 예술품을 중심으로 조명의 포인트 장소가 되도록 연출
- 안전을 위한 보도조명은 생태보전을 위해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녹지지역 조명 설치기준
조도(lx)8)

구분

건물외부

입구

30-40-60

통로

30-40-60

건물배경

6-10-15

전반

6-10-15

주된 장소

15-20-30

공원

•연출예시
구분

Wall Wash 조명

Moonlighting 조명

Up light 조명

수목의 실루엣 표현을 통하여
다이나믹한 연출이 가능

달빛의 효과를 연출하여 업다운
라이팅에 모두 사용

수목의 상부를 강조하며, 루버 등을
사용하여 눈부심을 방지

연출
예시

연출
특징

8) 조도범위 표기 : 최저  표준  최고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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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변지역
•기본원칙
- 현란한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 연출이나 수로를 직접 비추는 직접조명방식은 지양
- 농산어촌의 수변지역에는 생태보전을 위해 간접조명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명만을 설치
- 도시의 수변지역은 사람들의 빈번한 이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명시설 확보
- 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자연미를 부각시키는 연출조명 방식을 권장
- 폴기구의 조명기구는 불쾌한 눈부심과 인근 주택 등에 빛의 침해가 없도록 컷오프형 배광방식을 권장
- 보행로에는 KS도로조명기준(KSA 3701)에서 제시하는 보행자를 위한 조명기준의 최소조도기준을 준수

•연출예시

3) 문화재 보호구역
•적용범위
- 문화재보호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인접지역을 포함
•기본원칙
- 문화재는 골격미가 드러나고 왜곡되어 보이지 않도록 휘도와 연색성을 동시에 고려
- 고효율의 램프사용을 권장하며, 컬러조명방식이나 라인조명은 지양
- 열손상이 우려되는 석재나 목재로부터 조명기구를 이격하여 설치하고 조명기구가 눈에 띄지 않게 설치
- 빛의 확산 방지를 위한 후드, 루버 등을 장착하고 직접부착방식은 지양

•문화재보호구역의 조명 설치기준
표면기준휘도(cd/m2)
일반건축물
문화재

구분
농촌 및 주거환경

15

상업 및 업무구역

25

색온도(k)

일반건축물 표면기준휘도의
150%까지 허용

•연출예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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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

2800-3000

1. 경관설계지침의 개요
1-1 경관설계지침의 성격
성격
•경관설계지침은 충청남도에 속한 각 시·군에서의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등에 있어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유도적인 성격을 가짐
•경관설계지침은 경관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세부 지침으로서, 지침의 성격을 보전, 형성, 관리로
구분하여 제시함

1-2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구성
•경관 권역과 축을 기준으로 구체화한 구조별 설계지침과, 경관 구성요소별 설계지침으로 나누어 제시

구분
권역

범위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중부권역

역사문화권역

남부권역

경관구조별
설계지침
축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해안축

건축물

하천축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녹지축

공공시설물

도로축

색채

야간경관

▷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구조적 틀을 기반으로 세부 권역, 축, 구성요소별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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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구조별 설계지침
2-1 경관권역별 설계지침의 개요
권역별 설계지침의 목표 및 역할
•충청남도 경관구조 중 주요 경관권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반영하여 경관권역별 설계지침 수립
•경관권역 내의 구체적 장소를 기반으로 경관설계지침 제시

권역별 설계지침의 구성
•경관권역별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경관설계지침 제시
권역구분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중부권역

역사문화권역

남부권역

중점과제
중점과제 1

환황해권 산업단지 경관관리

중점과제 2

해안변 및 수변 개방적 조망경관 관리

중점과제 3

관광자원의 활성화 유도 및 연계

중점과제 4

천안시, 아산시 신도시 경관관리

중점과제 5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주변경관관리

중점과제 6

산림자원의 보전 및 녹지축 복원

중점과제 1

생태보전지역 및 주변의 경관관리

중점과제 2

섬 및 항만 경관관리

중점과제 3

농어촌마을의 정주환경 경관관리

중점과제 4

산림자원의 보전 및 녹지축 복원

중점과제 5

해안도로 주변 상업지 경관관리

중점과제 1

내포 신도시 주변지역 경관관리

중점과제 2

녹색자원과 역사자원의 활용

중점과제 3

홍성 구도심 공동화 관리 및 경관 형성

중점과제 4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이공간 계획

중점과제 1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주변 경관관리

중점과제 2

금강변 역사문화자원의 경관관리

중점과제 3

금강변 도로에서의 열린 조망관리

중점과제 4

도 경계부 관문 경관 관리

중점과제 1

근대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주변경관관리

중점과제 2

산악경관 관리 및 형성

중점과제 3

농촌마을의 환경개선 및 활성화

중점과제 4

도 경계부 역사문화자원 및 산림자원의 경관 관리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중점과제 중 지침화 할 수 있는 과제 선별

권역별 설계지침의 내용

▷ 권역별 설계지침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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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2-2 경관권역별 설계지침
2-2-1 북부권역 설계지침

권역구분

북부권역

중점과제
중점과제 1

환황해권 산업단지 경관관리

중점과제 2

해안변 및 수변 개방적 조망경관 관리

중점과제 3

관광자원의 활성화 유도 및 연계

중점과제 4

천안시, 아산시 신도시 경관관리

중점과제 5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주변경관관리

중점과제 6

산림자원의 보전 및 녹지축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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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1_환황해권 산업단지 경관관리

현황
•서해안 지역발전의 우수한 입지조건 속에 해안변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
단지가 형성 중에 있으며, 서산·대산일반산업단지 등 개발예정지가 다수 분포
•주요 해안도로와 국도변에서 산업단지 건축물을 조망 가능

문제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적이고 거대한 산업시설 입지로 해안 및 주요 도로에서 위압감 형성
•산업단지 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완충녹지만으로 경관 저해를 관리
•산업단지 주변 도로변에 설치된 가설 울타리 및 트럭 주차, 적재물 등으로 인해 경관훼손

▷주요 도로변에서 조망되는 산업단지 건축물

▷주변 경관과 이질적인 산업시설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산업단지 주변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한 경관 개선

-주변과 조화를 유도하는 색채, 규모 및 지붕형태를 권장
주변과 조화로운
녹색산업경관 형성 •산업단지 인공구조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경관정비
•산업단지와 주변 도시 및 마을과의 연계 방안 마련

국제적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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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망점에서의 상징화 계획수립
•야간 경관계획을 통한 활성화 유도
•산업단지의 우수한 외관이 기업 이미지 향상 및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인식 마련ㆍ홍보

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석문국가산단

당진시

•주변 해안에 위치한 산업단지들과는 차별화된 상업, 체육문화시설이
포함된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중이며, 관광자원으로서의 높은 이용 가
치와 가능성을 지니므로 이에 따른 지속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

송산일반산단

당진시

•석문방조제를 따라 송산일반산업단지의 대규모 스케일이 산업시설과
해안변 성구미 마을이 인접하여 입지하므로, 인접한 두 자원간의 경
관적 이질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

아산국가산단
(고대, 부곡지구)

당진시

•해안에 위치한 주변 산업단지들에 비해 비교적 블록 및 건축물 규모
가 작아 산업단지에 대한 시각적 인지도는 낮음. 따라서 산업단지 인
접 도로변의 담장 및 울타리 등 시설에 대한 시각적 개선 방안 마련

아신인주산단

아산시

•산업단지가 인접한 해안변으로 양호한 선형 녹지공간이 형성되어 있
으나 활용이 미비하므로 산업단지 외곽부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한
수변활용 방안 마련

천안시

•위치상 환황해권에 속하지는 않지만 KTX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다양한 조망지점을 지닌 천안시 산업단지 경관은
경계부 차폐식재 및 주요 조망구간에서의 경관성을 고려한 관리필요

천안 제2,3,4,지방
천안마정, 백석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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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관리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중점과제2_해안변 및 수변 개방적 조망경관관리

현황
•해안변으로 입지한 다수의 산업단지 사이에 조망이 뛰어난 해안도로와 관광객들이 찾는 포구 및 해수
욕장 등이 산발적으로 위치

문제
•정비되지 않은 해안변 수변공간이 산재되어 있으며 산업단지로 인해 해안도로 구간이 단절되어 연속적
인 해안 조망이 불가능
•해안 주변으로 식당, 숙박시설들이 다수 입지하여 무질서하며 혼란스러운 수변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해안변 포구 주변의 산발적 개발 진행

▷해안 주변으로 식당 및 주차장이 무질서하게 혼재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해안과 조화로운 •해안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 관리
경관연출
•해안변 및 수변으로 접근성 강화 및 친수공간 계획수립 검토
•주요 진입도로에서의 개방적 조망경관 관리

개방적 조망경관 •산업단지에 면한 해안과 주변 지역해안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개방적인 해안 조망의
연속성 유지
형성 및 관리
•경관 조망점, 경관도로 등 수변 경관 조망 구간을 설정하여 권역 내 아름다운 경관
에 대해 관광 명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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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도비도 농어촌
휴양지

당진시

•해안 주변 음식점, 여객선 터미널 등의 휴양지 시설이 비교적 계획
적으로 입지하고 있으나, 간판 등의 가로 경관을 형성하는 시설물의
정비 및 경관관리 방안 마련

왜목항

당진시

•해안 주변의 무질서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입지로 인한 경관 훼손
및 경관 저해요소가 증대되고 있어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장고항

당진시

•해안주변으로 무분별한 시설 입지가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자연 및
농어촌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마을 진입부의 공터 등을 활용하여 개방적인 해안 조망경관 형성

삽교호
함상공원

당진시

•삽교호 함상공원 주변으로 형성되는 신규 상업시설 및 횟집 등 건축
물 미관개선 및 종합적 환경정비 방안이 필요
•함상공원이라는 관광지 특징을 강화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 프
로그램 도입을 통한 경관관리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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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중점과제3_관광자원의 활성화 유도 및 연계

현황
•대부분의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자원들이 시가지와 소규모 취락지 주변으로 고루 위치함
•신정호 등 수려한 자연자원과 인접한 휴양, 레저형 관광지와 도고온천 등 시가지 내에 있는 온천 밀집
관광지가 있음

문제
•주변 시가지 및 기존 마을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관광지 건축물 개발로 인해 관광지 주변으로 경관훼손
발생
•자원으로의 접근성 및 안내시설물의 부족으로 인지성과 입구성이 떨어짐

▷시가지 내에 다수의 온천 관광지 분포

▷기존 마을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물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밀집된 온천휴양자원을 연계하여 거점관광지로 조성
온천 휴양지
연계를 통한
•관광지로서의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해서 주변 경관을 고려한 종합적·장기적 마스
관광자원 활성화
터플랜 수립 필요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지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조성 검토
관광자원의 연계성 •관광지 내 부족한 휴식, 여가시설의 형성 및 관광지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프
강화
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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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온양온천

아산시

계획방향
•관광지 특성을 살린 시설물 경관관리 방안 마련
•인근에 위치한 아산온천과 연계하여 거점관광지 지정 검토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주변시설관리 경관관리방안 마련
•녹지자원과 인접하여 자연과 조화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자원주변
부에 대한 경관형성방안 마련

아산온천

아산시

•가독성이 부족한 진입도로 입구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관광지 특성을 살린 진입도로 경관형성방안 마련

왜목마을

당진시

도고온천

아산시

•자원 주변 상업시설의 무질서한 형성으로 인하여 자원 경관 훼손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자원주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주변시설물
규제를 담은 경관관리 방안 마련
•관광온천시설들이 주변 농어촌 마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
관관리방안 마련
⋅도고온천 및 주변 폐선로를 활용한 근대산업문화유산 탐방 계획
•산정호 주변 녹지자원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신정호

아산시

•관광지 특성을 살린 친수공간 및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경관관리방
안 마련
•진입부 및 안내시설정비를 통한 접근성향상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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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4_천안시, 아산시 신도시 경관관리

현황
•아산신도시 택지개발 지구 내에는 고층 아파트, 업무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되어 있음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신시가지는 기존 천안시와 아산시의 구시가지와는 이격되어 있으나
신도시 조성에 의한 구도심화에 대한 우려가 많음

문제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의 경관이 고층 아파트 일색으로 특색 없는 경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
•단지형 아파트 및 업무시설로 인해 가로변의 어메니티가 낮아 보행친화적인 도시경관 형성이 어려움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신도시 경관 형성

▷특색 없는 아파트 경관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경관 형성

주변과 조화되는
•주변 자연자원과 연계된 경관 형성
도시경관형성
•철도와 시가지의 조화로운 경관

•역세권 중심지역 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역세권 주변에 대한 경관 규제 시행

지역 관문으로서의
•획일적인 건축형태에서 벗어나 특성 있는 건물 및 경관 형성을 유도
역세권 경관형성
•역세권의 우수한 경관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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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경관 형성방안 마련
-기존 시가지의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한 건축 경관 형성

아산 신도시

아산시

•자연자원과 연계된 경관관리방안 마련
-자연자원과의 연접부 개발 시, 건축물 스카이라인 관리
-자연자원으로의 접근로 확보
•추후 신도시 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경관설계 지침 마련
•역세권 중심지역으로서 상징성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천안아산역
역세권 및 주변

아산시

KTX 고속철도변

아산시
천안시

•획일적인 건축형태에서 벗어나 특성 있는 건물 및 경관형성을 유도
하는 경관관리방안 마련
•시가지 내 철로가 지나는 경관관리 구간 설정
•철도변 미관형성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철도시설물에 대한 가이드
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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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5_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주변경관관리

현황
•현충사, 외암민속마을, 온천문화자원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산재
•녹지자원과 인접하여 역사문화자원과 녹지자원의 연계가 가능

문제
•권역 내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홍보 및 인접 자원간의 연계가 부족
•역사문화자원의 진입부 및 안내시설의 부족으로 입구성ㆍ접근성 저하

▷외암민속마을의 진입경관

▷진입부 안내시설 부족(맹사성고택)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역사문화 자원
보전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역사문화 자원
주변 경관관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

접근하기 쉽고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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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방향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방안 마련

•주요 진입도로에서의 상징성 강화

•시가지 및 버스 정류장에서의 역사문화자원 접근로의 정비
•역사문화자원으로의 개방감 확보 및 특성 강화를 위한 접근로 경관 형성

07. 실행계획

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온양민속박물관

아산시

맹사성고택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아산시

계획방향
•진입부 및 안내시설 정비를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마련

•진입부 및 안내시설 정비를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마련
•녹지자원과 인접하여 자연과 조화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자연주변
부에 대한 경관형성방안 마련

•가독성이 부족한 외암민속마을 주변 안내판 정비 및 진입성 부여를
통한 접근로 활성화로 경관관리방안 마련
•주변 건축물 외관 및 높이 규제 등을 통한 역사경관자원의 경관개선

봉곡사

유관순열사
유적지

아산시

천안시

•녹지자원과 인접하여 자연과 조화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자원 주변
부에 대한 경관형성방안 마련

•가독성이 부족한 자원 주변 안내판 정비 및 입구성 부여를 통한
접근로 활성화로 경관관리방안 마련
•녹지자원과 인접하여 자연과 조화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자연주변
부에 대한 경관형성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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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6_산림자원의 보전 및 녹지축 복원

현황
•수려한 산악·녹지 경관자원과 함께 시가지 및 취락지 주변으로 구릉지 경관이 형성되어 수려한 자연
녹지 경관 형성
•산악·녹지 경관자원 주변으로 소규모 시가지 및 취락지가 형성되어 전원적 농촌 경관을 유지

문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시가지 및 산업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권역 내 풍부한 녹지 및 산악 자원을 잠식
하여 경관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함
•녹지 및 산악자원 주변으로 획일적이고 삭막한 경관을 형성하는 산업시설이 입지하여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함

▷영인산 자연 휴양림 진입부

▷태학산 주변 공장시설 입지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자연 상태로의 녹지경관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녹지자원 보전

•녹지자원 훼손이 심한 지역의 경우 자연 휴식년제 시행 검토
•녹지 경관훼손 우려지역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 경관관리 실시

녹지경관 복원 및 •신시가지 조성으로 단절된 주요 녹지축의 복원 및 도시형 녹지축 형성으로 연계
형성
•연안 녹지의 보전 및 도시형 녹지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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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녹지자원이 자연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음에 따라 지속적 녹지경관
보전 방안 마련

영인산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주변 환경
과 조화되는 안내시설물 설치 및 시설확충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 마
련
•신시가지 조성으로 단절된 주요 녹지축의 복원 및 도시형 녹지축 연
계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태학산

아산시

성거산

천안시

기타 녹지자원

당진시

•아산시 시가지와의 산악의 접경지에 경관 훼손 방지 대칙 수립으로
녹지경관 보전방안 마련
•629국도변 녹지경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녹지자원이 자연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음에 따라 지속적 녹지경관
보전 방안 마련
•주변 시가지와의 조화를 위한 건축물 색채 및 형태, 지붕형태 규제
방안 마련
•산업단지, 소규모 시가지 및 취락지가 형성으로 인한 구릉지 녹지
훼손 우려지역으로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 경관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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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해안권역 설계지침

권역구분

서해안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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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중점과제 1

생태보전지역 및 주변의 경관관리

중점과제 2

섬 및 항만 경관관리

중점과제 3

농어촌마을의 정주환경 경관관리

중점과제 4

산림자원의 보전 및 녹지축 복원

중점과제 5

해안도로 주변 상업지 경관관리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관리

중점과제1_생태보전지역 및 주변의 경관관리

현황
•서해안권역 내에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주요 철새도래지인 부남호, 간월호 등 뛰어난 생태환경이 유지되
어 보전해야 할 지역이 다수 위치하고 있음

문제
•서해안 해안도로 및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안 조망을 방해하는 어업용품 및 시설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해안 경관을 저해함
•철새도래지인 간월호, 부남호 주변으로는 농지가 둘러싸고 있어 생태보전지역으로서의 경관적 특징을
유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도로 확장 등 개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철새조망이 가능한 간월호 경관

▷해안도로변으로 적재된 어업용품 및 쓰레기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자연 상태의
생태경관 보전

지침방향
•자연 상태로의 생태 및 수변경관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경관훼손 우려지역은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 경관관리
•생태보전지역 내 인공구조물의 신설 및 개발행위에 대해 관리와 신중한 허가 필요
•생태보전지역의 농업 및 어업 시설, 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유원지 등에 대한 건축

생태경관의 관리

물의 규모 및 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도로 및 조망점에서 생태보전지역의 조망을 방해하는 차폐시설물 및 수목 정비

를 통한 경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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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자연형 해안경관을 보전하는 경관관리방안 마련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소가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해
안 경관 훼손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일부 해안 도로변으로 적치물이 방치되어 수변 경관을 훼손하므로
이에 대한 복원방안 마련

부남호 철새도래지

태안군

•현재 간월호 및 부남호 주변의 농지에 조성된 철새 탐조대는 기존
환경과 철새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형성되어 있으므
로, 지금 환경을 보전하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

간월호 철새도래지

서산시

•현재 호수 주변으로는 농지가 조성되어 인공경관의 형성이 최소화
되어 있고 배후 산림과의 조화를 이루며 전원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
으므로 양호한 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

덕산도립공원
(덕숭산지구
가야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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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녹지자원으로의 보전상태가 우수하여 주변 취락지의 녹지 배경을
형성하므로 수려한 경관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
•농경지와 산악의 접경지에 대한 녹지경관의 보전과 녹지축 연계성
확보방안 마련

관리

중점과제2_섬 및 항만 경관관리

현황
•권역 내 서해안에는 많은 섬과 항만이 위치하여 갯벌 등 풍부한 해안경관자원을 가지고 있음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갯벌, 해안사구
(砂丘), 해넘이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짐

문제
•섬 및 항만 주변으로 무질서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입지로 인한 해안경관 훼손
•항만주변 도로의 불법적인 시설물 적치 및 항구에 위치한 산업시설물 및 창고 등 가건물로 인해 항만
경관 훼손

▷주변 섬과 어우러진 갯벌해안 경관

▷항구 주변으로 무질서한 상업지 개발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해안 경관 조망을 저해하는 요소 중 공공부문 시설물의 시범적 개선 및 정비

수변경관자원 조망 •해안경관 조망을 저해하는 요소 중 민간부문의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 경관권역
확보를 통한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대한 옥외광고물, 지붕형태 및 색채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풍요로운 경관형성
수립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 참여형 경관 형성

해안자원이 수려한
지역을 대표
•경관 포인트, 해안경관도로 등 해안경관조망 구간을 설정하여 권역 내 아름다운 경관
경관자원으로
에 대해서는 관광 명소화 추진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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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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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삼길포항

서산시

천리포항

태안군

•해안 주변의 무질서한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입지로 해안경관 훼손이
발생하므로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신진도

태안군

•안흥내항 및 안흥외항 주변으로 횟집, 숙박 등 상업시설들의 무질서
하게 난립하고 있어 항구 주변으로 주변 건축물 및 개발 관리를 통
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황도

태안군

•섬 내에 펜션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이 명소화되고 있으나 조망지점
이자 접근로인 해안 도로 내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적치로 경관
관리방안 필요

영목항

태안군

•항구주변으로 무질서한 음식점 및 가설건축물 등으로 해안경관의 훼
손이 발생하며, 가로변에 무분별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
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대천항

보령시

장항항

서천군

•대천항에 바로 면한 도로의 불법적인 시설물 적치 및 주차로 인해
해안 경관이 저해되므로 이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대천항에서 주요 대규모 건축물인 대천항 수산시장 정비를 통해 경
관향상방안 마련
•항구에 위치한 산업시설물, 창고 등 가건물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및
산업문화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항구에 인접한 폐선로를 항만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관리

중점과제3_농어촌마을의 정주환경 경관관리

현황
•평야 내 구릉지를 배경으로 취락지가 입지하며 농경지 주변으로 농사관련 시설물 위치한 농촌마을이
권역 전반에 분포
•태안군과 서산시 인근 부남호, 간월호 주변으로 수평적인 지형의 농경지가 집중되어 있어 평탄한 전원
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문제
•주변 농경지에 점적으로 입지한 취락가옥의 입면형태 및 색채에 의한 농촌경관 훼손
•농경지와 취락지 주변에 위치한 농사관련시설에 의한 평야 경관의 연속성 단절

▷농경지와 시가지 연접부 경관

▷농촌 취락가옥의 색채로 인한 경관훼손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농경지 및 주변
구릉지 경관자원에 •호수, 구릉지, 농경지가 어우러진 주요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대한 경관저해요인 •농경지 내 취락지구의 건축행위에 대한 심의제도 수립 검토
사전방지

•연접부에 주거시설 신규 입지 시 고층 및 단독(나홀로 아파트) 건축을 지양하고 주변

시가지의 농경지
과의 조화를 유도하는 규모 및 지붕형태를 권장
경관 침해 시
경관영향 최소화 •축사 및 창고 등의 시설물 계획 시 지붕색채의 원색을 지양하고 소규모 건축물이 단
지형으로 건축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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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태안군

•농경지 주변으로 입지한 취락 가옥의 무질서한 입면 형태 및 색채의
다양함으로 전원적 농촌 경관 훼손, 관리방안 마련

서산시
서해안권역 내
농어촌 마을

•농경지와 시가지가 연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관차폐 및 훼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보령시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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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 주변의 축사 및 창고 등 인공적인 대형 시설물 계획으로 농
사 관련 시설에 의한 자연 경관의 연속성이 단절되므로, 이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농경지가 주변으로 둘러싸여 형성된 전형적인 농경지경관을 형성하
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경관관리방안 마련
•해안경관과 어우러진 농경지 마을에서는 점적으로 입지한 취락가옥
의 입면 형태 및 색채 관리를 통해 전원적 농촌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관리

중점과제4_산림자원의 보전 및 녹지축 복원

현황
•수려한 산악·녹지 경관자원과 함께 시가지 및 취락지 주변으로 구릉지 경관이 형성되어 수려한 자연
녹지 경관 형성
•산악·녹지 경관자원 주변으로 소규모 시가지 및 취락지가 형성되어 전원적 농촌 경관을 유지

문제
•산지 및 휴양림 접근로 인근으로 무분별한 상업지가 개발되어 자연경관 훼손 우려
•시가지와 면한 산지 주변으로 건축물 개발 및 산 중턱까지 개간하여 녹지자원의 훼손 발생

▷해수욕장 주변에 형성된 상업지 및 인공시설

▷휴양림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상업지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자연 상태로의 녹지경관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녹지자원 보전

•녹지자원 훼손이 심한 지역의 경우 자연 휴식년제 시행 검토
•녹지 경관훼손 우려지역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 경관관리 실시

녹지경관 복원
및 형성

•신시가지 조성으로 단절된 주요 녹지축의 복원
•연안 녹지의 보전 및 도시형 녹지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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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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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

계획방향
•팔봉산 관광안내소 주변으로 무분별한 상업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
록 경관관리방안 마련

팔봉산

서산시

진당산

보령시

•농경지 지역 취락지에서 구릉지 경관을 형성하므로 현재 잘 보전된
수려한 경관을 원형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녹지 자원의 보전 및 관
리방안 마련

성주산

보령시

•성주산 주변으로 산지 및 구릉지로 녹지자원이 자연 상태로 잘 보전
되어 있음에 따라 지속적 녹지경관보전 방안 마련

백화산

태안군

•백화산 남측으로 태안군 시가지가 면해있어 건축물 및 산 중턱까지
개간으로 녹지자원의 훼손에 대응하는 녹지경관 보전방안 마련

•팔봉산 산지 및 구릉지 주변으로 녹지자원이 자연상태로 잘 보전되
어 있음에 따라 지속적 녹지경관보전 방안 마련

관리

중점과제5_해안도로 주변 상업지 경관관리

현황
•권역 내에 해안과 바로 면한 해안도로는 일부 지역, 일부 구간에만 한정되어 있음
•해수욕장과 면한 도로변으로는 대다수가 저층 상업지가 형성되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배치됨

문제
•해수욕장 및 갯벌 등에 면한 해안도로 주변으로 무질서한 건축물 및 옥외광고물이 난립하여 해안경관
을 훼손함

▷내포 신도시 인접 2차선 도로

▷해수욕장에 바로 면한 무질서한 상업지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해안도로 주변 •해안으로의 조망 및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화로운 시설물 계획
개발에 따른
•해안과 어우러진 섬, 구릉지 경관을 우선하는 관광지 개발
해안경관자원 훼손
•자연 원형의 해안경관을 보전하는 틀 안에서 종합적·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
사전 방지

해안도로 주변
•해안도로 주변으로 부족한 휴식, 여가시설의 형성 및 관광지 특성을 살린 시설물과
상업지 활성화를
프로그램 도입
위한
•연안 상업시설, 횟집 등 미관개선 및 종합적 환경정비 계획
경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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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방포해수욕장
해안도로

태안군

•해수욕장에 면하여 위치한 도로 주변으로 2-3층의 상업건축물 및 지
주형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해안 경관을 훼손하므로 이
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대천5동
해안로

보령시

•갯벌에 면한 도로 변으로 점적으로 형성된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
물, 상업 및 숙박시설 건축물이 해안 경관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대천해수욕장
해안도로

보령시

•해수욕장에 바로 면한 도로변으로 2층 규모의 횟집 및 위락시설이
연속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해안경관 훼손이 발생하므로 해안경관 보
전을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서천군

•해안도로변으로 아직 상업시설이 다수 입지하지는 않았으나, 경관을
저해하는 철제 유색 울타리 등 다양한 인공시설물과 어업관련 도구
들이 난립하고 있어 경관자원 가치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2-2-3 중부권역 설계지침

권역구분

중부권역

중점과제
중점과제 1

내포 신도시 주변지역 경관관리

중점과제 2

녹색자원과 역사자원의 활용

중점과제 3

홍성 구도심 공동화 관리 및 경관 형성

중점과제 4

문화자원을 활용한 전이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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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1_내포 신도시 주변지역 경관관리

현황
•새롭게 조성되는 내포신도시로 인하여 새로운 경관이 형성될 예정
•수암산, 용봉산과 기타 구릉지 등 풍부한 녹지자원으로 둘러싸여 있음

문제
•내포신도시 및 주변지역은 향후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형성
이 필요함에 따라 내포신도시와 통합된 주변지역에 관한 경관 관리가 필요
•내포신도시로의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로 경관 변화가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도로변 경관관리 및
규제 필요

▷내포신도시 주변 자연경관

▷내포 신도시 인접 2차선 도로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구도심과 신도시와의 경계부 경관 관리 및 개선
내포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인접도시와의 통합적 경관 관리 필요
주변지역 경관관리 •신도시 주변 건축물 및 스카이라인 경관 관리

신도시 주변
•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산악 경관 형성
자연자원과의 연계
•내포신도시 주변 농경지와 어우러지는 신도시주변지역 경관 관리
및 경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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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내포신도시와 인접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고유의 지역성을 지닌 원도
심경관 형성을 위하여 내포신도시와 인접지역과의 통합적 경관형성
방안 마련

내포신도시
인접 주변지역

홍성군
예산군

•구도시와 신도시의 경계부 경관 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
•충남도청 이전에 대응하여 확장될 내포신도시 경계부 및 주변지역의
도로에 관한 경관 관리 방안 마련
•원도시의 경관특성(농경지 경관)을 유지·활용하는 경관관리방안 마련

•신도시와 조화로운 산악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형성 방안 마련

수암산 및 용봉산

홍성군
예산군

•내포신도시 서측을 둘러싸고 있는 수려한 산림경관(수암산 및 용봉
산)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보전 방안 마련
•산림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시각적 개방감 형성을 위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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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2_녹지자원과 역사자원의 활용

현황
•덕산도립공원과 칠갑산도립공원, 김좌진 생가지, 한용운생가지, 용봉산 마애석불 등 녹지자원과 역사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함
•다수의 역사자원이 녹지자원과 인접하여 역사자원과 녹지자원 간 연계가 가능함

문제
•수려한 산림 내 무분별하게 세워진 간이시설물과 버려진 쓰레기로 인한 산림경관 훼손
•역사문화자원의 진입부 및 안내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이 저하됨

▷수려한 덕산도립공원 녹지경관

▷산림 내 무분별하게 세워진 간이 시설물 및 쓰레기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녹지자원 보전
및 관리

지침방향
•자연 상태의 생태 및 녹지경관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녹지자원 훼손이 심한 지역의 경우 자연 휴식년제 시행 검토
•경관훼손 우려지역은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 경관관리 실시

역사자원 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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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자원과 녹지자원을 연계한 특성 있는 경관 형성 유도

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덕산 도립공원

예산군

•녹지자원이 자연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녹지
경관보전 방안 마련
•도립공원 내 녹지경관을 훼손하는 도로변 시설물 신규설치 및 인공
시설물 관리방안 마련

칠갑산 도립공원

청양군

김좌진 생가,
한용운 생가,
용봉산 마애석불,
수덕사, 충의사
(내포문화관광루트)

홍성군 및
예산군

기타 역사자원

예산군 및
청양군

•녹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색채, 형태, 지붕형태 개선 방안 마련
•수덕사 대웅전, 보덕사, 충의사 등과 같은 산림 내 역사자원과 연계
한 경관형성방안 마련
•내포문화관광루트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특성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중점경관 관리방안 마련
•가독성이 부족한 역사자원 주변 안내판 정비 및 진입성 부여를 통한
접근로 활성화 경관관리 방안 마련
•가독성이 부족한 역사자원 주변 안내판 정비 및 진입성 부여를 통한
접근로 활성화 경관관리 방안 마련
•역사자원 주변의 건축물 외관 및 높이 규제를 통한 역사경관자원의
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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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사 및 분석

관리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중점과제3_홍성 구도심 공동화 관리 및 경관 형성

현황
•인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내포신도시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홍성 구도심의 변화가
예상됨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내포신도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도로의 확장 및 주변 경관적 변화가 예상됨

문제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홍성읍 구도심 공동화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
•내포신도시와 홍성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 및 주변 인공물 증가에 따라 경관 변화가 예상됨

▷내포 신도시 조성 이전의 홍성 구도심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청대로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구도심의 활력을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활성화 계획수립
유지 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관리를 통한 우범화 방지
경관 형성
•특성이 부각되는 역사, 문화적 경관 형성
도로의 확장 및
•도로 확장 및 인접지 인공물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 최소화
도로 확충에 따른
•내포 신도시와 홍성구도심을 잇는 도청대로변 특화 가로 조성 및 주요 시설 연계
경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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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홍성 구도심

도청대로변

해당 시·군

홍성군

홍성군
예산군

계획방향

•도시재생사업 및 시민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구도심 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충남도청 이전에 대응하여 확장될 내포신도시 및 주변지역 도로변에
관한 경관 관리 방안 마련

•내포신도시과 구도시를 연결하는 주도로인 도청대로변 경관 특성화
방안 마련
•내포 신도시로의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확장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도청대로변 녹지자원에 대한
경관보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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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중점과제4_문화자원을 활용한 전이공간 계획

현황
•홍주목, 수덕사, 김좌진 생가지, 한용운생가지, 추사고택 등 지역문화자원이 풍부함
•내포문화 관광자원이 권역 내에 조성되며 기타 자원들과의 연계가 가능함

문제
•내포문화자원이 산재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및 관광연계방안 미비
•단조롭고 획일적인 방식의 문화자원 활용으로 도민들의 사용 저조

▷문화자원의 단조로운 활용(추사고택 주변)

▷인지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자원(수덕사 입구)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친 도민
문화공간 형성
내포문화의
정체성 강화

262

지침방향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형성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접근로를 경관중점관리구역지정 검토

•내포 문화 관광자원과 기타 역사자원을 연계하여 내포문화의 정체성을 형성
•문화자원의 상징성 강화 및 접근성 강화

07. 실행계획

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김좌진 생가,
한용운 생가,
용봉산 마애석불,
수덕사,
충의사
(내포문화관광루트)

홍성군
예산군

기타 역사자원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계획방향
•내포 문화권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포 문화자원들의
특성 있는 경관형성 방안 마련
•내포 문화 관광루트와 기타 역사자원들의 통합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
•가독성이 부족한 역사자원 주변 안내판 정비 및 진입부 특성부여를
통한 접근로 활성화와 경관관리 방안 마련

•지역의 공공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개방적인 문화자원
공간계획 수립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고 매력적인 친 도민적 문화자원 활용
방안 마련
•진입부 및 안내시설정비를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263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2-2-4 역사문화권역 설계지침

권역구분

역사문화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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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중점과제 1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주변 경관관리

중점과제 2

금강변 역사문화자원의 경관관리

중점과제 3

금강변 도로에서의 열린 조망관리

중점과제 4

도 경계부 관문 경관 관리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관리

중점과제1_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주변 경관관리

현황
•금강사지, 무량사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음
•다수의 역사문화자원이 녹지자원과 인접하여 역사문화자원과 녹지자원의 연계가 가능함

문제
•권역 내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홍보 및 인접 자원간의 연계가 부족함
•역사문화자원의 진입부 및 안내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접근성이 저하됨

▷녹지자원과 인접한 역사문화자원

▷역사자원과 이질적인 경관(무량사 인접마을)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역사문화 자원
보전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역사문화 자원
주변 경관관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

접근하기 쉽고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
조성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방안 마련

•주요 진입도로에서의 상징성 강화

•역사문화자원 입구부 및 버스 정류장 등 진입공간에 대한 상징성 강화
•역사문화자원으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접근로 주변 경관 관리

265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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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금강사지

부여군

계획방향
•진입부 및 안내시설정비를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마련

•진입부 및 안내시설정비를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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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

부여군

•무량사로 진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인접마을의 경관이 역사문화
자원과 이질적으로 형성되어, 역사문화자원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므
로, 인접마을 진입로 변에 대한 경관형성방안 마련

동학사

공주시

•역사문화자원이 녹지자원과 인접하여 쾌적한 진입환경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마곡사

공주시

•주요 진입도로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방안 마련

수리치골성지

공주시

•진입부 및 안내시설정비를 통한 접근성향상 방안마련

관리

중점과제2_금강변 역사문화자원의 경관관리

현황
•부여군청 부근 금강변과 공산성 부근 금강변에 다수의 역사문화자원이 분포
•역사문화자원 대부분이 수자원(금강)과 녹지자원에 모두 인접

문제
•역사문화자원의 진입부 및 안내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접근성이 저하
•금강과의 연계 및 인접 자원간의 연계가 부족

▷역사자원에서 바라본 금강 경관(공산성)

▷가독성 부족한 역사문화자원변 도로(궁남지)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금강과 조화로운
•수변과 어우러지는 역사문화자원 경관 형성 및 관리
역사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접근로를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검토
경관형성
금강과
역사문화자원의
연계성 강화

•금강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관광루트 조성 검토
•금강과 역사문화자원 관광루트 조성시 연결로변 특성 있는 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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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정림사지

부여군

•주변 건축물 외관 및 높이 규제 등을 통한 역사경관 자원의 경관개선
•가독성이 부족한 궁남지 주변 안내판 정비 및 진입부 특성 부여 등의
개선을 통한 접근로 활성화 및 경관관리 방안 마련

궁남지

부여군

•궁남지와 이질적인 주변 건축물로 부조화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원 주변 경관 관리 방안 마련
•궁남지로의 시각적 차폐가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규제방안 마련

무령왕릉

공주시

•주변 건축물 외관 및 높이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관관리방안 마련

국립공주박물관

공주시

•금강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결 도로변 경관형성방안 마련

공산성

공주시

•공산성 내 금강으로의 조망점 설정 및 전망공간을 마련하고 시각적
차폐를 일으키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건축물 및 시설물의 외관, 높이, 지붕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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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중점과제3_금강변 도로에서의 열린 조망관리

현황
•금강에 면한 도로에서 아름다운 금강의 수변경관을 즐길 수 있음
•일부 구간은 금강변 도로에서 열린 조망을 위한 정비가 완료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문제
•금강과 어울리지 않는 도로변 시설물로 인한 금강변 경관 훼손
•주변 도로 및 주요 거점에서 수변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짐

▷금강변 651 지방도로

▷금강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금강변으로의 조망을 가로막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규제

개방적 조망경관
•금강변 경관 조망점, 경관도로 등 수변경관 조망구간을 설정하여 금강변의 아름다운
형성 및 관리
경관을 바탕으로 관광 명소화 추진

금강과 조화로운 •금강변 건축물 및 시설물 경관관리
경관연출
•금강변으로 접근성 강화 및 친수공간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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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651번 지방도

부여군
공주시

•금강변 도로에서의 열린 조망을 위한 도로 정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금강 수변경관을 차폐하는 도로변 시설물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북포로

부여군

•금강의 특성을 살린 친수공간 계획수립
•금강으로의 조망을 방해하지 않으며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휴식ㆍ여가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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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벽로

공주시

계백로 백제교
조망점

부여군

웅진로 금강교
조망점

공주시

부여군청
인근 조망점

부여군

•금강변 도로에서의 열린 조망을 위한 도로 정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조망점에서 가시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금강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에 관한 규제방안 마련
•조망점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조망점과 인접하여 금강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계획 수립

관리

중점과제4_도 경계부 관문 경관 관리

현황
•충청남도의 역사문화권역은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인접하여 충청남도로 진입하는 동-서 연결가로
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도와 시를 잇는 국도변은 대전시와 세종시를 알리는 안내체계는 잘 되어 있으나 충청남도의 상징요소
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 경계부의 입구성 및 지역 홍보가 부족함

문제
•충청남도 진입부의 안내시설 및 공주시의 도시지역특성을 부각하는 경관 정체성 미흡으로 인지성 저하
•금강변 일대에 청벽수상레저를 중심으로 음식점이 밀집하여 청벽대교를 끼고 공주시와 세종시의 금강
변 경관이 경관적 부조화를 형성

▷공주시(충남)와 대전시의 접경지역(삽재교차로 인근)

▷청벽대교를 중심으로 위(세종시 장군면), 아래(공주시 반포면)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금강과 조화로운
•수변과 어우러지는 건축물 디자인 및 색채, 광고물 계획
자연친화적인
•금강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과의 경관 협약을 통한 연계성 있는 조화로운 경관 형성
경관 관리
인근시로 이어지는
•충청남도 진입경관의 상징성을 고려한 안내 사인 체계화
주요 연결도로의
•도 경계부 자연 경관 개선 및 인공시설물 경관 관리
경관성 강화
도 경계부
산림자원 보전 및 •도 경계부 주요 산림의 경관 보전과 등산로ㆍ진입부 관리를 통한 인접 도시의 주말
휴양 인구 유입 및 충청남도 관광 활성화로 연계
입구 경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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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금강 청벽대교
인근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입구 삽재 교차로
일대

계획방향
•주변 수변 및 녹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건축 외관 계획
•인접한 세종시 장군면 금강 자연휴양림 일대와 금강변의 조화롭고
연속적인 자연 친화적 경관 형성⋅
•금벽로(32번 국도)는 대전시 덕명개발구역 및 학하택지지구로 연결
되는 도로로, 도 경계부 계롱산국립공원 진입부 일대의 자연친화적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물 및 광고물, 건축물 계획을 수립

공주시

•진입경관 형성 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이미지로 형성 권장
(인공미가 강한 대형 구조물 설치 지양)
•대전시 관문경관사업과 연계하여 조경을 활용한 법면 경관 개선 및
상징 가로수 연계 권장

천태산 진입부

공주시

•세종시와 대전시 접경부에 위치하여 주말 휴게 및 등산 등 인근
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자연경관 관리

계룡산 진입부

공주시

•등산로 진입부 경관 개선 및 안내 사인 정비 등 인접 시의 연계
도로에서 안내 체계 정비를 통한 관광활성화 유도

1, 32번 국도
604, 627번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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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산성 국도변 충청남도 진입부 인공 시설물 정비 및 식재 개선을
통한 입구성 강화
•세종시 및 대전시로 이어지는 지방도변 불법 적재물 개선과 농ㆍ산
촌 경관 관리

2-2-5 남부권역 설계지침

권역구분

남부권역

중점과제
중점과제 1

근대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주변경관관리

중점과제 2

산악경관 관리 및 형성

중점과제 3

농촌마을의 환경개선 및 활성화

중점과제 4

도 경계부 역사문화자원 및 산림자원의 경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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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03.경관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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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관설계지침

중점과제1_근대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주변경관관리

현황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구 강경노동조합 건물 등 다양한 근대역사문화자원이 강경읍 일대에 산재
⋅인접한 근대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가 가능함

문제
•인접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홍보 및 인접 자원 간 연계가 부족함
•역사문화자원의 안내시설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이 저하됨
•근대문화자원과 이질적인 건축물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됨

▷근대 역사문화자원(구 남일당 한약방)

▷근대역사문화자원과 이질적인 주변경관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근대역사문화자원 •방치된 근대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보전 및 복원
•훼손된 근대역사문화자원의 복원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근대역사문화자원의 진입부에 특성 있는 경관형성
조화로운 주변 •근대역사문화자원과 조화로운 인접 건물 및 경관 형성
경관형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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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구 한일은행 전면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자원경관이 훼손되므로 경관관리를 위한 규제 시행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자원과 조화로운 주변 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경관관리 방안 마련
-건축물 외관, 재료, 스카이라인 관리
•후손의 관리로 상당히 보전이 잘 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보전 및 관
리를 위하여 지원방안 마련

구 남일당 한약방

⋅자원으로의 홍보 및 안내시설이 부족

논산시
강경읍
구 강경노동조합

•전면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자원경관이
훼손되므로 경관관리를 위한 규제 시행
•근대역사문화자원은 아니지만 심하게 낙후된 자원 주변 건축물에
대한 보수를 통하여 조화로운 역사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건축물 외관, 재료, 스카이라인 관리

강경화교학교

•방치된 폐교에 대한 원형에 가까운 복원방안 마련
•진입부 및 안내시설 정비를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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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2_산악경관 관리 및 형성

현황
•대둔산 도립공원과 계룡산 등 풍부한 산림으로 형성된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사시사철 등산객이
방문, 충청남도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문제
•산림 내 도로변에 입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산악경관을 훼손함
•늘어나는 등산객에 대응한 상업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산악경관의 훼손 우려 높음

▷산악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

▷도립공원 자연경관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녹지자원 훼손이 심한 지역의 경우 자연 휴식년제 시행 검토

산악경관 보전 및
•경관훼손 우려지역은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 경관관리 실시
관리
•산악 내 시설물 및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등산로, 탐방로 등을 통한 산악 네트워크 경관 형성

산악네트워크 형성 •산악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상업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집중적 경관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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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경우 경관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녹지
경관보전을 위하여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적 경관관리

대둔산 도립공원

금산군

•대둔산 도립공원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으로 인하여 산악경관
이 훼손됨에 따라 입간판 설치에 대한 규제 시행
-입간판 설치 규제 : 입간판 설치허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자연소재
적극 적용 및 조화로운 디자인 등
•많은 등산객에 대응한 상업용도 건축물 및 인공 시설물 설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악경관과 조화로운 주변지역 경관관리 방안 마련

계룡산

계룡시

•장태산 자연휴양림과 연계된 산악경관의 연속성 갖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
•산악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관한 규제 방안 마련

•주요 산맥과 연속적인 녹지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기타 산악자원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대체로 잘 보전되어 있는 녹지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녹지경관보전 방안 마련
•산악과 접하는 주거지역의 경우 산악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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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3_농촌마을의 환경개선 및 활성화

현황
•평야 내 구릉지를 배경으로 취락지가 입지하며 농경지 주변으로 농사관련 시설물 위치한 농촌마을이
권역 전반에 분포
•논산시과 금산군, 계룡시 내에 수평적인 지형의 농경지가 넓게 퍼져있어 평탄한 전원적인 경관을 형성
하고 있음

문제
•주변 농경지에 점적으로 입지한 취락가옥의 입면형태 및 색채에 의한 농촌경관 훼손
•농경지와 취락지 주변에 위치한 농사관련시설에 의한 평야 경관의 연속성 단절

▷농경지 경관

▷농촌 취락가옥의 색채로 인한 경관 부조화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농경지 및 주변
구릉지 경관자원에 •호수, 구릉지, 농경지가 어우러진 주요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대한 경관저해요인 •농경지 내 취락지구의 건축행위에 대한 심의제도 수립 검토
사전방지

•연접부에 주거시설 신규 입지시 고층 및 단독(나홀로 아파트)건축을 지양하고 주변과

시가지의 농경지
의 조화를 유도하는 규모 및 지붕형태를 권장
경관 침해 시
경관영향 최소화 •축사 및 창고 등의 시설물 입지시 지붕 및 벽면 색채의 원색을 지양하고 소규모 건
축물이 단지형으로 건축되는 건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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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명

해당 시·군

계획방향

논산시

•농경지 주변으로 입지한 취락 가옥의 무질서한 입면 형태 및 색채
의 다양함에 의한 전원적 농촌 경관훼손관리 방안 마련
•취락지 주변의 농사 관련 시설에 의한 평야 경관의 연속성이 단절
되므로, 이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남부권역
내
계룡시
농어촌
마을

•농경지와 시가지가 연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관차폐 및 훼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농경지가 주변으로 둘러싸여 형성된 전형적인 농경지 경관을 형성하
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경관관리방안 마련

금산군

•수변경관과 어우러진 농촌 마을에서는 점적으로 입지한 취락가옥의
입면 형태 및 색채에 의한 전원적 농촌 경관의 부조화가 발생하므
로 이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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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4_도 경계부 역사문화자원 및 산림자원의 경관 관리

현황
•충청남도의 남부권역은 전라북도와 인접하여 강경읍 및 대둔산 도립공원, 남이휴양림 등 역사문화자원
과 산림자원이 연계되는 지점이 많음
•충청남도의 남부 경계가 되는 전라북도의 북부지역은 군산시와 익산시 등 중심시가지권역과 완주군 및
진안군 등 동부 청정산악권역으로 전라북도의 중점적인 인공ㆍ자연 경관 관리가 계획되고 있는 만큼
연계성 있는 경관관리가 요구됨

문제
•충남 논산시와 금산군, 전북 완주군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대둔산 도립공원은 지역별로 등산로와 공원
입구가 조성되어 있지만 삭막한 건축물 및 광고물 난립으로 도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음
•전북 익산시와 경계로 연결되는 논산시 강경읍은 도 진입부의 노후된 건축 외관 방치 및 나대지 관리
소홀로 부정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 대표 근대문화역사자원이 밀집한 강경읍 일
대의 경관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개선이 요구됨

▷논산시 벌곡면 대둔산 도립공원 입구(수락계곡길)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의 도 경계부(호남로)

목표 및 방향
지침목표

지침방향

강경읍
•강경읍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진입 경관 형성 및 관리
역사문화지역 도 •전라북도 익산시 평야지역에서 강경읍내로 진입하는 도 경계부의 인공 경관 이미지
진입경관 개선
가 노후되고 삭막한 충청남도의 이미지로 평가되지 않도록 관리
•도 경계부 주요 산림의 경관 보전과 등산로ㆍ진입부 관리를 통한 인접 도시의 주말

도 경계부
휴양 인구 유입 및 충청남도 관광 활성화로 연계
산림자원 보전 및
입구 경관 관리 •주변 지역에 걸쳐 지역별로 형성된 공원 및 산책로 진입부의 건축ㆍ인공시설물 관리
로 자연친화적이고 통일성 있는 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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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명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부
(대둔산로)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부
(수락계곡길)

논산시 강경읍
진입부 망성
도정공장 부근
(계백로)

해당 시·군

계획방향
•대둔산 도립공원 입구를 중심으로 충남 금산군 진산면과 전북 완주
군 운주면이 맞닿아 있는 지점에 현재 설치된 공원 진입 상징게이트
를 기점으로 도 경계가 형성되어 있어 통합적인 경관관리방안 요구

금산군
•도립공원의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함께 계획하여 대둔산로 주변 옹벽 및 구조물과 대형 관광버스 주정
차로 혼잡한 입구부 경관 개선

논산시

논산시

•대둔산 도립공원의 논산시 진입부인 수락계곡은 입구부의 대형 건축
물과 주변 판매시설의 대형 입간판으로 공원 입구를 기점으로 부조
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간판개선 및 가로 경계부 경관관리
를 통해 주변 산악경관과 조화로운 진입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논산시 강경읍 남부는 전북 익산시와 연접하여 충남과 전북의 경계
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강경읍은 근대역사문화로 충남의 대표적인
경관 거점 도시로서 진입부 경관 개선이 요구됨
•강경읍의 도 경계부에 위치한 망성도정공장은 노후된 건축물 방치로
진입 경관의 저해요소로 인식되므로 주변 관리 및 외관 개선을 통한
경관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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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관축별 설계지침의 개요
축별 설계지침의 목표 및 역할
•충청남도 경관구조 중 주요 경관축에 대한 경관계획을 반영하여 경관축별 설계지침 수립
•경관축에 속하는 주요 자원별로 구체적 장소를 기반으로 경관설계지침 제시
•해당 시·군에 반영 가능한 충청남도 경관축별 설계지침 제시

축별 설계지침의 구성
축구분

경관축에 속한 주요 경관자원별 설계지침 제시

해안축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변 및 남북 연안부(태안항 주변, 보령방조제 주변)

금강변 지역(남부)

하천축
삽교천 인근 지역

광역 녹지축

금북정맥 / 금남정맥 녹지축

지역 녹지축

연안연결 녹지축 / 도시형 연결 녹지축 / 생활형 연결 녹지축

녹지축

철도 주변구역

고속도로 주변구역

도로축
주요국도 주변구역

테마형 상징도로 주변구역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중점과제 중 지침화 할 수 있는 과제 선별

축별 설계지침의 내용

▷ 축별 설계지침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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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2-3-1 해안경관축 설계지침
해안경관축에 속한 주요 경관자원 분류

2-3-1-1. 이원방조제  태안해안국립공원 - 장항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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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이원방조제  태안해안국립공원  장항신항 연안부

친수형 해안경관 정비를 통한 서해안 관광벨트 활성화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연친화적 개발유도
해안도로의 연결

해안변 조망확보

개별건축물 경관개선

도로경관 개선

산업단지 경관개선

도로시설물 개선

경관계획 중점과제
형

해안축의 연계성 강화 및 해안관광 거점화
⋅ 해안도로의 연결 및 방조제 경관개선

성
관

⋅ 항구, 항만 및 소규모 해만의 해안관광 거점화

관광자원 경관관리
⋅ 관광지 상업건축물 경관개선

리
관

⋅ 해안과의 연계성 강화

대규모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관리
⋅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 추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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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과의 연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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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해안축의 연계성 강화 및 해안관광 거점화

세부전략 A. 해안도로의 연결 및 방조제 경관개선

서해안 경관도로 체계수립 및 네트워크

· 77, 32, 29, 40, 21, 4번 국도를
서해안 경관도로로 지정하여 서해안
경관도로의 네트워크화

방조제 야간조명 계획
· 방조제 구간의 야간조명을 통해
서해안변의 특성화 및 개성화 추진,
해안경관으로의 이미지 제고

적용지역

설계지침
•경관도로 내외에서의 서해안 경관 자원 인식도, 경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서해안 경관도로의 지정 및 연계

77, 32, 29, 40, 21, 4번 국도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이원방조제 (태안군 이원면)
서산방조제 (당진시 석문면),
대호방조제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당진시 송산면)

•경관도로 정비 시,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도로의 성격, 선형상태, 장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한 특화로 장기적
유지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도
•경관도로는 통일된 디자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완충녹지 부분은
해안경관과 조화롭고 관리가 용이한 수목으로 식재

경관도로 지정 및 연계

보행로, 자전거 도로 형성

자연과 조화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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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 B. 항구, 항만 및 소규모 해만의 경관관리

항구, 항만 및 소규모 해만 경관관리를
통한 해안관광 거점화
· 태안항, 보령신항, 대천항, 홍원항,
장항신항 등의 항구와 항만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해안 관광을
활성화
· 양호한 경관을 보유한 지역을 대
상으로 조망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
램을 도입하여 해안관광의 거점화
유도

적용지역

설계지침
•항구 및 주요 해안지점과 인근 시가지를 연계한 계획을 통해 도시
차원에서의 접근성 증대

태안항
보령항
대천항
홍원항
장항항

(태안군
(보령시
(보령시
(서천군
(서천군

원북면)
오천면)
신흑동)
서면)
장항읍)

•항구에서 인식되는 주변 경관자원과 관광자원의 경관개선
•양호한 경관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이미지의 전망대
를 설치하여 조망권을 확보
•항구 전경과 주변 경관자원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조망시설 및 개방
감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휴게시설 등의 프로그램 배치로 관광
명소화
•주변 도시조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과 주변 해안관광자원
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주변 도시구조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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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의 설치로 조망권 확보

광장 및 공원 조성

관리

관광자원 경관관리

세부전략 A. 관광지 상업건축물 경관개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경관형성
·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에 난립
한 업소 및 임시 판매장들의 형성을
막고 해안변 상업시설 및 횟집 등
미관개선을 통해 종합적 환경 정비
계획 마련

· 서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해안과 조화로운 건축물 경관
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적용지역

설계지침
•해안 상업시설의 경우 건축물 외벽디자인 및 전면공간 계획 시 해안
과의 조화를 고려

만리포 (태안군 소원면)
안면도 (태안군 안면읍)
대천 (보령시 대천5동)
무창포 (보령시 웅천읍)
춘장대 (서천군 서면)

•지역적 특성,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으로 관광지 특성화
•개별 건축물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다양성 있는 관광지 경관 조성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및 건축물의 규모, 높이, 형태, 외관, 재질
등 건물의 전면성 도모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형성

해안과 조화로운 디자인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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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 B. 해안과의 연계성 강화

관광지로의 접근성 강화
· 해안변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향상하
기 위해 연결가로를 형성하고 가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입 및 시설
배치를 통한 해안과의 연계성 강화

적용지역

설계지침
•관광지(해수욕장 포함) 주변 지역은 인접 관광지의 테마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여 관광지로서의 인식성 확보

만리포해변, 백리포해변 ,
천리포 수목원, 의항리 해변,
•주요 관광요소에 대한 조망지점과 조망축 설정
구름포해변, 파도리 해변
(태안군 소원면)
•개별 건축물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다양성 있는 관광지 경관 조성
먼동해수욕장 (태안군 원북면)
안흥성, 가의도 (태안군 근흥면)
•해안변 관광지 접근가로의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의 디자인 가이드
안면송림 (태안군 안면읍)
라인 조성
부석사 (서산시 부석면)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및 건축물의 규모, 높이, 형태, 외관, 재질
등 건물의 전면성 도모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형성

관광지로의 접근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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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으로의 접근로 확충

접근가로 활성화

관리

대규모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관리

세부전략 A.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 추진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 추진
· 주변 자연환경 및 도시구조를 반영
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해안 및 녹지
자원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

· 해안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해안
이미지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경관상세계획을 통해 통합적인 개발을
유도

적용지역

설계지침
•해안 인근의 산 및 기존 지형, 자연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구릉지를
보존하여 해안경관의 훼손 최소화

서천군 홍원항, 태안군 안흥항,
•개발사업지의 지형과 원근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차등적으로 규제
서산시 삼길포항
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 지정 등을 고려
(다기능 어항개발)
•지역 환경과의 경관조화를 고려하여 개발사업지 내 녹지를 충분히
태안군 신두리 사구해안
확보
(생태보존지역1호)
보령시 원산도, 효자도, 장고도, •정비사업간의 연계성, 주변지역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해안 자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통합적 해안경관 유도
당진시 소난지도
•개발사업간의 단절을 막기 위해 외부 공간 및 가로의 연계

자연지형의 보존 및 조화

지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설정

충분한 녹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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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 B. 해안과의 연계성 강화

해안과의 연결가로 형성 및
외부공간의 조성
· 대규모 개발 및 택지개발 시 해안으
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가로를
형성하고 외부공간을 해안변으로 연
계하여 해안경관의 활성화를 도모

적용지역

보령시
보령시
태안군
태안군
홍성군

웅천읍
신흑동
안면읍
남면
서부면

설계지침
•해안과의 통합계획으로 수변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로의 시각적 흐름
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관축 및 연결가로 형성
•해안연결가로의 경우, 가로활성화를 위한 수변 문화 프로그램 도입으
로 활력 있는 가로 형성
•지상연결 브릿지 및 보행데크 등의 해안과 연결가로를 형성할 수 있
는 접근로의 확충
•해안변 레저 시설 및 해수욕장과의 유기적 연계로 활용도 증대
•인접 도시의 주요도로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접근로 형성으로 접근
의 편리성 증대

주변지역과 유기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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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변과의 통합계획

해안변 시설로의 접근로 계획

2-3-2 하천경관축 설계지침
하천경관축에 속한 주요 경관자원 분류
2-3-2-1. 금강변
2-3-2-2. 삽교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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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금강변

하천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수변경관 활성화 및 풍부한 자연경관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도모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금강구역의 자연성 회복

경관계획 중점과제
보

하천 활성화를 위한 금강변 수변공간 재생 및 보전
⋅ 수변공간의 활용

전
형

⋅ 생태환경의 정비 및 관리

하천 경관개선을 위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 주변 농경 및 취락지 경관 관리

성
관

⋅ 친수공간 및 친수시설 조성

하천 경관개선을 위한 인접 도로시설물 경관관리
⋅ 도로시설물 경관 개선

리

292

⋅ 교량경관 개선

금강주변지역 경관관리

07. 실행계획

보전

하천 활성화를 위한 금강 주변 수변공간 재생 및 보전

세부전략 A. 수변 공간의 활용

주변의 도시구조를 반영한
금강변 접근로 개선 및 확충
· 금강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육교 및
횡단보도 등 접근시설의 확충과 정비
를 통해 하천변으로의 다양한 접근로
확보
· 수변으로의 접근성 및 입지성 강화
를 통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 금강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조망
하면서 경관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
는 주요 조망점 및 휴식공간을 설정
하고 조망데크를 조성

적용지역

설계지침
•수변 생활공원 및 보행자를 고려한 산책로 조성

공주시 신관동, 금성동
부여군 규암리
서천군 마서면, 화양면

•인접시가지의 주요 도로축과 연계성을 고려한 접근로 조성으로 수변
으로의 접근성 및 편리성 증대
•주요 조망점 설정을 통한 조망데크 조성
•금강변에 여가 및 문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나 물을 활용한 친수
오픈스페이스 조성 유도
•여가, 문화,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사람들의 수변공간 활용도 상승

보행 데크 조성

여가, 문화, 휴식공간 조성

다양한 접근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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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 B. 생태환경의 정비 및 보전

수변 보전지역 및 생태 습지 등의
하천주변 생태계 보전
· 금강 주변에 인접한 부여 및 서천군
과 인근 취락지 지역의 수변공간에
공공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수
변으로의 활동과 휴식을 유도

적용지역

설계지침
•콘크리트 인공 호안을 친자연형 둔치로 정비하여 생태계 복원

서천군 (금강갑문 지역)
부여군 부여읍
(금강 4경 구드레지구)
부여군 백제보
(금강 5경 왕진나루)

•보호·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변 경관지구 또는 생태계
보전지구 지정을 검토
•수변 보존지역 및 생태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생태공원, 전망대 등
의 공간을 조성하여 수변생태계의 시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유도
•금강 8경을 대상으로 친수공간, 수변공간 등과 같은 프로그램 도입
으로 직접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생태교육, 생태캠프 등 다양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으로 통하여
체험중심의 생태계환경을 형성하도록 유도

친자연형 둔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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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공원 조성

콘크리트 인공호안 지양

형성

하천 경관개선을 위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세부전략 A. 주변 농경 및 취락지 경관 관리

농경취락지 경관관리
· 금강변 대부분의 경관을 차지하고
있는 농경취락지의 노후화된 시설물
및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 경관을 저해하는 건설자재 적치물,
창고 및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가설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적용지역

설계지침
•인근 지역 내 유사형태와 색채사용으로 통일감 있는 경관형성

부여군 규암면
부여군 부여읍
공주시 우성면
공주시 쌍신동
금강대교 일대

•지역적 특성,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으로 농경지 및 취락지 관리
방안 마련
•농경 취락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생울타리, 식재공간, 구릉지지형,
농경지 등 특유의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친환경적 경관
형성 유도
•상업 건축물의 외장재 및 옥외광고물 재료의 경우 염해에 부식이
적고, 내구성이 강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를 사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의 가설시설물 난립을 막고, 부득이 하게 설치
할 경우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관 저해를 지양

통일감 있는 경관형성

농경 취락지의 경관자원 활용

비닐하우스 난립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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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 B. 친수공간 및 친수시설 조성

친수공간의 네트워크화
· 금강 양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양호
한 구릉지 및 수변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공공 공간과의 접근로 정비를
통해 친수공간의 네트워크 조성

조망대상 설정 및 도로변 조망구간
또는 조망점 설정
· 금강변 수변경관자원 및 주요 진입
부, 가시권역 등 결절점을 중심으로
조망점 및 조망구간을 설정하여 시각
적 개방감 확보를 통한 연계성 강화

적용지역

설계지침
•산책로, 자전거도로의 연속적 배치

금강 8경 자전거길
논산시 강경읍
부여군 나래공원
공주시 웅진공원

•하천변에서 산으로의 접근로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ㆍ연계로
녹지 네트워크 조성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는 단차 없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보행 및
주행의 연속성 확보(교차로, 보도 턱 지양으로 편리성ㆍ안전성 고려)
•인근공원으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접근로를 조성
•금강변 하천과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통합적 계획

보행의 연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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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확충

조망 데크 설정

관리

하천 경관개선을 위한 인접 도로시설물 경관관리

세부전략 A. 도로시설물 경관 개선

금강변으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위한
도로변 시설물 개선
· 금강변 조망을 저해하는 과도한 크
기 및 색채의 도로시설물, 옥외광고물
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수변으
로의 조망을 확보

적용지역

설계지침
•도로에서 금강변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과도한 식재지양 및 방음
벽, 담장, 펜스 등의 수직구조물 최소화

부여군 세도면
공주시 웅진동
(공주시 인근지역)

•노후된 도로변 시설물의 개선 및 조형미를 부여하여 금강변의 경관
및 상징성 향상
•도로 시설 및 광고판의 재질, 색채가 금강변과 조화되도록 통합계획
•도로변 시설물(교량, IC 교각 하부)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하천변 경관개선
•경계부 오픈스페이스 조성 및 다양한 편의시설 배치로 조망공간 확장

적극적인 도로 녹화

수변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방음벽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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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 B. 교량경관 개선

수변경관과 조화로운 교량 형성 및 정비
· 금강 양측의 군과 시를 잇는 교량
중 노후한 교량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및 경관 개선으로 금강변과 조화로운
수변경관을 형성

· 금강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량 정비계획과 하천축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야간조명을 계획하여
랜드마크적 요소로 활용

적용지역

설계지침
•노후된 교량 정비 시, 조형미를 부여하여 금강변의 상징성 부여

금강 갑문, 금강대교
•하천변의 조망을 고려하여 과도한 식재 지양 및 방음벽, 담장, 펜스
웅포대교, 황산대교
등의 수직 구조물 최소화
부여대교, 백제교
백마강교, 왕진교
•교량, 인터체인지의 교각 하부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하천
웅진대교, 공주보, 백제큰다리 변 경관 개선
공주대교 신공주대교,
•교량 하부의 어두운 환경 개선 및 활용
청벽대교 금강교, 금남교
•인터체인지의 교각 하부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하천변 경관

대형 구조물 디자인 관리

298

교량 상부 쾌적성 향상

교량 하부 개선

하천경관축

2-3-2-2. 삽교천 지역(삽교호, 아산호, 신정호, 곡교천, 예당저수지)

하천 생태계 보존 및 하천변 공간 재생으로 삽교천 주변 활성화
하천변 자연자원의 보존

친수 공간 확보

주변 녹지자원과의 연계

경관계획 중점과제
보

하천 활성화를 위한 수변공간 재생 및 보전
⋅ 하천 자연자원의 보전

전
형

⋅ 자연 친화적인 계획으로 재생 가능성 향상

하천 경관개선을 위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 하천변으로의 접근성 증대 및 친수공간 확보

성
관

⋅ 주변 녹지자원과의 연계

하천 경관개선을 위한 인공물 경관관리
⋅ 공장밀집지역 경관관리

리

⋅ 주거지역 경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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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활성화를 위한 수변공간 재생 및 보전

세부전략 A. 하천 자연자원의 보전

삽교호 주변 구릉지 및 농경지역 보전
· 삽교호 주변부터 하천을 따라 예당
저수까지 형성되어 있는 낮은 구릉지
와 농경지역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경관적·생태적으로 양호한 수목과 녹지를
보전

적용지역

설계지침
•경관적, 생태적으로 양호한 기존의 수목과 녹지를 보전

당진시 신평면
아산시 인주면
예산군 신앙면, 예산읍,
대흥면

•기존 수변공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전
•경사지 개발 시, 장대형의 건축물을 지양하고 소규모의 단위로 분절
하여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기존 부지의 고저차를 이용
•경사지 개발 시, 대지면적의 평탄지 확보를 필요로 하는 개발을 지양
•자연 및 인공 생태 습지, 하천, 숲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자연형
하천의 보전

녹지 자원 훼손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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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형의 보전 및 활용

기존의 능선 보전

세부전략 B. 친수공간 확보

수변공원을 비롯한 공공휴식공간의 확대
· 삽교호에 인접한 농경취락지와 인근
시가지 지역의 수변공간에 공공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예당저수지까지의
수변 공간의 재생을 도모

· 삽교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공간
및 선인대교 하부 범람원을 활용하여
수변공원을 비롯한 친수공간을 조성
함으로써 활기찬 수변 공간 조성

적용지역
아산시 선장면
예산군 응봉면
(예당호 조각공원)
예산군 예산읍
(창소유수지공원)
삽교호 국민관광지
삽교호 함상공원

수변공원의 활성화

설계지침
•인접한 공원 및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수변 공원을 조성하여 활력
있는 수변 경관 유도
•시가지 고수부지에 휴식 및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공공 오픈스페이스
조성
•수변 테마 공간 및 테라스, 야외무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연출
•교량 하부공간을 활용한 휴식 및 문화 공간 조성으로 친수공간의
활용도 증대
•삽교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공간 및 선인대교 하부 범람원을 활용
한 휴식 및 문화 공간 조성으로 수변 친수공간의 활용도 증대

휴식 및 체육시설 도입

수변 테마공원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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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경관개선을 위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세부전략 A. 하천변으로의 접근성 증대 및 친수공간 확보

주변의 도시구조를 반영한 삽교호 및
예당저수지 접근로 개선 및 확충
·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주변지역
및 취락지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해
하천변으로의 접근성 및 입지성 강화
를 통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교량 주변
에 육교 및 보도 등 접근시설의 확충
과 정비로 다양한 수변 접근로 확보

적용지역

설계지침
•기존 교량 디자인 및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접근성ㆍ경관성 향상

37, 70, 623, 616 국도
삽교호 주변 (서해대교)
예당저수지 주변
(당진상주고속도로)
삽교대교, 선인대교, 선우대교,
계촌교, 무한천교, 신원교,
예산대교, 동산교
아산만 방조제, 삽교천 방조제

인공미를 최소화한 데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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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공원 및 체육공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녹지네트워크 조성
•보행 조망 데크 확충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접근성 확보
•인접 지류하천 및 구릉지 등으로의 조망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접근로 조성 시, 시가지 양방향에서의 접근을 동시에 고려하고 접점부
에 상징조형물 설치로 입구성 부각

자연친화적인 접근 시설

조망 공간 형성

세부전략 B. 주변 녹지자원과의 연계

주변 녹지자원과의 네트워크화
· 양호한 구릉지 및 수변공간에 형성
되어 있는 공공공간과의 접근성 향상
을 위한 가로 정비로 녹지자원간의
네트워크 증대
조망대상 설정 및 도로변 조망구간
또는 조망점 설정
· 산악경관자원 및 주요 진입부, 가시
권역 등 결절점을 중심으로 조망점
및 조망구간을 설정하여 시각적 개방
감 확보를 통한 연계성 강화

적용지역

설계지침
•하천변에서 산으로의 접근로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연계로 녹지
네트워크 조성

봉수산 자연휴양림
(예산군 대흥면)
관모산, 금오산, 도고산 일대
창소 유수지 공원

•습지공원 및 체육공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녹지네트워크 조성
•수변 공원과 인근 녹지와의 프로그램 통합 유도
•자연 및 인공 생태 습지, 하천, 숲의 보전 및 연계 통해 자연형
하천을 보전
•인근공원으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접근로를 조성

주변 녹지자원과의 조화

프로그램 통합유도

인근 자연자원으로 접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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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경관개선을 위한 인공물 경관관리

세부전략 A. 공장밀집지역 경관관리

개별 공장 건축물 경관관리
· 수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노
후하고 폐쇄적인 공장의 이미지 개선

· 삽교천 주변 수변경관을 저해하는
대규모 공장건축물의 공작물 및 관련
시설물들의 경관관리를 통해 수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최소화

적용지역

설계지침
•주변과 조화로운 규모, 형태 및 스카이라인의 유도로 공장 건축물
경관 개선

아산시 인주 산업단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예산 일반 산업단지
(예산군 응봉면)
당진철구공업지역

•고채도 색상 사용을 지양하고,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경관개선
•건축물의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세련되고 쾌적한 가로 경관조성
•주변 산악경관 및 수변경관에 순응하는 규모와 입면 디자인 유도
•폐쇄적인 담장 철거 및 경계부, 제방 녹화 및 휴식공간 조성

주변과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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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녹화 및 휴식공간조성

중·저채도 색상으로 조화

세부전략 B. 주거지역 경관관리

수변과 조화로운 주거지역
건축물 경관관리
· 삽교호와 예당저수지 인근지역 수변
경관을 고려한 주거지역 형성으로 쾌
적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 구축

· 주변 수변환경 및 도시구조와 조화
되는 공동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단독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 마련

적용지역

설계지침
•수변 및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는 규모, 형태, 색채정비와 활력 있는
스카이라인으로 수변 주거지역 이미지 제고

아산시 인주면, 선장면
당진시 우강면
예산군 신암면, 대흥면,
광시면, 예산읍

•삽교천변에 형성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수변 조망을 고려한 배치 및 통경축 확보
•삽교천변 경관을 훼손하는 초고층 아파트 군집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외부공간은 인접공지 및 접근가로와의 연속성 확보

수변과 조화로운 배치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경관을 훼손하는 인공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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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부문별경관계획

2-3-3 녹지경관축 설계지침
녹지경관축에 속한 주요 경관자원 분류
2-3-3-1. 광역녹지축  금북정맥 / 금남정맥
2-3-3-2. 지역녹지축  연안 / 도시형 / 생활형 연결 녹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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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녹지경관축

2-3-3-1. 광역녹지축 - 금북정맥 / 금남정맥

금북/금남 광역녹지축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도시경관 창출
녹지경관 관리

녹지 조망 관리

주요 산맥 경관관리

경관계획 중점과제
관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
⋅ 녹지축과 연계된 시가지 및 농경지 관리

리
형
성
관

⋅ 주요 조망지점의 조망점 및 스카이라인 관리

산림자원의 연결 녹지축 조성
⋅ 녹지 네트워크 구축

녹지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
⋅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생태의 보전과 관리

리

⋅ 녹색체험 관광자원의 개발 및 경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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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

세부전략 A. 녹지축과 연계된 시가지 및 농경지 관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가로 식재 설치
· 지역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가로수
확충으로 도심 내 녹시율 증대 유도
녹지축 주변 건축물의
자연과 조화 유도
· 주요 녹지축 주변의 건축물은 벽면
및 옥상 녹화를 유도
· 시가지 내 녹지연계 기능의 식수대
및 옥상 녹화를 도입하여 시각적으로
녹지띠가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함

적용지역

설계지침
•가로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가로수 및 주
변 식재계획을 통한 친자연적 가로공간 형성 및 시각적 개방감 조성

금북정맥 녹지축변 연접부 전역
금남정맥 녹지축변 연접부 전역

•동식물의 주요 서식지 및 녹지 연결성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경관
을 도모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위화감을 주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의 가로수 식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개발행위
시 계획적이고, 자연환경에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
•과장된 디자인 및 색채포장의 지양으로 조화로운 시가지 건축경관
조성

지역적 특색반영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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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도입

녹화 공간 확보

세부전략 B. 주요 조망지점의 조망점 및 스카이라인 관리

도시 외곽의 산 및 도심 내 구릉지와
공원의 조망 확보
· 금북/금남정맥 본선 및 지선축의 산
악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하는 조망
점 설정과 건축물 높이 제한을 통한
조망확보

양호한 조망점 발굴 및 보전, 관리
· 시가지 주변의 양호 조망점 발굴 및
보전ㆍ관리

적용지역

금북정맥
(백화산, 팔봉산, 덕숭산, 가야산,
용봉산, 오서산, 성주산, 칠갑산,
광덕산)
금남정맥
(노성산, 계룡산, 만인산, 대둔산,
진악산, 천태산)

조망권 확보

설계지침
•교통 결절점, 주변 도시구조와의 연계지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점에 공원을 조성하고 벤치 등의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녹지 조망 공간 활성화 유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한 보전관리방안 마련
•녹지축 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조성 및 조망 데크 설치
•현재 개발이 허용된 도시계획시설 중 개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골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시 이를 제한하여 경관보전방안 마련

통경축 확보

다양한 스카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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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연결 녹지축 조성

세부전략 A. 녹지 네트워크 구축

유기적인 녹지의 연결
· 구릉지 및 공원 등의 주요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원녹지 및 산
림자원의 효과와 이용성 증진

단절된 녹지 네트워크의 연결
· 녹지 네트워크 상에 단절된 공간은
추후 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과 연계하여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적용지역

설계지침
•주요 공원들과 구릉지의 편리한 접근을 고려한 경관환경 조성

금북정맥 녹지축변 연접부 전역 •인접 시가지의 주요 도로축과 연계성을 고려한 접근로 조성으로 공원
금남정맥 녹지축변 연접부 전역
및 구릉지로의 접근 편리성 증대
•여가, 문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나 물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오픈스
페이스 조성 유도

친환경적인 접근성 강화

310

유기적인 녹지의 연결

오픈스페이스 조성

관리

녹지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

세부전략 A.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지정 및 생태의 보전과 관리

금북/금남정맥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 금북/금남정맥 인접 지자체와 협약
을 통한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지정 및
생태의 보전, 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

· 금북/금남 정맥의 능선 스카이라인
을 존중하고, 개발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적용지역

설계지침
•풍부한 녹지공간의 훼손을 최소화한 녹색도시 경관연출

덕산 도립공원
칠갑산 도립공원
계룡산 국립공원
대둔산 도립공원

•녹지축의 연속적 경관과 선적 리듬감을 부각시키고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요 국립공원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 보전 및 관리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경계부에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도입으로 금북/금남정맥의 경관을 보전
•능선 스카이라인의 보전 및 관리

자연지형의 보존 및 활용

능선 및 스카이라인 보전

녹지 훼손 최소화

311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세부전략 B. 녹색체험 관광자원의 개발 및 경관관리

녹지축 접근을 위한 보행공간의 조성
· 녹지축의 활성화와 이용증진을 위해
녹지축으로의 접근성 및 개방감 향상
계획 검토

· 녹지축으로의 원활하고 쾌적한 보행
접근을 보장하고, 녹지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행 공간조성 및 자전
거 도로와의 연계고려

· 시각적 범주 밖의 장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내 시스템(사인, 바닥포장,
식재 등)을 구축

적용지역

설계지침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용이한 접근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조성
•주요 조망축에는 녹지대를 확보하여 휴식공간, 보행로와 같은 오픈스
페이스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금북정맥 녹지축변 연접부 전역 •교통 결절점 등에 녹색체험을 위한 보행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설치
금남정맥 녹지축변 연접부 전역
를 통한 조망공간 활성화 유도
•개발과정에서 주요산맥 및 줄기와 연결된 산지(기준표고로부터 70m
이상인 지역)는 제척하여 보전
•주변 자연자원으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식재 관리 및 조망공간
조성

보행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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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 연계 및 개발

조망공간 활성화

녹지경관축

2-3-3-2. 지역녹지축 - 연안 / 도시형 / 생활형 연결 녹지축

지역 녹지 주변 경관요소의 관리 및 연속성 확보
녹지 네트워크 조성

도심지 연계 녹지경관

주거지 경관관리

경관계획 중점과제
관
리
관
리
관
리

연안 연결 녹지축 경관관리
⋅ 산림 녹지축 네트워크 조성 및 외부로의 조망경관 관리

도시형 연결 녹지축 경관관리
⋅ 도심지와 연계된 녹지경관 관리

생활형 연결 녹지축 경관관리
⋅ 주거지 및 보행로 경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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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연결 녹지축 경관관리

세부전략 A. 산림녹지축 네트워크 조성 및 외부로의 조망경관 관리

조망점 및 조망경관 형성
· 서해안의 해안림과 금북정맥의 산림
녹지축까지 이어지는 경관이 양호한
구간을 대상으로 조망데크 및 휴식공
간을 마련하여 외부로의 조망경관을
형성

적용지역

설계지침
•산, 구릉지 및 양호 녹지를 보전하고 조망을 확보

서해안변 해안림지역
금북/금남정맥 산림녹지축 지역

•개발제한구역과 연안 연결 녹지축이 중첩되는 지역은 향후 개발제한
구역 해제 시 보전용지로 지정하여 양호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계획적
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해안변에서 산으로의 접근로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연계로 주변
자연 자원과의 연계성 증대

산림 연결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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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 경관 형성

접근로 개선

관리

도시형 연결 녹지축 경관관리

세부전략 A. 도심지와 연계된 녹지경관 관리

도심지로의 녹지유입을 통한
도시형 연결 녹지축 조성
· 주변 도시구조를 반영한 녹지축으로
의 접근성 및 입지성 강화

· 도시형 녹지축변으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접근시설의 확충과 개선
으로 다양한 접근로 확보

· 산악경관자원 및 주요 진입부, 가시
권역 등 결절점을 중심으로 조망점
및 조망구간을 설정하여 시각적 개방
감 확보

적용지역

설계지침
•보행 조망 데크 확충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접근성 확보

서산시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부여군
공주시

팔봉면,
홍성읍,
구룡면,
문산면
부여읍
옥룡동,

갈산동
예산군 삽교읍
내산면

•접근로 조성 시 시가지 양방향에서의 접근을 동시에 고려

•공원과 인근 도심지와의 프로그램 통합 유도

반포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 공원 설치 및 접근로 조성

해안과 조화로운 디자인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주변 경관자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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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경관기본구상

관리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생활형 연결 녹지축 경관관리

세부전략 A. 주거지 및 보행로 경관관리

녹지와 조화로운 주거지역
건축물 경관관리
· 녹지경관을 고려한 주거지역 형성
으로 쾌적하고 친자연적인 이미지
구축

· 녹지환경 및 도시구조와 조화되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마련

· 녹지축과 어울리는 규모, 형태, 색
채의 정비와 활력 있는 스카이라인
으로 생활형 연결 녹지축변 주거지
이미지 제고

적용지역

설계지침
•수변 및 주변 녹지자원과 조화로운 규모,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형성으로 친자연적 주거지 경관 형성

서산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
예산군

부석면, 팔봉면
송악면
신풍면, 계룡면
화성면, 비봉면
광시면

•인접 주거 건축물과 조화로운 디자인, 색채 사용으로 통일된 주거지
경관 형성
•산지 및 구릉지 개발 시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경사지의 특성을
살린 전원형 주택, 저층/테라스형 주택으로 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 추진 시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녹지축과
중첩되는 지역은 녹지축을 중심으로 양간 최소 250m 이상 이격하
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녹시율이 높은 가로

316

통일된 주거지 경관

테라스형 주택 계획

2-3-4 도로경관축 설계지침
도로경관축에 속한 주요 경관자원 분류
2-3-4-1. 32번 국도 주변
2-3-4-2. 장항선 철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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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경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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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2-3-4-1. 32번 국도 주변

32번 국도의 주변 자연환경 도시구조 및 특성과 조화되는 도로축 경관 조성
32번 국도 상징성 강화

경관계획 중점과제
관

상징성 강화 및 교차로 주변 경관관리
⋅ 32번 국도의 상징성 강화

리
형

⋅ 교차로 주변 경관관리

시가지 지역 경관형성
⋅ 통일성 있는 시가지 건축물 경관 관리

성
관

⋅ 보행친화적 가로공간 형성

비시가지 지역 경관관리
⋅ 일반건축물 경관관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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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건축물 경관관리

도로 경관 개선

도로변 건축물 경관관리

07. 실행계획

관리

상징성 강화 및 교차로 주변 경관관리

세부전략 A. 32번 국도의 상징성 강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가로 식재설치
· 각 지자체별로 연결 녹지축의 식재
를 동일성을 가지되 주요 구간에는
차별화된 식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을 확립하고 각 시가지의 중심 도로
로서 상징성 강화

도로 시설물 정비를 통한 이미지 개선
· 도로 시설물, 도로 조명, 표지판 등
의 정비를 통하여 정연하고 특색있는
가로경관 형성

· 과다한 시설물 및 삭막한 녹지환경
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설계지침 마련

적용지역

설계지침
•지역특성, 테마를 반영한 상징성 있는 가로수의 연속적인 식재조성
•32번 국도 주변에 적재된 가설시설물 등 불량 경관 차폐를 위한
가로수 및 차폐 식재계획 유도

32번 국도 연접부 전역
(각 지자체 별로 도시 구조 및
수변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

•지역 고유성 및 차별성을 반영하여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도로
시설물 디자인,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질감, 소재 등을 적용
•건축물의 적절한 형태 및 방향, 창조적 디테일을 통한 진입부 인지
성 강화, 각 시 특성 및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적 식재 유도(지나친
디자인 지양)
•녹색도로 구현을 위한 중앙분리녹지대, 녹지교통섬, 생태 저류공간의
기능을 확보한 띠녹지 조성

상징적 가로수 식재 설치

주변 경관과의 조화

국도 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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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 B. 교차로 주변 경관관리

평면 & 입체 교차부 경관관리
· 교각하부에 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
도입, 조명에 의한 경관 개선 등으로
도로변 경관의 쾌적함 유도

주변 경관자원과의 연계
· 도로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
자원인 구릉지와 산악지형과의 시각
적 개방감을 확보하여 연계

적용지역

설계지침
•오버패스의 경우 교행, 교각, 교대 등에 대한 형성 및 표면처리

운산 교차로 (서산시 운산면)
풍전 교차로 (서산시 인지면)
장산 교차로 (태안군 태안읍)
수석 교차로 (서산시 음암면)
대덕 교차로 (예산군 신양면)
산정교차로 (공주시 신풍면)
우성교차로 (공주시 우성면)

•지역의 고유성 및 차별성을 반영하여 지역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도로
시설물 디자인
•언더패스의 경우, 내부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및 조명을 이용한 경관
개선, 교각 디자인을 통한 인공미 완화
•식재 및 상징구조물에 대한 심볼형성 및 상징조형물 설치 유도
•국도 주변공원, 산 등의 경관자원과의 연계된 교차로 주변 경관관리
필요

교차로 주변 경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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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패스 하부 경관관리

조명을 이용한 경관개선

형성

시가지 지역 경관형성

세부전략 A. 통일성 있는 시가지 건축물 경관 관리

건축물 경관관리
·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건축물 디자
인과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건축물
의 유도로 조화롭고 특색 있는 시가
지 건축물 경관 형성

외부 공간 경관관리
· 개별 건축물들의 외부공간을 연속적
으로 조성하여 통일성 있고 조화로운
경관을 도모
· 시가지 경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및 지주형 간판의 정비 및 통합 디자
인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적용지역

설계지침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건물의 전면성 도모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당진시
예산군
공주시

태안읍
예천동
읍내동
함덕읍
예산읍
신관동

•일체적 건축선의 형성으로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규모, 높이, 형태, 외관, 재질, 색채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도모
•형식적인 외부공간 배치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용도 및 유형과 어울
리는 공간계획과 프로그램 도입
•건축물 외부공간은 보행가로 및 인접공지와 연계된 계획을 통하여
연속성 확보

일체적 건축선 형성

규모, 높이의 조화

여가, 휴식, 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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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 B. 보행친화적 가로공간 형성

연속적 보행로 조성
· 보행자 도로체계의 확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고려한 연속적
보행로 조성

공공공간과 외부공간의 통합계획
· 보행 공간 및 주변 공공공간이 연속
성을 갖도록 하며 건축물 외부공간의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

적용지역

설계지침
•가로시설물 설치 최소화로 충분한 보행 공간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당진시
예산군
공주시

태안읍
예천동
읍내동
함덕읍
예산읍
신관동

•과장된 디자인 및 색채 포장 지양으로 조화로운 가로 이미지 형성
•외부공간 조성 시, 보행가로 및 다른 주변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 디자인 유도
•인공적 이미지의 펜스 설치를 지양하고 완만한 식수대를 도입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되, 전체적 통일감 고려

가로시설물 설치 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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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한 도로 포장

전체적 통일감 고려

관리

비시가지 지역 경관관리

세부전략 A. 일반건축물 경관관리

주변 녹지자원 또는 건축물과의 조화
· 32번 국도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
한 건축물로 쾌적하고 친자연적인 이
미지 구축

옥외광고물 경관관리
· 주변 특성 및 건축물과 조화되는 옥
외광고물의 크기 및 수량을 통하여
도시경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조형
적 요소로서 옥외광고물 관리

적용지역

설계지침
•해안 인근의 산 및 기존 지형, 자연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구릉지를
보존하여 해안경관의 훼손 최소화
•일체적 건축선의 형성으로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32번 국도 연접부 전역
(각 지자체 별로 도시 구조 및
수변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

•개발사업지의 지형과 원근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차등적으로 규제
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 지정 등을 고려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건물의 전면성 도모
•지역 환경과의 경관조화를 고려하여 개발사업지 내 녹지를 충분히
확보
•주변 건축물과의 규모, 높이, 형태, 외관, 재질, 색채 등 조화 도모

자연지형의 보존 및 활용

지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설정

충분한 녹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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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 B. 공장건축물 경관관리

창고 및 공장지역 건축물 경관관리
· 주변 도시구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계획하며 경관변화예측 및 세부
계획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관관리계획 수립

주변 녹지자원 또는 건축물과의 조화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으
로 공장건축물과 인접지역 경계부에
경관완충지역을 조성하여 주변지역과
의 경관 부조화를 최소화

적용지역
태안 정미소, 신이철강 태안공장
(태안군 태안읍), 수석 산업단지
(서산시 음암면)
당진농공단지(당진시 시곡동),
신평산업단지(당진시 송악읍),
당진철구공업단지(당진시 신평면),
함덕 테크노폴리스(당진시 함덕읍)
예산 산업단지(예산군 예산읍),
유구협업단지(공주시 유구읍)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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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
•조화로운 공장건축물 규모, 형태, 색채 정비 및 스카이라인 유도로
공장건축물 경관개선
•대규모 공장단지의 경우 도로경관을 고려한 배치 및 통경축 확보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경계부에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도입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친자연형 산업단지 형성
•공장 담장 철거 및 경계부, 제방 녹화 및 휴식공간 조성
•공장폐수 및 먼지, 악취관리를 통한 환경 개선
•대규모 산업단지의 무질서한 진출입지점의 정비를 통한 연도경관개
선 (설계지침도 추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고채도의 지붕색 지양

도로경관축

2-3-4-2. 장항선 철도 주변

장항선 철도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구조 및 특성과 조화되는 철도축 경관 조성
장항선 주변 경관 개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마련

역세권 경관관리

경관계획 중점과제
관

철도변 자연경관 개발 및 경계부 경관관리
⋅ 철도변 자연경관 개발 및 관리

리
관

⋅ 산악지역 경계부 경관관리

철도역 주변지역 경관관리
⋅ 역세권 경관관리

리
관

⋅ 폐선부지를 활용한 철도변 경관관리

비시가지 지역 경관관리
⋅ 철도변 인공시설물 경관관리

리

⋅ 공장 및 축사건축물 경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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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변 자연경관 개발 및 경계부 경관관리

세부전략 A. 철도변 자연경관 개발 및 관리

철도변 조망구간 설정 및
자연테마형 역사계획
· 탑승자들의 시점에서 차폐된 경관이
아닌 주변 녹지자원을 고려한 조망구간
설정을 통한 개방감 있는 경관 형성

· 장항선에 걸쳐있는 철도역들에 대한
테마 설정 및 자연친화적 문화 컨텐
츠를 개발하여 여행객들의 흥미유도
및 부가가치산업 창출

적용지역

관모산
도고산
설화산
초롱산
칠갑산
진당산
오서산
성주산

(예산군
(아산시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보령시
(홍성군
(보령시

예산읍)
도고면)
송악면)
광시면)
대치면)
청라면)
장곡면)
청라면)

설계지침
•철도 탑승자들의 관점에서 주변 경관조망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기 위
하여 건축물과 조화된 스카이라인 형성 및 선적 리듬감 부각
•주요 조망지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철도 조망구간 경관 요소로서의
활용도 증대
•철도변 시설물 설치 시 최소한의 디자인 유도, 방음벽 최소화, 철조
망 등 안전시설 경관 개선, 차폐 식재 등으로 조망 환경 개선
•조망점으로 설정된 구간에서는 자연경관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각 지역 철도역사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테마로 설정해 철도축의
정체성 부여

조망구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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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 대상 관리

지역 테마 강화

세부전략 B. 산악지역 경계부 경관관리

주요 산악 및 구릉지 등 자연녹지보존
· 장항선 철도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양호한 산악축 및 구릉지의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

주변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 조성
· 자연경관 자원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철도계획 및 철도주변 사면
처리 시 친환경적 녹화 기법 적용

적용지역

관모산
도고산
설화산
초롱산
아차산
진당산
오서산
성주산

(예산군
(아산시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홍성군
(보령시

예산읍)
도고면)
송악면)
광시면)
광천읍)
청라면)
장곡면)
청라면)

설계지침
•주요 산의 대규모 사면 발생 억제, 녹지 및 수변과 조화로운 철도
경관 형성
•공간계획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변 환경과의 연관성을 고려
하여 전체적 통일감을 고려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입구의 디자인(과도한 디자인 지양)
•시설물 설치 최소화를 통해 충분한 보행공간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주변 경관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터널주변 사면처리 시 친환경적인
녹화 기법 적용

철도변 인공사면 최소화

철도변 원풍경 관리

조화로운 인공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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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주변 지역 경관관리

세부전략 A. 역세권 경관관리

역세권 경관시범사업 및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관리
· 주변 소규모의 창고형 조립식 건물
및 영세 공업사 등 경관관리가 시급
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시범사업 및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관리

외부공간 경관관리
·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주요 역세권
상업 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경관관리 방안 마련

적용지역

설계지침
•주변의 산지와 평야의 지형을 고려한 역세권 스카이라인 정비 및
유도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홍성군
보령시
보령시

배방읍
예산읍
홍성읍
광천읍
청소면
주교면

일대
일대
일대
일대
일대
일대

•시가지 내 중요 오픈스페이스간의 네트워크 형성
•역세권 주변 외부공간에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창고형 조립식 건물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영세 공업사 등에 대한 규제 방침마련
•외부공간 조성 시, 보행가로 및 다른 주변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 디자인 유도
•철도변 광장 및 보행전용 상업가로 조성을 통한 양호한 상업지구
경관형성

주변 자연자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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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공간 확보

역주변 상업지구 경관관리

세부전략 B. 폐선부지를 활용한 철도변 경관관리

철도변 경관관리방안 마련
· 무질서하게 들어선 음식점과 정비가
미흡한 녹지공간 등에 대한 정비사업
을 통해 경관개선을 하고 철도변 차
폐식재 설치를 통한 시선차단 계획

폐선부지를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

·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해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

적용지역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홍성군
보령시
보령시

배방읍
예산읍
홍성읍
광천읍
청소면
주교면

일대
일대
일대
일대
일대
일대

철도변 경관관리

설계지침
•상업시설 및 녹지공간을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철도역 주변과 조화
로운 경관형성
•폐선부지의 연속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합의와 연계
방안 마련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도변 경계부에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도입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폐선부지 주변 경관관리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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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지 지역 경관관리

세부전략 A. 철도변 인공시설물 경관관리

상업 및 공장건축물 경관관리
· 경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음식점
및 창고건축물, 경계부 담장, 적치물
등에 대한 경관관리
옥외광고물 경관관리
· 철도변으로 난립해 있는 과도한 크
기, 부조화된 디자인의 옥외광고물 및
지주형 간판의 정비사업 추진

적용지역

설계지침
•주요 자연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의 규모,
형태, 색채로 통일된 이미지 형성
•공업 건축물 외부공간에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적재물 방치 규제

장항선 철도변 연접부 전역
(각 지자체 별로 도시 구조 및 •건축물 외부공간에 주차장 설치 시 시각적 완충공간 마련
비시가지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
•인공적인 담장 등 시설물 경관 개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디자인 유도, 건축물의 외장재와
어울리는 색채 및 재료 사용

자연지형의 보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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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설정

충분한 녹지 확보

세부전략 B. 공장 및 축사건축물 경관관리

창고 및 공장지역 건축물 경관관리
· 주변 도시구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계획하며, 계획적 개발 및 경관
상세계획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경관관리계획 수립

주변 녹지자원 또는 건축물과의 조화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으
로 시각적 차폐를 위한 경관완충지역
을 조성하여 주변지역과의 경관 부조
화를 최소화

적용지역

설계지침
•주변과 조화로운 규모, 형태 및 스카이라인 유도로 공장건축물 경관
개선
•대규모 공장단지의 경우 도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한 배치 및 주요 경관
자원으로의 조망축 확보

장항선 철도변 연접부 전역
(각 지자체 별로 도시 구조 및 •위압감을 주는 담장 설치는 지양하며 경계부 및 제방 녹화등 친환경
적 이미지 부여
비시가지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경계부에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도입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친자연형 산업단지 형성
•저채도의 지붕색 사용, 옥외광고물 최소화 권장

조화로운 경관형성

주변 녹지자원과의 조화

옥외광고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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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3-1 구성요소별 설계지침의 개요

구성요소별 설계지침의 성격
•기존의 관리 체계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충청남도에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는 지역 전체에 적용
•충남지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 제시

구성요소별 설계지침의 수준
•해당구역 내 가치 있는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담음
•지침은 구체적인 수치에 의한 정량적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서술형 지침
으로 작성

구성요소별 설계지침의 구성
•구성요소별 원칙을 설정하여 경관설계지침 제시

충남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기 수립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공공공간(도로, 광장, 공원, 하천, 주차장, 공개공지),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에 대한 유형별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이를 준수
하도록 함

충청남도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충청남도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적용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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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3-2-1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6대 원칙
원칙 1

산 조망 최대화로 녹시율 면적 최대화

원칙 4

건축물 형태의 조형화

원칙 2

건축대지 내 보행동선 확보

원칙 5

자연지형을 존중하고 옹벽설치 제한

원칙 3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요소 지양

원칙 6

조화로운 건축물 경관 형성

건축물 적용 대상
공동주택 건축물
단독 · 다가구주택 건축물
상업 · 업무시설 건축물
공업 건축물
공공 건축물
농산어촌 주택
축사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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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부문별경관계획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6대원칙

산 조망 최대화로 녹시율 확보
원칙1 [1]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건축선 길이 및 통경 확보
[2] 주변 산지 및 녹지로의 녹시율 최대화하여 자연경관과 조화
로운 건축물 경관 형성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및 조망권 보호
원칙2 [1] 주요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가로막는 건축물을 금지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거나 시각 통로
확보

건축대지 내 보행동선 확보
원칙3 [1] 주변 보행가로와 연계되는 대지 내 보행로 확보
[2] 공공건축물 저층부에 주변 보행가로와 연계되는 실내형
공개공간 설치

자연 지형을 존중하고 옹벽설치 제한

원칙4

[1] 구릉지의 절토와 인공지반 조성으로 인한 위압적인 옹벽
설치 지양
[2]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과 가로 연접부 건축 프로그램 배치를
통한 가로 활성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요소 지양
원칙5

[1] 불필요하게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담장설치 지양
[2] 시민의 접근이 자유로운 건축물 디자인 권장

조화로운 건축물 경관 형성
원칙6 [1] 주변공간 및 건축물을 고려한 조화로운 디자인 및 스카이
라인형성
[2] 가로변 건축물 배치의 연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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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물

적용대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용도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물 설계지침
기본방향

공동주택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외부공간과 가로공간의 일체화

권장

⋅주요 노드지점에 가각부 광장이나 공개공지 설치

권장

⋅인접단지의 진입광장이나 공개공지 등의 연결고리

필수

⋅폐쇄적 담장설치 지양, 식재를 하거나 개방형 담장(1.2m)으로
조성

권장

⋅일률적인 판상형 지양, 다양한 주동을 조화롭게 배치

권장

⋅조망 및 개방성 확보

권장

⋅가로변 직각배치 지양, 방음벽 설치 지양

블록별 다양한 높이를 통해
도시경관 형성

권장

⋅보행레벨에서 가로 개방감 확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권장

⋅대단위 개발지에는 경관형성 주동 배치

다양한 주동의 형태·외관
조화로운 통일성 확보

권장

⋅기단부, 중층부, 상층부의 차별적 형태로 조성

권장

⋅지붕층의 과도한 장식이나 색채 사용 지양

도시공간과 일체화되는
주거지역 조성

주동의 다양한 배치로
획일적 경관 탈피
조망경관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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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다가구주택 건축물

적용대상
⋅단독주택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단독 · 다가구주택 건축물 설계지침
기본방향

도시 스카이라인의
형성이나 주변
자연자원과의 조화

돌출경관의 형성을 지양,
경관부조화를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이미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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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다가구주택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유사규모로 군집경관을 형성

권장

⋅경사지붕 설치 권장,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한 형태와 재료,
색채 유도

권장

⋅경사지붕 설치 시에는 지붕 경사도와 경사방향의 조화 유도

필수

⋅옥상층의 물탱크는 건축 내에 차폐될 수 있도록 설치, 인접 건축
물과의 조화를 위해 반복적 형태 권장

권장

⋅기존 주택이 가지는 규모와 형태 고려

권장

⋅무분별한 옥탑방 증축 및 발코니 확장 제한

권장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1.2m 이하의 개방형 담장 설치

권장

⋅단독주택지의 경우 대지 내 공지의 위치를 되도록 도시공간
방향으로 조화롭게 배치시켜 가로의 개방성 및 연속성 확대

건축물

상업·업무 건축물

적용대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상업·업무 건축물 설계지침
기본방향

상업·업무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건축물을 정비하여 활기찬
가로 형성

경관을 배려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형성

외부공간에 대하여
개방성을 배려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차단을 최소화 하고,
주변 건축물 및 배후 자연경관과의 스카이라인 조화 고려

권장

⋅상업 건축물의 1층부는 투시형 셔터 설치권장

권장

⋅건축선을 일치시켜 도로의 연속성 확보

필수

⋅옥상 및 입면에 건축설비 노출금지

권장

⋅보도를 단절하여 주차출입구를 조성할 경우 보도 단절부는 보도
와 동일한 바닥포장

권장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한 여유 공지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되
외부공간의 주차장화 방지

권장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 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개방적인
저층부를 형성하고 고층부는 후퇴시킬 것을 권장

권장

⋅건축물 내에 공공공간을 계획하여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권장

⋅건물 내 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접지층의 용도를 레스토랑, 카페, 음식점 및 상업시설 등으로 유
도하고, 은행, 증권 등 목적 지향적인 용도를 배제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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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건축물

적용대상
⋅공장 및 창고
⋅공장용도 건축물 및 부속시설
⋅농산어촌 내 공장용도의 건축물

공업 건축물 설계지침
기본방향

주변 건축물과 산업시설
경관의 조화유도

가로 연접부와 경관성
확보

농산어촌과 조화로운
마감재 선택

농산어촌 경관을 고려한 공장
및 창고 진입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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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건축물 및 구조물이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유도

권장

⋅건축물의 길이가 긴 경우 입면의 분절을 통해 위압감 최소화

권장

⋅외부공간에 적재물 방치 금지

필수

⋅보안을 위해 담장설치 시 가로에서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규모 최소화 및 친환경적인 재료 설정

필수

⋅주변 지역으로 광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

필수

⋅농산어촌과 어울리지 않는 원색의 색채 적용 금지

권장

⋅입면 및 측면에 벽면녹화 권장, 평지붕의 경우 옥상녹화를 권장

필수

⋅외부 마감재는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필수

⋅자연지형 조건을 최대한 보존하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

필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진입 상징물 및 식재계획 필요

건축물

공공 건축물

적용대상
⋅공공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 건축물 설계지침
기본방향

다양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이미지 추구

사용자 중심의 열린
공공건축물 형성

쾌적한 도시환경을
배려하는 공간 조성

공공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의 건축형태 탈피

권장

⋅과장된 디자인 지양,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외관형성

권장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요소 지양

권장

⋅옹벽 설치를 제한하고 자연 지형을 존중

필수

⋅건축물 내·외부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권장

⋅주변 보행가로와 연계되는 대지 내 보행로 확보

권장

⋅저층부에 실내형 공개공간의 설치 권장

권장

⋅외부공간은 시민 휴게위주의 도심형 공원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

권장

⋅쾌적하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 조성

필수

⋅옥상부 설비시설물 노출 금지

권장

⋅주차장은 건물 후면이나 지하에 설치할 것을 권장

필수

⋅담장설치를 금지하고 경관녹지 및 식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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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주택 건축물

적용대상
⋅농산어촌 내 주택 용도 건축물

농어촌주택 건축물 설계지침
기본방향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농어촌 주택 형성

농어촌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공간 조성

농어촌과 어울리지 않는
개발 억제

농어촌 마을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어촌 주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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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주택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과장된 디자인 지양,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외관형성

권장

⋅노후화 된 건축물이나 폐가, 공가 등 농어촌 주택 정비 및 개선

권장

⋅주변 농어촌에 어울리는 통일된 지붕형태 지향

권장

⋅배후 수림 및 산 능선 등을 고려

필수

⋅물품적재 및 덮개 등 임시로 사용되는 주택 부속시설물 확장 설치
금지

권장

⋅농어촌 경관을 저해하는 고층주택지 건축 지양

필수

⋅건축물 높이를 배후 구릉 높이 이하로 규제

권장

⋅각 농어촌 마을에 맞는 주택건축물 층수 규제 필요

권장

⋅이질 용도(모텔, 음식점 등)의 건축물 입지 규제

필수

⋅토지 이용 규제로 독립가옥 등에 의한 난개발 억제

권장

⋅나홀로 아파트 건축 금지

권장

⋅마을 집단화를 통한 주변경관 훼손방지

권장

⋅농촌마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경사지붕 도입

권장

⋅전체 건축군이 어우러져 조화된 이미지 추구

권장

⋅대규모 옹벽, 호안, 절개지의 녹화

건축물

축사 건축물

적용대상
⋅농산어촌 내 축사용도 건축물

축사 건축물 설계지침
기본방향

주변 농산어촌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축사 건축물 형성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축사 개·보수시 기존
축사와의 연계성 고려

농산어촌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재료 선택

농산어촌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 관리

축사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장폭 축사의 경우 입면 및 지붕을 분절 계획하여 시각적으로
축소되어 보이도록 유도

권장

⋅주변 농산어촌 경관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형성

권장

⋅절토·성토와 같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는 축사건축을
통하여 자연 경관 훼손 최소화

권장

⋅지붕 개보수 시, 기존 재료와 유사한 색상 및 재료사용

권장

⋅가림막과 같은 임시사용물은 축사 및 주변 농산어촌 환경과
어울리는 색채 및 재료를 선택하도록 유도

필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경관을 훼손하는 폐축사 철거

필수

⋅유지관리의 용이 및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유도

권장

⋅주황색, 파란색과 같은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의
색상 사용

권장

⋅주변 농산어촌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색채선택

권장

⋅비닐하우스. 멀칭 비닐 등 폐기물 방치 등의 경관저해요소 정비

권장

⋅물탱크, 사일로 등 축사 관련 대규모 시설물의 시각적 차폐

341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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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관설계지침

지침을 통한 농어촌 내 건축물 개선 필요사항 제시

▷농어촌 내 외래형 건축물(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농어촌 내 공업건축물(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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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관기본계획

07. 실행계획

3-2-2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원칙
원칙 1

접근성, 공공성 높은 열린 오픈스페이스 조성

원칙 2

주변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가로환경

원칙 3

오픈스페이스 간의 연속성 및 연계성 고려

원칙 4

보행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무장애공간

원칙 5

수요자 중심의 공간 마련

원칙 6

차분하고 안정된 공공공간

원칙 7

시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공공공간

원칙 8

충남 고유의 경관성 유지 및 조화의 공간

원칙 9

목적성이 분명한 오픈스페이스

원칙 10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오픈스페이스 적용 대상
공원
녹지
하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및 자동차도로
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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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10대원칙

접근성, 공공성 높은 열린 오픈스페이스 조성

원칙1 [1] 어린이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
[2] 시각적으로 개방감 확보

주변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가로환경
원칙2

[1] 도로 폭원 및 주변을 고려한 시설 설치기준을 확립
(가로수, 시설물 배치)
[2] 장소와 특성 고려하여 가로시설물 배치를 위한 배치 설계도
작성

오픈스페이스 간의 연속성 및 연계성 고려

원칙3 [1]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고려한 배치계획
[2] 오픈스페이스 간의 연계를 구축_Network

보행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무장애 공간

원칙4 [1] 시각장애인등의 교통약자 행동패턴을 고려한 돌출형 시설물
계획

[2] 보도와 보도,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 계획 마련

수요자 중심의 공간 마련

원칙5 [1] 기반시설 확충 및 시공 시 질적 수준 향상
[2] 체계적인 시설물 배치 및 유지관리에 의한 시민 주인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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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차분하고 안정된 공공공간

원칙6 [1] 주변 환경, 색상, 패턴 등을 고려하여 도로포장계획 수립
[2] 가로시설물 설치시 가로폭을 고려하여 규모결정

시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공공공간

원칙7 [1] 사람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조성
[2]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지 면적 확보

충남 고유의 경관성 유지 및 조화의 공간
원칙8 [1]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 다양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며 조화를 이루는 오픈스페이스 조성필요

[2] 시각적으로 개방감 확보

목적성이 분명한 오픈스페이스
원칙9 [1] 주요 사용자 그룹의 필요에 중점
[2]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모여야 하는 공간, 모이기 원하는
공간을 만족하는 공간이 바람직함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원칙10 [1] 자연스러운 감시가 필요한 지역의 저층부 활성화
[2] 안전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지역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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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적용대상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공원 설계지침
기본방향

지형 및 식생, 문화적 요소
존중

공공공간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

기존의 녹지 및 수 체계와의
연속성 중시

공원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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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경관설계지침
권장

⋅외부공간과 가로공간의 일체화

필수

⋅교통약자를 배려한 계단 외의 경사로 등 설치

필수

⋅시각적 차폐로 인한 우범화 방지

권장

⋅공공공간의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동선계획

권장

⋅상징성 있는 시설도입

권장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으로 조성

권장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와 자연재료, 건강하고 안전한 재료 권장

권장

⋅녹지체계 및 수체계와의 유기적 연계고려

필수

⋅기존 식생을 최대한 살리고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노거수 등은 보존

권장

⋅다층 식재를 활용하여 생태적 기반을 확충

필수

⋅지역적 상징성을 강조하는 패턴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

권장

⋅시설물과 포장의 색채를 통합적으로 결, 주변 녹지를 포함한 경
관요소에 조화되도록 계획

권장

⋅경관조명을 통한 야간경관 통합적 계획

오픈스페이스

녹지

적용대상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녹지 설계지침
기본방향
완충녹지 :
생태적 안전성과 식수대를
활용한 고려

연결녹지 :
녹지의 연결을 고려, 가로별
테마 도입

경관녹지 :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

녹지 경관설계지침
권장

⋅풍부한 수종식재, 다층구조의 식생구조형성

필수

⋅오염에 잘 견디는 수종선정

권장

⋅휴게공간 조성, 지역수종을 고려하여 지역이미지 강화

권장

⋅녹지 네트워크화, 순환형 연결녹지 조성

권장

⋅연결녹지 내에서는 동일 수종을 식재하고 일관된 이미지 창출 권장

권장

⋅테마도입으로 가로의 다양한 경관연출

권장

⋅자연 상태로 보전

권장

⋅자생수종을 고려하여 보완적 성격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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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적용대상
⋅산책 및 휴게목적의 하천둔지 부분대상

하천 설계지침
기본방향

쾌적한 도시의 친수공간으로
조성

보행가로에서 하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임

농어촌 주택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옹벽의 형성 최소화

권장

⋅하천변에 서식하는 자생수종 사용 권장

필수

⋅유실피해에 잘 견디며 청소가 용이한 재료 및 자연재료 사용

권장

⋅접근로에 계단 외 경사로 및 승강기 등 설치

필수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 우범화되지 않도록 하며, 통합적인 안내
체계 확립

필수

⋅빈번히 침수되는 구역의 시설물 설치 최소화

권장

⋅보존구역과 이용구역 분리로 환경보존과 친수성 높임

권장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적절히 분리하여 설치하고, 포장은 재료
자체 색을 활용

권장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통합적으로 시설물 설치

통합적 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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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

보행자도로

적용대상
⋅보행자전용도로
⋅일반도로의 보도

보행자도로 설계지침
기본방향

보행자도로 :
보도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행권 확보

보행자도로 경관설계지침
필수

⋅시설물의 도로 점유율을 최소화하여 최소 유효보도폭 확보

필수

⋅유효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에 방해되는 가로
수 및 지장물 설치 지양

권장

⋅가로시설물은 가로 녹지대 내에 배치할 것을 권장

필수

⋅시공을 철저히 하여 내구성과 평탄성을 높임

필수

⋅교통약자를 위하여 횡단보도 진입부 등의 턱 낮춤

권장

⋅버스정류장 내에 교통관련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 설치 금지

필수

⋅등주와 가로수 일정간격 유지, 보행가로 여건에 맞게 조정

권장

⋅단일 블록 내의 보도패턴과 색채 단순화

권장

⋅보도 포장재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을 주조
색으로 하고, 원색계열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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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및 자동차도로

적용대상
⋅자전거전용도로
⋅일반도로의 자전거 주행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의 차도

자전거도로 및 자동차도로 설계지침
기본방향

자전거도로 :
보행동선과 분리된 자전거도로
연속성 확보

자동차도로 :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성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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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및 자동차도로 경관설계지침
권장

⋅기존 돌출 시설물 제거가 어렵거나 보행을 위한 최소 폭이 확보
되지 않는 보행가로에는 원칙적으로 보도 상에 자전거도로 설치
금지

권장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시에는 노면표시를 확실히 하여
안전성 확보

필수

⋅차도와 인접한 경우 턱 낮춤 경사로 설치

권장

⋅자전거동선과 보행동선을 엄격히 분리

권장

⋅투수성 탄성포장 재질을 사용하여 친환경성을 높이며 안전성 확보

권장

⋅보행가로와 다른 재질 사용 시 경계를 매끈하게 시공, 같은 재질
사용 시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함

필수

⋅자전거도로는 안전을 위해 최소 차로 폭 이상을 확보할 것

필수

⋅안전성과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가로시설물 설치 금지

권장

⋅공공시각매체와 시설물을 통합하여 시설물의 수를 줄임

필수

⋅보도와 인접한 차선의 불법 주정차 금지

필수

⋅쾌적함과 안전성을 위해 견고한 재질사용

권장

⋅꽃길로 조성된 농촌 가로는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갓길로
분리ㆍ배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

오픈스페이스

공개공지

적용대상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공공건축물 및
일반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공개공지 설계지침
기본방향

외부공간과 연계,
보행가로와의 연속성 확보

공공공간으로서의 공공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개공지 경관설계지침
권장

⋅소공원ㆍ소광장 형태로 설치하되, 타 외부공간과의 연계방안을
고려

권장

⋅중정형 공개공지 조성 시 보행가로에서 접근하는 통로를 명확히 함

권장

⋅민간대지 내 전면공지에 식재할 경우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 사
용을 권장

필수

⋅주차장으로의 전용을 금지하고, 불법 적재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함

권장

⋅주차장은 후면이나 지하에 설치하고 외부공간을 시민에게 개방

필수

⋅편안하고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경사조절

권장

⋅담장의 개방과 녹지 및 휴게공간의 확보를 권장

권장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색채계획 수립과 일조 조건의 향상을 고려

권장

⋅문화시설 외부공간의 경우 유연하고 가변적인 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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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원칙
원칙 1 연계 가능한 정보매체 통합 설치

원칙 2 시인성과 가독성을 확보한 광고물

원칙 3 안전하고 내구성을 가진 디자인

원칙 4 기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

원칙 5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

원칙 6 자극적 색상 및 이미지 사용을 제한

원칙 7 적정휘도를 통한 아름다운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일반 지침
옥외광고물 적용 대상별 세부지침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상업 · 업무시설 옥외광고물
공공·공업건축물 옥외광고물
국도변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충남 홍성군 홍북면ㆍ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계획된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전 지역은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구역은 기 수립된 「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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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7대원칙

연계 가능한 정보매체 통합 설치
원칙1 [1] 시인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설치 및 중복설치 금지
[2] 공공기관 등 주요 시설 안내는 보행자 안내 표지로 대체

시인성과 가독성을 확보한 광고물
원칙2 [1] 부착되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충분한 여백 확보
[2] 정보 체계 정립을 통합 가독성 및 시인성 향

안전하고 내구성을 가진 디자인
원칙3 [1] 매체의 후면 및 결합부의 부속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을
고려한 디자인

[2] 광고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를 고려한 디자인

기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
원칙4 [1]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의 크기 및 설치 위치 최적화
[2] 연계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하여 옥외광고물의 도로 점유
면적을 축소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
원칙5

[1] 충청남도 고유의 경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형별로 차별화
된 디자인 적용
[2] 크기 및 설치위치를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경관
을 향상

자극적 색상 및 이미지 사용을 제한
원칙6 [1] 시각적 혼란을 초래하는 이미지 및 자극적인 색상, 과도한
표기 적용 금지

[2] 자극적인 실물사진 이미지 금지

적정휘도를 통한 아름다운 야간경관
원칙7 [1] 현란한 조명사용을 금지하고, 조명 설치 시 지역별 특성 반영
[2]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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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일반 지침

지역별 사항

지역구분

간 판
총 수량

일반지역

2

3층 이하

5층 이하

⋅20m 미만 도로변의 주거생활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상업지역

2

3층 이하

5층 이하

⋅20m 미만 도로변의 집단 상업지역

보전관리
지역

1

2층 이하

5층 이하

⋅문화재 및 녹지의 경관보전이 최우선인 지역, 지자
체장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특화지역

2

3층 이하

5층 이하

⋅관광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특별지역과 지자
체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대상지역

가로형 간판
① 위치
• 3층 이하에 표시
•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와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간판 1개 추가가능
• 둘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② 표기내용
• 간판의 서체는 업종의 성격이나 상호 및 브랜드에 어울리게 사용한다.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다.

③ 색채
• 색채는 업소의 특성과 상호 또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개성적인 색채를 사용한다.
• 지역특성 및 건축물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고채도의 원색은 강조할 부분에만 포인트 색으로 적용한다.
• 재질 자체에서 오는 풍부한 느낌의 색채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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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태, 재질
• 2층 이상과 신축·개축 건물은 입체형을 권장한다.
• 벽면이 모두 유리로 된 건물에는 판류형으로 표시할 수 없다.
• 획일적으로 대량 사용되었던 재질에서 벗어나 천연, 금속, 합성재료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다.
• 건물의 외부마감재와 조화로운 재질로 표시한다.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⑤ 조명
• 조명의 광원을 그대로 노출시켜 사용하지 않고, 커버를 씌우거나 매입하여 사용한다.
• 판류형의 간판을 내부조명방식으로 할 경우, 간판 전체에 빛이 나오도록 할 수 없고，
• 문자나 도형부분에만 빛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조명은 점멸방식으로 표시하거나 광원을 노출시킬 수 없다.
단, 권역에 따라 심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건물상단 가로형간판
① 표시주체
건물주가 건물명으로 표시하거나 건물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시
단, 업소가 표시할 경우 총수량에 포함된다.

② 위치
•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에 가로 또는 세로로 표시한다.
• 고층형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건물 상단에는 상가명을 표시한다.

③ 수량 : 1건물 1면 표시 (종합상가명은 2면까지 가능)
④ 형태 : 입체형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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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형 가로형간판
당해 건물에 입점업소가 많아 가로형 간판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 벽면에 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으로서，업소당 총수로 포함된다.

① 형태
• 연립형으로 표시하여，당해건물에 인접해 있는 여러 업소의 정보를 표시한다.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디자인한다.

② 위치
• 벽면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표시한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벽면 1곳에 표시한다.
• 곡각지점에 ‘ㄱ’자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곡각지점에 표시하는 경우>

③ 표기내용
• 브랜드명 또는 상호명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한다.
• 각 업소표시부분의 문자는 충분한 여백을 두어 표기한다.

④ 색채
• 색채는 건축물의 외부마감재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 표시부분의 배경색이 무채색일 경우, 표기부분을 업체 고유색으로 표기할 수 있다.
• 표시부분의 배경색이 유채색일 경우, 업체 표기부분의 색을 한가지로 통일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 구조체의 색상은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주위환경에 융화되도록 한다.

⑤ 재질
• 건축물 외부마감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금속재질의 구조체를 사용할 경우, 자극적인 반사체 사용을 지양한다(예, 스테인리스 미러).

⑥ 조명
•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을 권장한다.
• 점멸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다.
• 광원은 노출시켜 사용할 수 없다.

356

돌출간판
① 형태
• 건물의 벽면에서 일정 규격으로 통일되게 돌출시켜 표시한다.
• 돌출간판의 연립형 구조체는 개별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② 위치, 표시자격
• 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부분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에까지 표시할 수 있다 .
• 1층 업소는 소형돌출간판을 이용한다.
• 신축·개축일 경우, 건축주가 일정한 위치·규격으로 일괄설치 후 입점업소에 배정.

③ 조명
•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 권장
• 점멸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광원은 노출시켜 사용할 수 없다.

소형 돌출간판
① 형태
• 크게 표시하기보다는 작고 아름답게 표시한다.
• 단순히 상호를 표시하기 보다는 업소를 상징하는 것을 형상화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 표시방법
• 신고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
•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소형돌출간판을 표시하는 업소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③ 위치
• 안전을 위하여 인도에만 표시한다.
• 업소 출입구의 좌·우측 중 한곳에 1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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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관설계지침

지주이용 간판
① 형태
• 5개 이상의 업체를 연립형으로 표시한다.
•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디자인한다.

② 표시주체 : 건물주가 설치하여 입점업소에 배정
③ 위치
•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한다.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유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안쪽에 표시한다.

④ 표기내용
• 브랜드명 또는 상호명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한다.

⑤ 재질
• 투명한 재질사용을 권장하여 시각적 부담감을 줄이고 시야를 확보하여야한다.
• 금속재질의 구조체를 사용할 경우, 자극적인 반사체 사용을 지양한다.

⑥ 색채
• 표시부분의 배경색은 한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 표시부분의 배경색이 무채색일 경우에는 표기부분을 업체 고유색으로 표기할 수 있고，
배경색이 유채색일 경우에는 각 업체의 색을 한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 구조체의 색상은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주위환경에 융화되도록 한다.

⑦ 조명
•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 권장
• 점멸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광원은 노출시켜 사용할 수 없다.

창문이용 광고물
① 형태
•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표시한다.
•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서, 간판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물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위치
창문이용광고물은 일반 광고물의 개념이 아닌, 안전을 위한 유리벽 안전띠 개념으로서
매우 작은 크기로 1층 창문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한다.

③ 표기내용 : 상호 또는 브랜드명 외에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재질
• 접착성이 있는 비닐·종이 등의 재질. (예, 시트와 같은 점착성 필름 등)
• 전광류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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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적용대상
주거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과 상업지역 내 주거면적이 30%
이상인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적용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설계지침
기본방향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필수

위치정보 전달을 위한
기능위주의 주동표기

주변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한 균형있는 디자인

권장

⋅위치정보전달 기능에 충실하도록 디자인
⋅주동벽면 표기요소의 경우 브랜드 이름에 대한 직접적 표기는
자제하도록 함
⋅부득이 표기시에는 최소화된 크기로 동호수 표기와 함게 정연하
게 배치하되, 브랜드에 대한 야간조명은 자제하도록 함

권장

⋅동 호수 위주로 표기하고, 저층부 중심으로 단지 내외부에서의
인지에 적합한 위치에 배치

권장

⋅주동에 표기되는 요소는 과도한 크기 및 디자인의 도형ㆍ문자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필수

⋅주동 표기요소들은 최소 크기의 단순화된 디자인 적용

권장

⋅표기요소들은 주동 벽면 및 입구부문의 인지가 용이한 부분에
정연하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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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시설 옥외광고물

적용대상
상업지역 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제 14호 나. 일반업부시설

상업·업무시설 옥외광고물 설계지침
기본방향

간판의 개수와 면적 최소화

효과적인 정보전달

상업·업무시설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점포당 옥외광고물 개수 제한, 통합광고물 설치를 유도하여 수량
최소화

권장

⋅옥외광고물 크기를 최소화하여 점유면적 최소화

권장

⋅문자중심으로 표현하고 단순화된 상징요소를 표기중심요소로
활용 권장

필수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표현

권장

⋅주표기요소와 보조표기요소의 위계를 구분, 이에 적합한 디자인 적용

권장

⋅적절한 간격 유지

권장

⋅건축물의 형태, 입면재료 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필수

⋅동일 건축물에 설치된 옥외광고물들은 질서 있게 정렬, 과도한 크
기, 색채, 형태 등으로 광고물 간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함

권장

⋅색채의 개수 최대한 절제

권장

⋅과도한 색채, 점멸변화 등 자극적 조명 및 조명광원 노출은 지양
하고 시각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조명방식 사용

주변경관과의 조화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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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공공ㆍ공업건축물 옥외광고물

적용대상
⋅공공건축물 :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공공업무시설,
제5호 문화집회시설, 제6호 종교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용도의 건축물
⋅공업건축물 :
공업지역 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제18호 창고와 기타지역의 공장용도 건축물
및 부속시설

공공ㆍ공업건축물 옥외광고물 설계지침
기본방향
공간인식을 위한
최소의 옥외광고물 적용

주변경관과 융화되는
차분하고 안정된 디자인

공공·공업 건축물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필수

⋅공간이 주로 인식되는 방향을 중심으로 옥외광고물의 인식이
용이한 곳에 최소의 옥외광고물 배치

권장

⋅부속시설 또는 부속건물을 활용한 표기지양

권장

⋅단순화된 디자인과 낮은 채도의 색상사용

권장

⋅명칭과 로고 위주의 단순명료하게 표기

권장

⋅환경 친화적인 자연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재료의 고유 특성을
살려 제작

권장

⋅판류형 옥외광고물 지양, 디자인된 옥외광고물 배치, 건축물 및
공간의 인식성 및 이미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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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옥외광고물

적용대상
⋅도로 안내표지판
⋅상업시설 옥외광고물

국도변 옥외광고물 설계지침
기본방향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통일감 있는 디자인

가독성 향상을 위한
단순 명료한 디자인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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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권장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리하여 인식이 쉬운 위치에 통합 배치

권장

⋅주변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 높이, 위치, 규모 설정

권장

⋅과도한 디자인은 지양하고 기능위주의 단순화된 디자인으로 유도

권장

⋅지나치게 직접적인 표현의 광고물을 지양

권장

⋅단순 명료한 표기를 통하여 정보전달력 향상

권장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낮은 채도의 색상 사용

3-2-4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의 구성
원칙
원칙 1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원칙 2

모든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디자인

원칙 3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시설물

원칙 4

세련되고 품격 있는 디자인

원칙 5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원칙 6

내구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디자인

공공시설물 공동설계지침 적용대상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서비스시설물
판매시설물
통행시설물
녹지시설물
보호시설물
관리시설물
조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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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6대원칙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원칙1 [1] 인접거리, 건물 등의 환경과의 조화
[2] 주변 경관과의 연속성을 확보
[3] 지역별 장소성, 역사성을 고려

모든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디자인
원칙2 [1] 약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2]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마감을 세밀하게 처리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시설물
원칙3 [1] 기능과 규모가 최적화되도록 통합설치 권장
[2]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설계

세련되고 품격 있는 디자인
원칙4 [1] 조형성을 강화하여 공공시설물 자체로써의 아름다움을 갖도
록 유도

[2]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색 사용을 지양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원칙5 [1]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한 기능 위주의 세련된 디자인 지향
[2] 시각적 부담을 주지 않는 간결한 형태 및 색상 추구

내구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한 디자인
원칙6 [1] 계절 변화에 따른 뛰어난 내구성 고려
[2] 유지 관리가 용이한 디자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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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적용대상
⋅모든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공통경관설계지침
기본방향

견고한 재료 이용으로
깔끔한 마무리

시설물에 의한
공간적·시각적 점유 최소화

주변 경관과의 조화

공공시설물 공통경관설계지침
필수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필수

⋅시설물이 수직과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

필수

⋅시설물의 이음새 및 접합부를 긴밀하게 처리

권장

⋅시설물과 지면의 접합면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권장

⋅시설물 기능과 성능을 고려해 적정개수의 공공시설물만 설치

권장

⋅연계 가능한 기능은 서로 통합하여 개수 최소화

필수

⋅시각적인 점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로시설물의 통합 설치

권장

⋅일정크기 이상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배치는 자제

필수

⋅과도한 디자인은 지양하고 기능위주의 단순화된 디자인으로 유도

권장

⋅되도록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재료 자체의 소재감을 살려 디자인

권장

⋅다양한 색채사용 지양

권장

⋅공간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은 서로 통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권장

⋅형태의 단순성과 기능의 통합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공공시설
물 제작

필수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이용하도록 디자인

권장

⋅공공시설물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략적으로 배치

권장

⋅필요한 기능의 공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편의성 확보

시설물간의 통일성

쉽고 편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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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3-2-5 색채 경관설계지침
도심

주거지역

적용대상
⋅도시 내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색채 설계지침
권역

색채 설계지침- 범위
단독주택

북부권역
공동주택

단독주택

서해안권역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부권역
공동주택

단독주택

역사문화권역
공동주택

단독주택

남부권역
공동주택

지붕

⋅N6이하 ⋅명도 6이하 / 채도 2이하

벽체

⋅명도 4이상 / 채도 4이하

지붕

⋅N6이하 ⋅명도 6이하 / 채도 2이하

벽체

⋅N계열 ⋅채도 6이하

지붕

⋅YR계열 명도 3-5 / 채도 4이하

벽체

⋅명도 4이상 / 채도 4이하

지붕

⋅N6이하 ⋅명도 6이하 / 채도 2이하

벽체

⋅N계열

지붕

⋅Y , YR계열 명도 5이하 / 채도 2이하

벽체

⋅명도 4이상 / 채도 4이하

지붕

⋅N6이하 ⋅명도 6이하 / 채도 2이하

벽체

⋅N계열

지붕

⋅N6이하 ⋅YR계열 명도 4-6 / 채도 4이하

벽체

⋅N6이상 ⋅YR계열 채도 6이하

지붕

⋅N6이하 ⋅Y , YR계열 명도 3-6 / 채도 4이하

벽체

⋅N계열

지붕

⋅Y , YR계열 명도 5이하 / 채도2이하

벽체

⋅N계열

지붕

⋅Y , YR계열 명도 5이하 / 채도2이하

벽체

⋅N계열

⋅채도 6이하

⋅채도 6이하

⋅Y , YR계열 채도 6이하

⋅채도 6이하

⋅채도 6이하

▷ “ 05. 부문별 경관계획 - 요소별 특정 경관계획 ” 중 색채부분의 p.185~1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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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경관기본구상

관리 요소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색채 설계지침 - 일반

필수

⋅경관별, 유형별 제시된 범위를 따르도록 하며, 재료 자체의
색은 제시한 표준팔레트를 참고로 사용

권장

⋅도장색채를 절제하고 소재, 질감의 차이에서 오는 변화감
을 추구

권장

⋅인접한 건축물과 연계되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사용

권장

⋅캐노피 색채는 대문 및 출입문과 통일하거나 유사색 사용
권장

권장

⋅주변단지들과의 조화를 고려하되 모든 단지가 획일화 되지
않는 색채계획 추구

권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주조색은 고명도ㆍ저채도의 색을 사
용하며, 적당한 변화와 통일성을 주는 보조색은 중명도ㆍ
저채도의 색을 사용

권장

⋅건축물의 저층부로 갈수록 풍부한 색채를 적용하여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색채계획 추구

권장

⋅기단부 마감재의 수량은 최소화하고 2종류 이상 사용 시
색상차가 크지 않게 적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 본 지침은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주변환경과 경관적인 배려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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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업 / 업무지역

적용대상
⋅도시 내의 상업 및 업무지역 건축물

색채 설계지침
권역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중부권역

역사문화권역

남부권역

색채 설계지침
지붕

⋅N6이하 ⋅명도 6이하 / 채도 2이하

벽체

⋅N계열

지붕

⋅N6이하 ⋅명도 6이하 / 채도 4이하

벽체

⋅N계열

지붕

⋅N6이하 ⋅명도 6이하 / 채도 4이하

벽체

⋅N계열

지붕

⋅N6이하 ⋅Y , YR계열 명도 3-6 / 채도 4이하

벽체

⋅N계열

지붕

⋅Y , YR계열 명도 5이하 / 채도2이하

벽체

⋅N계열

⋅채도 6이하

⋅ 채도 6이하

⋅ 채도 6이하

⋅ 채도 6이하

⋅채도 6이하

▷ “ 05. 부문별 경관계획 - 요소별 특정 경관계획 ” 중 색채부분의 p.185~195 참조

관리 요소

상업 / 업무지역

색채 설계지침 - 일반
권장

⋅건축물의 넓은 면적에 원색, 고채도의 색상 사용을 지양하며
재료 자체색의 활용 권장

권장

⋅외장재 및 색상은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권장

⋅실외기와 건축설비는 입면색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

권장

⋅차양막은 중채도 이하의 색을 사용하고 동일 건물은 동일색
적용을 권장

권장

⋅건물 상단에 CI나 건물명을 표기하는 것을 지양하며 건물명은
돌출되지 않는 색으로 계획

- 본 지침은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주변 환경과 경관적인 배려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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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공업 / 기타지역

적용대상
⋅ 공업 및 기타지역

색채 설계지침
권역

색채 설계지침
지붕

⋅N6이하 ⋅명도 6이하 / 채도 2이하

벽체

⋅N계열

지붕

⋅N6이하 ⋅명도 6이하 / 채도 2이하

벽체

⋅N계열

지붕

⋅N6이하 ⋅명도 6이하 / 채도 2이하

벽체

⋅N계열

지붕

⋅N6이하 ⋅YR계열 명도 3-6 / 채도 4이하

벽체

⋅N계열

지붕

⋅Y , YR계열 명도 5이하 / 채도2이하

벽체

⋅N계열

북부권역
⋅채도 3이하

서해안권역
⋅ 채도 3이하

중부권역
⋅ 채도 3이하

역사문화권역
⋅ Y , YR계열 채도 2이하

남부권역
⋅채도 3이하

▷ “ 05. 부문별 경관계획 - 요소별 특정 경관계획 ” 중 색채부분의 p.185~195 참조

관리 요소

색채 설계지침 - 일반
권장

⋅주변의 경관을 고려한 외벽의 색이나 소재를 이용

권장

⋅건축입면에 부착되는 구조물은 입면색과 동일 또는 유사색의
단색사용 권장

권장

⋅입면전면에 그래픽 사용을 금하되 심의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사용가능

필수

⋅높은 기둥이나 굴뚝은 원색의 강조색 사용을 금지하고 돌출
되지 않도록 계획

공업 / 기타지역

- 본 지침은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주변 환경과 경관적인 배려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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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거지역 및 상가 / 학교 / 창고

적용대상
⋅농어촌 지역의 주거 및 상가ㆍ학교ㆍ창고 건축물

색채 설계지침
권역

색채 설계지침
지붕

⋅N5 - N8 ⋅5YR , 10YR 명도 5-8 / 채도 0.5

벽체

⋅명도 6이상 / 채도 4이하

상가/학교

지붕

⋅N5 - N8 ⋅5YR , 10YR 명도 5-8 / 채도 0.5

창고

벽체

⋅채도 2이하

지붕

⋅YR계열 명도 4-6 / 채도 2이하

벽체

⋅명도 6이상 / 채도 4이하

상가/학교

지붕

⋅YR계열 명도 4-6 / 채도 2이하

창고

벽체

⋅채도 2이하

지붕

⋅YR계열 명도 4이하 / 채도 1이하

벽체

⋅채도 2이하

상가/학교

지붕

⋅YR계열 명도 4이하 / 채도 1이하

창고

벽체

⋅채도 2이하

지붕

⋅YR계열 명도 3-6 / 채도 3이하

벽체

⋅명도 6이상 / 채도 4이하

상가/학교

지붕

⋅YR계열 명도 3-6 / 채도 3이하

창고

벽체

⋅채도 2이하

지붕

⋅5YR , 7.5YR 명도 4-6 / 채도 6이하

벽체

⋅YR계열 명도 8이상 / 채도 2이하

상가/학교

지붕

⋅5YR , 7.5YR 명도 4-6 / 채도 6이하

창고

벽체

⋅채도 2이하

주거지역

도시근교
농촌마을

주거지역

산간부
농촌마을

주거지역

강촌마을

주거지역

평야부
농촌마을

단독주택

도서
어촌마을

▷ “ 05. 부문별 경관계획 - 요소별 특정 경관계획 ” 중 색채부분의 p.196~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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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색채 설계지침 - 일반
필수

⋅경관별, 유형별 제시된 범위를 따르도록 하며, 재료 자체색은
제시한 표준팔레트를 참고로 사용

권장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시보다 채도와 명도를 낮추어 주변자연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필수

⋅지붕색은 제시된 범위를 따르도록 하며 원색이 사용되지 않
도록 계획

주거지역

권장

⋅담장의 경우 자연 재질 및 재료 자체색 사용을 권장하며
대문 및 출입문과 유사색 사용 권장

필수

⋅경관별, 유형별 제시된 범위를 따르도록 하며, 재료 자체색은
제시한 표준팔레트를 참고로 사용

권장

⋅외장재 및 색상은 건물의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필수

⋅지붕색은 제시된 범위를 따르도록 하며 원색이 사용되지 않
도록 계획

필수

⋅강조색을 적용할 경우 원색 사용을 지양

상가 / 학교 / 창고

- 본 지침은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주변 환경과 경관적인 배려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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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공시설물 / 사인물 / 보행공간

적용대상
⋅충청남도 내의 공공시설물 및 사인물
보행공간

색채 설계지침
요소
공공시설물 / 사인물
보행공간

요소별 색채 설계지침
⋅자연재질 , N계열

⋅유채색 적용시 채도 2이하 적용

⋅도시 테마색 강조색 적용
⋅채도 4이하

⋅공원 , 녹지 , 역사문화재 지역

⋅N계열

⋅Y , YR , R계열 / 채도4이하

▷ “ 05. 부문별 경관계획 - 요소별 특정 경관계획 ” 중 색채부분의 185p-195p 참조

권역

색채 설계지침 - 테마색

북부권역
서해안권역
중부권역
역사문화권역
남부권역
관리 요소

공공시설물
공공사인물

색채 설계지침 - 일반
권장

⋅색채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조색을 바탕으로 테마컬러에 따른 포인트
색을 적용하여 상징성 및 식별성을 높임

필수

⋅과도한 장식 및 그래픽은 금하고 필수 표기요소는 최소화

권장

⋅가독성을 고려한 글자 색채 조합을 사용

권장

⋅담장, 옹벽, 펜스의 경우 주변보다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여 주변환경
보다 돌출 되지 않도록 계획

권장

⋅지자체 로고를 사용할 경우 원색 사용을 금하고 저채도색 또는 바탕
색과 유사색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

필수

⋅옥외광고물의 주조색은 원색사용을 지양 (입체형  낱 글자형 옥외
광고물의 포인트 및 글자 색상으로의 1/5이하의 사용은 예외)

권장

⋅색채위계를 고려하여 저채도의 차분하고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색채를 사용

권장

⋅동일계열의 색상 사용 및 바닥패턴을 단순화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연출

보행공간

- 본 지침은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주변 환경과 경관적인 배려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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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야간경관 경관설계지침

건축물 조명

주거 건축물

적용대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 용도 건축물

건축물 조명 설계지침
요소

설치기준

휘도

필수

10 cd/m2

색온도

권장

2800-4000 K

연색성

권장

70 Ra 이상

기본방향

주거지역의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조명

주거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필수

주거건축물의 건축물 표면 기준휘도를 준수하여 불쾌한 눈부심
을 주거나 빛이 반사되는 과도한 휘도의 조명을 지양

필수

주거건축물의 조명 설치기준으로 제시한 색온도와 연색성 준수

권장

투광위치가 건축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권장

적절한 광량 및 조명각 연출

권장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

내구성이 높고 장수명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사용

에너지 절약형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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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조명

공공 건축물

적용대상
⋅일반업무시설

건축물 조명 설계지침
요소

설치기준

휘도

필수

20 cd/m2

색온도

권장

3000-4500 K

연색성

권장

70 Ra 이상

공공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기본방향

업무지역에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조명

필수

공공건축물의 건축물 표면기준휘도를 준수하여 불쾌한 눈부심을
주거나 빛이 반사되는 과도한 휘도의 조명을 지양

필수

공공건축물의 조명 설치기준으로 제시한 색온도와 연색성 준수

권장

투광위치가 건축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권장

적절한 광량 및 조명각 연출

권장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

내구성이 높고 장수명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사용

에너지 절약형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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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건축물

적용대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업 건축물 조명 설계지침
요소

설치기준

휘도

필수

25 cd/m2

색온도

권장

3000-5500 K

연색성

권장

70 Ra 이상

기본방향

상업지역에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조명

상업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필수

상업 건축물의 건축물 표면 기준휘도를 준수하여 불쾌한 눈부심
을 주거나 빛이 반사되는 과도한 휘도의 조명을 지양

필수

상업건축물의 조명 설치기준으로 제시한 색온도와 연색성 준수

권장

투광위치가 건축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권장

적절한 광량 및 조명각 연출

권장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

내구성이 높고 장수명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사용

에너지 절약형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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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조명

자동차도로

적용대상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 및 국지도로

자동차 도로 조명 설계지침

요소

설치기준
대로 1.0 cd/m2

평균 노면 휘도

필수

중로 1.0 cd/m2
소로 0.7 cd/m2
대로 4000-5000 K

색온도

권장

중로 4000-5000 K
소로 2800-3500 K

연색성

권장

기본방향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조명

도로의 광공해 발생을 최소화

70 Ra 이상

자동차 도로 경관설계지침
필수

KS 도로조명기준에서 제시한 대로, 중로, 소로 및 도로항목별
평군노면 휘도, 색온도, 연색성 준수

필수

도로조명시설 설치기준에 의거한 가로등 조명기구의 배광방식에
따른 설치 간격과 높이 준수

권장

투광범위가 도로 전체를 고루 밝히도록 설치

권장

적절한 광량 및 조명각 연출

권장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

내구성이 높고 장수명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사용

에너지 절약형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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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

적용대상
⋅주택지역 보행로, 상업지역 보행로

보행자 도로 조명 설계지침
요소

설치기준

수평면조도

필수

연직면조도

필수

주택지역 5 lx
상업지역 20 lx
주택지역 1 lx
상업지역 4 lx
일반가로 2800-3000 K

색온도

권장

연색성

권장

상점가로 3000-4500 K
주택가로 2800-3500 K

기본방향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

광공해 발생을 최소화
에너지 절약형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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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Ra 이상

보행자 도로 경관설계지침
필수

KS 도로조명기준에서 제시한 지역별 최소 조도 고려

필수

일반가로와 상점가로, 주택가로에 따른 배광방식 및 색온도 등
의 조명설치 기준준수

권장

수목에 의한 가로등 빛의 차단을 보완하는 조명설치

권장

보행공간과 분리된 건축물 및 시설물 매입형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공간을 확보

권장

주변 식생환경을 고려한 조명 설치

권장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

내구성이 높고 장수명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사용

도로 조명

농산어촌지역 도로

적용대상
⋅농산어촌지역 도로

농산어촌지역 도로 조명 설계지침
요소

설치기준
수평면조도 3 lx

조도

필수

색온도

권장

2800-3500 K

연색성

권장

70 Ra 이상

기본방향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

연직면조도 0.5 lx

농촌지역 도로 경관설계지침
필수

KS 도로조명기준에서 제시한 지역별 최소 조도 고려

권장

수목에 의한 가로등 빛의 차단을 보완하는 조명 설치

권장

농작물 결실부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등의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권장

농수산물 등에 장애광이 없도록 컷오프 배광방식 권장

권장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

내구성이 높고 장수명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사용

광공해 발생을 최소화

에너지 절약형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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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적용대상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녹지지역 조명 설계지침
요소

설치기준
공원 전반 6-10-15 lx

조도

필수

색온도

권장

2800-3500 K

연색성

권장

70 Ra 이상

기본방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

공원 주된장소 15-20-30 lx

녹지지역 조명 경관설계지침
필수

KS 옥외시설 조도기준의 구분에 따른 최대, 최저 조도기준 준수

권장

녹지지역 인근에 위치한 저층부 주거 내부로 빛이 침입하지 않도
록 컷오프형 배광방식 권장

권장

생태보전을 위해 간접조명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명만
을 설치

권장

시설물 및 예술품 중심으로 투광

권장

월 워시(Wall Wash) 조명연출 방식으로 수목의 실루엣을 표현

권장

문라이트(Moonlighting) 조명연출 방식으로 달빛의 효과를 연출

권장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

내구성이 높고 장수명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사용

광공해 발생을 최소화

포인트 장소가 되도록 연출

에너지 절약형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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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조명

수변지역

적용대상
⋅하천, 호수

수변지역 조명 설계지침
요소

설치기준
수평면조도 3 lx

조도

필수

색온도

권장

2800-3500 K

연색성

권장

70 Ra 이상

기본방향

광공해 발생을 최소화

연직면조도 0.5 lx

수변지역 조명 경관설계지침
권장

농어촌 및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을 고려
하여 간접조명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명만을 설치

권장

현란한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 연출 지양

권장

수로를 직접 비추는 직접조명방식 지양

권장

빛이 수면에 반사되는 연출방식 권장

권장

도시부는 불쾌한 눈부심이 인근 주택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컷오프형 배광방식 권장하며 주요 보행로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

권장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

내구성이 높고 장수명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사용

에너지 절약형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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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적용대상
⋅문화재보호구역, 100m이내 인접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조명 설계지침
요소

설치기준
일반건축물 15 cd/m2
농촌 및 주거환경

문화재는 일반건축물 표면기준휘도의
150%까지 허용

표면기준휘도

필수

일반건축물 25 cd/m2
상업 및 업무환경

문화재는 일반건축물 표면기준휘도의
150%까지 허용

색온도

권장

2800-3500 K

연색성

권장

70 Ra 이상

기본방향
휘도와 눈부심을
고려한 조명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명
에너지 절약형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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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조명 경관설계지침
필수

문화재가 왜곡되어 보이지 않도록 문화재보호구역의 조명 설치기
준 준수

권장

빛의 확산방지를 위한 후드, 루버 등을 장착하고 직접부착방식은
지양

권장

열손상이 우려되는 석재나 목재로부터 조명기구를 이격하여 설치

권장

에너지 절약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

내구성이 높고 장수명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사용

1. 실행계획의 개요
1-1 실행계획의 개요
•기본계획 및 경관부문별계획, 경관설계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실행계획은 6개의 부문으로 경관시범사업, 경관계획 및 경관설계지침 적용방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 경관협정 적용 및 운영방안, 경관지구 및 관련지구의 지정 및 관리기준, 경관실행조직 및 행
정체계구축을 구성함

경관시범사업 제안
1
• 충남의 해결이 시급한 현안과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관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경관계획 및 경관설계지침 적용방안
2
• 충남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설계지침의 활용방안 및 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 충청남도 경관계획 검토 체계 구축

3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
•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체계 마련으로 관련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ㆍ반영ㆍ협의될 수 있도록 제시

경관협정 적용 및 운영방안
4
• 경관계획 내용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관협정의 추진 및 운영방안 제안

경관지구 및 관련지구의 지정 및 관리 기준
5 • 경관지구 및 관련 지구 지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며 각 지구별 특성에 따른 세부관리기준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
함으로써 시·군의 경관관련 지구 지정 및 관리기준의 기본방향 제시

경관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 구축
6 • 경관계획에 따른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역할 및 위상정립과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경관관련
부서간의 효과적인 협의체계 구축방안 제시
• 경관 관련 조례 정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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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시범사업
2-1 경관사업의 개요
경관사업의 정의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지역민의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규정(경관법 제 13조)
•지역 및 도시의 자연, 문화,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

경관사업의 배경 및 목적
•경관에 대한 의식 향상 및 지역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기반으로서 경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경관사업의 추진 필요
•행복미소 충청남도의 도시 미래상으로 연출된 공간창출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통한 충청남도의 도시 어메니티 창조

경관사업의 선정 기준
경관협정의 기여도

지역발전의 기여도

투자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

⋅지역특성과의 부합여부
⋅주변시설, 역사자원과의 연계성
⋅부가적인 사업유도 가능여부
⋅관광, 지역산업에의 기여
⋅사업의 긴급성
⋅사업비 조달방법의 적정성과 타당성
⋅주민참가의 프로세스
⋅지속적 경관관리의 가능성

경관사업의 대상
유형별

step_1

공공주도형

시행자별 경관사업

⋅시설물디자인개선 등
⋅특화가로조성, 가로정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건축물, 구조물 등
⋅옥외광고물, 광장조성, 전면공지, 가로 조성 등

민간주도형

⋅담장 허물기, 내 집앞 청소 등
⋅시가지경관, 가로도로 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관문경관, 조망경관 등

공공사업과의 연계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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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관, 오픈스페이스경관, 색채경관, 야간경관

민간협동형

정비사업

step_3

⋅관문경관, 조망경관 등

사업 대상별 경관사업
요소별

step_2

⋅시가지경관, 가로도로 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가로도로 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관문경관, 조망경관 등

2-2 경관사업의 추진
경관사업의 추진 전략
1

⋅경관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경관시범사업 발굴

2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사업과 시ㆍ군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

3

⋅사업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 및 지속성을 고려한 경관 협정연계

경관사업의 선정 기준 및 대상 설정
1

⋅적극적인 시ㆍ군 및 지역주민의 참여가 기대되는 사업을 우선하며, 시급성과 효용성을 고려하여 선정

2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선정

3

⋅충청남도의 경관미래상 및 추진전략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 사업선정

경관사업의 실천전략 및 사업화 방안수립
구분

주요사업
•충청남도의 긍정적 이미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재원확보방안
•재정현황에 따른 투자시기의 조정
•국가 및 도비지원 여부의 검토

도ㆍ시ㆍ군비
•도ㆍ시ㆍ군민들의 일상생활 환경과 관련이 깊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비중이
사업
높은 공공사업
•산림ㆍ수변 등의 자연경관 보존에 관련된 사업
•공공부문 및 복지에 관한 사업

시민·기업의
투자유도가
가능한 사업

•경관개선이 사유재산 가치의 향상과 연관이 있
는 사업

•초기 도비투자 이후 이익관계를 검토하여 일부
분담

•관광 등과 연계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시민·민간기업체에 의한 기금제도의 도입검토

경관사업의 분류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 대상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1 - 지역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사업
- 농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충청남도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 사업 대상
2 - 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장애물 없는 공공가로 및 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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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의 추진방향
•기본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경관사업은 경관법 및 충청남도 경관 조례, 분야별 관련 조례에 의한 사업
으로 경관사업 추진 절차에 의해 시행하며, 기타 경관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해당 시ㆍ군의 경관사업으
로 권장 및 도차원에서 별도 추진하여 추후 충청남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경관사업
1) 서해안 수변경관 개선
2) 농산어촌마을 진입경관 개선
3) 도시 경계부 완충경관 개선

계획방향제시

사업시행

본 계획에서 사업내용 및

경관법에 의한 사업추진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절차에 따라 진행

기타 경관사업
1)
2)
3)
4)

상징가로 경관형성사업
진입경관 개선사업
도시이미지 형성사업
완충경관 형성사업

계획방향제시

사업시행

경관사업의 승인시 우선순위

⋅경관법에 의한 사업추진

평가기준에 의한 경관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

심의를 거쳐 선정

사업 시행 우선순위 선정 기준 및 단계별 방향
•경관계획 수립지침에서는 단계별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우선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차별 집행계획 수준으로 작성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본 계획에서는 사업우선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경관계획에서 제안하는 사업 및 협정
에 대해서는 사업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타부서 관련사업의 진행상황 고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업

•단·중기사업 기반으로 시행하는 사업

•파급효과 및 중요도가 큰 사업

•일정한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하는 사업

•범위가 넓고 산발적으로 분포한 사업

•사업의 실현성이 높은 사업
•가시성이 높은 체감형 사업

•적정기반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사업

•이해관계자가 많거나 대형 사업
•절대적 시간을 요하는 사업

▷ 사업 우선순위 평가 기준
•급속한 경관 파괴가 예상되거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
•가시성 높은 체감형 사업 및 지역 홍보효과가 뛰어난 사업
단기사업
(시범/추진사업)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실행을 앞둔 사업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및 기반이 형성된 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제도적 보완이나 사업추진 일정기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사업
•경관협정이나 주민에 의해 발의된 사항 등 계획단계 협의가 필요한 사업
•실행여건의 마련과 주민의식의 성숙이 기반 되어야 하는 사업
•즉각적인 사업시행보다 장기적인 관리를 요하는 사업

▷ 단계별 계획 방향

사업 이전
사업 시행

•시기적 사업의 시급성
•경관관련 사항의 도민 요구도
•사업 용이성 및 제반사항 진척도
•사업 재원확보 가능성 및 실현성
•이미지 형성의 공헌도

사업 이후

•사업의 경관적 파급 효과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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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절차별 고려사항

2-3 경관사업의 선정 및 추진 방향
•경관사업은 거시적 관점에서 경관미래상 구현 및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계획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
이자 미시적 관점에서는 지역의 경관 향상 및 경관에 대한 지역 주민 의식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시범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우선순위와 경관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가시적
효과와 긍정적 확산효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본 계획에서는 기본관리구역 및 중점관리구역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경관사업의 선정을 통해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성을 고려하고, 도 차원의 제안사업과 시ㆍ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
을 제시하여 향후 관련계획 추진 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경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해당구역에 따라 관련 기본방향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충청
남도 전체적인 측면의 경관계획이 일관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계획될 수 있도록 함
•경관사업의 선정은 일부지역의 편중에 의한 상대적 경관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전체를 대
상으로 하며, 기본관리구역 내에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과 중점관리구역 내
사업지를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계획함
구분

경관 사업 및 추진 방향
- 추진방향: 역사문화도시 창출을 위한 고유이미지 구축
1경 - 역사문화경관

- 부여종합터미널 상징가로 형성사업(부여군)
- 공주종합터미널 상징가로 형성사업(공주시)
- 추진방향: 서해안 중심의 아름다운 수변관광도시
- 대호 방조제 경관형성사업

2경 - 수변경관

- 금강하구둑 주변 경관개선사업(서천군)
- 안면대교 미도(美道)화 사업(태안군)
- 삽교호 관광지 특화경관 형성사업(당진시)
- 추진방향: 산림과 녹지가 푸르른 자연생태도시

3경 - 녹지경관

경
관
미
래
상

- 내포신도시 주변 용봉산 입구 경관개선사업
- 칠갑대교 미도(美道)화 사업(청양군)

추
진
▶
▶
전
략

경관
유형

▶

▶

- 추진방향: 살기 좋고 특색 있는 농산어촌 마을
- 외암마을 주변 진입경관 개선사업

4경 - 농산어촌경관

- 안면터미널 경관개선사업(태안군)
- 대해로 주변 마을입구 경관사업(보령군)
- 예당관광지 주변 마을 연계 진입경관형성사업(예산군)
- 추진방향: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쾌적한 도시 형성
- 상명대삼거리 고속도로 하부 경관개선사업(천안시)
- 석정삼거리 시가지 진입부 완충경관 형성사업(아산시)
- 시청 앞 회전교차로 경관개선사업(서산시)

5경 - 도시산업경관

- 덕산동 사거리 상징경관 형성사업(홍성군)
- 대천 IC주변 도시이미지 형성사업(보령시)
- 훈련소 입구 간판개선 및 상징공간 형성사업(논산시)
- 약령시장 주변 옹벽 및 경관개선사업(금산시)
- 계룡 IC주변 산업단지 및 도시이미지 개선사업(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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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관계획에서 제안하는 경관사업
경관사업1 - 농산어촌마을 진입경관 개선 : 외암마을 주변 진입경관 개선사업
•충남의 농촌마을 경관이 잘 보존된 외암마을의 진입경관 및 주변 취락지 조망영역 경관개선을 통해
마을 이미지 향상과 주변 취락지 경관 개선에 확대 적용
구분

내용

대상지 •국도 39호선 외암마을 진입부
기본
방향

•국도 39호선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위치한 취락지
와 외암마을 과의 이질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고,
전통적인 분위기의 마을 진입경관 조성

세부
계획

•입구안내판, 가드레일 등 가로시설물 디자인개선,
주변 취락지 지붕색 및 옥외공간 개선, 주변 녹지
대 개선을 통한 경관저해요소 차폐 등

기대
효과

•마을진입부 상징경관형성 및 특화마을 안내판개선

현황

도로를 중심으로 이질적 경관형성

사례

경관 저해요소 차폐 및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취락지 경관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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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로에서 조망되는 충청남도 내 크고 작은
농·산·어촌형 취락지의 조망경관개선으로 확대

개선안 농촌 취락지의 경관저해요소 및 진입경관 개선

경관사업2 - 서해안 수변경관 개선 : 대호 방조제 경관형성사업
•서해안 일대에 다수 분포한 방조제 경관의 단계적 개선을 통한 해안도로의 테마성ㆍ경관성 향상 및
주변 어촌마을 관광화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구분

내용

대상지 •대호방조제 1.8km 구간
기본 •인공구조물로 인한 단절된 경관을 완화하고, 테마
방향
가 있는 경관도로 조성
세부
계획

기대
효과

•방조제 내부 시설물 개선 및 식재, 테마계획을
통한 경관 향상
•녹지대 개선, 진입부 상징공간 마련, 방조제 시설
물 특화, 주변 조망 개선
•서해안일대 다수 분포한 방조제 경관개선을 통한
해안도로의 경관성 향상 및 주변 어촌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주요 관광자원으로 지역 활성화도모

현황

삭막한 경관으로 통과 도로로 사용

개선안 테마부여를 통한 관광화 및 어촌마을 특화 연계

사례

테마를 적용한 방조제 경관계획으로 볼거리 향상 및 지역 특화사업으로 관광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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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3  도시 경계부 완충경관 개선 : 내포신도시 주변 용봉산 입구 경관개선사업
•내포신도시 경계부 경관저해요소의 개선 및 휴양림 진입경관 형성을 통해 도시 완충공간 경관형성방안
제시 및 충청남도 내 주요 등산로 입구부 경관개선에 적용
구분

내용

대상지 •용봉산 자연휴양림 진입로(내포신도시 경계부)
기본 •옥외광고물 개선 및 녹지대 조성으로 내포신도시
방향
및 자연휴양림 진입경관의 경관성 향상
세부
계획

기대
효과

•도시와 농촌이 연접한 경계부의 완충경관 형성 및
관리를 통한 경관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충청남
도 내 곳곳에 위치한 완충공간에 확대적용 가능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진입부 경관 개선을 통해
경관성 및 충남 도시 이미지향상과 관광화에 기여

현황

광고물 및 시설물 난립으로 진입경관 저해

사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인공물 계획 및 입구 경관 개선을 통한 이미지 향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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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통합 및 개선, 도로 경계부 경관개선,
통합형 안내사인 설치, 건축물 입면색채 개선

개선안 쾌적하고 아름다운 진입경관 형성

2-5 경관사업의 실행
경관사업의 예산 확보 및 실행방안
•충청남도에 제안되는 경관사업은 도내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을 바탕으로 제시하여 실현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추후 경관 협정과 연계되는 사업을 연속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자체 예산과 더불어 중앙정부차원의 다양한 경관사업 지원방향 및 시ㆍ
군의 자체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공성과 시급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
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의한 경관사업 재정 지원
•충청남도 경관조례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
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제10조에 따른 경관시범지역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내용을 검사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충청남도 경관조례 제10조(경관시범지역의 지정)
- 도지사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스스로 전개하는 모범지역ㆍ
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의 추천과 제11조에 따른 도경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시범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 관련 분야별 조례에 의한 관련 사업 재정 지원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1

있다. <개정 2010.12.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청남도 건축기본조례 제12조(재정지원 및 감독)
2

① 도지사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22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3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
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관련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도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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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4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제7조(보조금) / 제8조(보조금의 용도)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제2조제3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도내 관광자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장(세계유산 관리 및 지원)
6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관사업의 예산 확보 방안
•경관사업은 도내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을 바탕으로 제시하여 실현성 고려하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
록 하며 경관 협정과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예산은 도 및 시ㆍ군의 개별 예산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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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자체별 경관사업 제안

지자체별 경관사업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충청남도 경관미래상 실현 및 시범사업에 의한 가시적 효과가
뛰어난 기본계획상의 경관사업 이외에도 도내 시·군별 권장 경관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관련계획의 수립
및 사업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별도의 지자체별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 계획상의 경관사업과의 동일한 위계를 가지며, 계획의 대상
지 및 세부 계획은 별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충청남도 지자체별 경관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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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명대 삼거리 고속도로 하부 경관개선사업
•천안시는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하여 고속도로 하부를 통해 통과하는 가로 경관이 곳곳에 분포하며,
삭막한 도시 구조물로 경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고가도로 하부의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가로경관향상 및 주변 지역으로의 진입
경관으로서의 심미성과 쾌적성을 향상할 수 있음
현황

고속도로 방음벽면 및 구조물로 인한 삭막한 도시 이미지 부여, 하부 보행공간의 우범화

개선방향 인근 대학 주변 삼거리 및 천호저수지와 연계하여 지점별 테마가 있는 이미지로 가로 경관 개선

공주시 종합터미널 주변 상징가로 조성사업
•백제문화의 중심 도시이자 백제문화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로 충청남도 내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지인
공주시 종합터미널은 지역주민 및 외부 방문객 찾아드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도시의 첫 이미지를 형성
하는 주요한 경관이지만, 노후된 담장과 광고물 난립은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현황

터미널 주변 가로변의 낙후된 가로경관요소(담장 및 보도)로 인한 부정적 도시이미지 형성

개선방향 지역 특색과 정체성이 고려된 가로경관계획으로 공주시의 주요 진입경관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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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IC주변 산업단지입구 가로경관개선사업
•보령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대천IC를 통해 대표적인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 및 시가지로 진입하는
만큼 대천IC 주변은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주요 진입경관이라 할 수 있음
•대천IC 주변 대천사업단지 입구부 판매 및 창고시설의 옥외광고물 난립과 시설물 적재로 인해 대천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대해로변의 삭막하고 부정적인 가로 경관이미지 형성
현황

대천IC 주변 대천산업단지변으로 인접한 시설들의 광고물 및 적재로 인한 삭막한 가로경관 형성

개선방향 보령의 대표적인 경관도로로서 선도적인 경관관리 및 주변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경관개선

아산시 시가지 진입부(충무대로 석정삼거리·외암로 읍내사거리) 경관개선사업
•아산시는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다양한 방향의 도로로 인해 도심과 농촌지역의 경계가 되는
경관 완충지역의 형성이 잦은 지역으로, 시가지로 진입하는 도농경계부의 건축물 및 광고물, 경관저해
요소 차폐를 위한 식재계획 등의 체계화를 통해 일관성 있고 정비된 경관을 유도할 수 있음
현황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 경관으로 경관저해요소의 노출 및 나홀로 아파트의 조망으로 시가지 진입이미지 형성

개선방향 도심과 농촌의 경계가 되는 완충지역의 경관개선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 및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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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청 앞 회전교차로 상징경관조성사업
•서산시는 테크노벨리 및 서산일반산업단지, 성연농공단지, 자동차산업단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임해산업단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공경관의 형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시민과 행정 관련 외부인들이 주로 찾는 시청 앞 사거리의 상징경관조성을 통해 서산시 내 선도
적인 지역으로 긍정적 도시 이미지 형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함
현황

교차로 식재계획 및 시청 앞 공원조성, 주변 건축물 광고물 난립 및 건조한 입면계획으로 상징성 저하

개선방향 시청 앞 공원 및 중앙 화단과 더불어 주변 건축물 외벽과 간판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경관 연출 가능

논산시 육군훈련소 입구 상징경관조성사업
•논산시의 대표적인 이미지 요소이자 외부인들의 방문이 많은 육군훈련소 입구부는 특정이미지를 갖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논산의 도시이미지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요소로서의 가치가 있음
•이에 입구 주변 상업시설 광고물 계획 및 광장, 녹지, 휴게 공간 계획 등을 통해 긍정적인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는 요소를 확장함으로써 관광요소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함
현황

입구주변 판매시설의 대형 광고물 및 가로시설물과 구조물 등 경관 저해 요소 난립

개선방향 메모리얼 광장 및 휴게 공간, 광고물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긍정적인 도시 공간 이미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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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IC변 진입경관 개선사업
•계룡시는 대표적인 국방도시로서 계룡산 및 천하산 등 자연보존이 잘 되어져 있으나 계룡시로 진입하
는 계룡IC변의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 건축경관으로 인해 삭막하고 차폐적인 도시 경관 이미지를 형성
•산업단지 내 장변의 건축물과 자극적인 색채계획으로 인해 주 진입경관인 계룡IC변의 전체적인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관개선 및 주변 단지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현황

계룡IC 주변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장변의 입면 및 자극적 색채)로 인한 도시경관저해

개선방향 경관 차폐를 위한 식재계획 및 주변 산업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입면/색채계획으로 경관 개선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 일대 특화경관형성사업
•삽교호는 당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평택시 및 아산시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관문경관이며, 우수한
자연과 독창적 인공경관요소가 밀집하여 지속적인 개발 및 관광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임
•함상공원과 삽교 시외버스터미널 및 관광지가 밀집하여 주변 건축물의 무분별한 옥외광고물로 경관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특화된 광고물 경관개선을 통해 지역 정체성 구축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
현황

관광지 주변의 무분별한 광고물 계획 및 터미널 주변 정돈된 가로경관과 부조화된 간판

개선방향 수변 관광지에 걸맞은 테마형 간판 디자인 및 가로특화, 협정을 통해 특화경관으로서 지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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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약령시장 주변 옹벽개선사업
•금산인삼 약령시장은 전국에서 찾는 관광지이자 금산의 지역특성이 부각되는 곳으로 도시이미지 형성
에 주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음
•시장 입구 주변에는 다양한 진입경관 상징물과 전시관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시장 후면의 주차장부는
지형차로 인해 옹벽이 형성, 불법주차 및 시설물 적재 등 가로경관저해요소가 발생되어 개선 필요
현황

약령시장 주차장 인근 및 공동주택 주변의 대규모 옹벽 생성으로 주차 및 적재공간으로 전락

개선방향 금산 약령시장과 연계한 정보제공 등 옹벽을 활용한 아트화 사업으로 긍정적이고 쾌적한 이미지 형성

부여군 종합터미널 주변 상징가로 조성사업
•백제문화의 중심 도시이자 백제문화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로 충청남도 내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지인
부여군의 종합터미널은 지역주민 및 외부 방문객 찾아드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도시의 첫 이미지를 형
성하는 주요한 경관이지만, 차폐적인 터미널의 담장형 벽면과 광고물 난립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부여
현황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여군 종합터미널 및 주변경관계획으로 백제문화 관광지의 도시이미지 저하

개선방향 지역 특색과 정체성이 고려된 가로시설물 및 터미널 건축, 주변 광고물 정비로 부여군의 도시 이미지 향상

400

서천군 금강하구둑 관광지 주변 경관개선사업
•금강하구둑 관광지는 서천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생태보고로서 생태중심도시 서천의 경관미래상
구축을 위해 중요한 지역이며, 전라북도 군산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관문경관이라 할 수 있음
•군산으로 이어지는 금강로(금강갑문) 고가도로 하부는 삭막한 이미지로 금강하구둑 관광지의 진입경관
을 형성하고 있으며, 관광지 주변 광고물 난립으로 생태관찰지에 조화로운 경관형성이 요구됨
현황

금강로 하부 구조물 노출 및 관광지 주변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관광지 진입경관 저해

개선방향 도시 구조물을 활용한 친환경적 이미지의 진입경관 형성 및 관광지 입구 주변 광고물 개선으로 경관 향상

청양군 칠갑대교 미도(美道)화 사업
•칠갑산은 청양군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으로 자연휴양림 및 공원입구로 이어지는 칠갑저수지의 칠갑대교
는 대표적인 진입경관이자 전망공간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임
•현재 교량 주변의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지역이며, 주변 인공물
에 대한 관리 및 전망ㆍ포토 공간 형성을 통해 청양군의 대표 명소로 부각할 수 있음
현황

칠갑대교 주변의 인공물 난립 및 경관 관리 미흡으로 인해 부조화된 경관 형성

개선방향 주변 자연과 조화된 인공물 디자인 및 전망ㆍ휴게공간 형성 등을 통해 칠갑산 입구의 아름다운 도로로 상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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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도청대로 상징가로개선사업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개발로 인해 신도시와 구도시의 이질적 경관형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를 잇는
도청대로는 경관적으로 중요한 연결구간이자 상징도로라 할 수 있음
•이에 도청대로 주변에 분포한 옹벽 개선 및 홍성군 시가지로 진입하는 덕산동사거리 주변의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경관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가지의 특징적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고려
현황

홍성군 시가지로 진입하는 구간의 가로시설물 정비 필요, 도청대로 주변의 옹벽으로 경관 저해

개선방향 도청대로 주변 가로경관향상 및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통한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의 자연스러운 연계 고려

예산군 예당관광지 주변 진입경관개선사업
•예산군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예당관광지는 외부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방문이 빈번한 지역이며 주변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요구됨
•당진대전고속도로로 인해 관광지로 진입하는 가로는 대형구조물이 횡단하여 삭막하고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하부개선 및 주변 상징가로수 식재를 통해 자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경관개선요구
현황

예당관광지 진입 가로에서 조망되는 당진대전고속도로 교각 구조물로 삭막하고 이질적인 경관 형성

개선방향 구조물 하부의 부분적인 마감개선 및 주변 인공물 색채 관리, 가로변 상징 가로수 식재로 녹시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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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면대교 미도(美道)화 사업 / 안면버스터미널 주변 특화경관형성사업
•안면도는 관광객이 찾는 태안군의 대표적인 경관명소로서 섬의 특성상 안면대교는 안면도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진입경관이자 전망공간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임
•현재 교량 주변의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지역이므로, 주변 인공
물에 대한 관리 및 전망ㆍ포토 공간형성을 통해 태안군의 대표 명소로 부각할 수 있음
현황

인공 시설물 관리 소홀 및 주변 공지와 녹지대 경관 관리 미흡으로 진입경관으로서 상징성 부족

개선방향 안면대교 주변의 인공물 개선 및 주변 공지와 녹지대 관리를 통해 진입 경관 향상 필요

•안면도는 방문 관광객 및 지역 인지도를 고려할 때 특화된 경관으로서의 상징화가 필요한 지역임
•특히 버스를 통해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진입경관이자 도시 이미지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버스터미널은
낙후된 이미지와 광고물 난립으로 안면도의 경관 저해 요소로 시급한 경관개선이 요구됨
현황

버스터미널 주변의 낙후된 경관 요소 및 옥외광고물 등의 난립

개선방향 충청남도의 대표 관광자로 테마화된 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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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계획 및 경관설계지침 적용방안
3-1 도차원의 경관계획 및 경관설계지침의 성격
•본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설계지침은 충남에 속한 15개 시·군에서의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의 시행 등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므로, 각 시·군의 경관관련 행정에서는 충
남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설계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하여 공간 특성에 부
합하는 도시경관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함

3-2 경관계획 및 경관설계지침의 활용
1

2

3

시 · 군 경관계획 수립 시 활용
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 충청남도 경관계획 상 해당 시·군의 내용을 기반으로 경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가능

시 · 군 기본경관관리 지침으로 활용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서는 경관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충청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활용
도 경관위원회에서 시·군 경관계획 심의 및 자문시 충청남도 경관계획과 정합성 검토 기준으로 활용

3-3 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 충청남도 경관계획 검토 체계
단계

충청남도 경관계획
•충청남도 경관의 기본방향

상위
계획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하여 독창적 경관 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충청남도 경관 자원조사
- 시·군별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의식조사

자원
조사 - 총 8개 분류에 의한 자원조사 내용

- 경관자원관리방안 경관자원별 문제점 및 관리
방안 제시
•충청남도 경관 기본구상

기본 - 도 경관 미래상 및 기본방향 제시
구상 - 경관 단위 설정 : 권역/축/거점 설정
- 경관구조별 기본구상 제시
•5개 권역계획

경관
•4개 축계획
기본
계획 •4개 거점유형계획
부문별 •경관중점관리구역 설정
경관
•색채 및 야간경관계획 세부 계획
계획
•경관구조별 설계지침

경관 - 권역과 축의 중점과제별로 설계지침
설계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지침

-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경관의 원칙 및 설계지침 제시

▷ 단계별 도 경관계획 검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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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검토 및 활용방안
•충청남도 경관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시·군 경관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도 경관계획에서 기 조사 한 경관자원에 대한 검토 후 시·군
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에 대한 경관자원 조사 대상
선정
•도 의식 조사를 기반으로 시간적 차이에 의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의식조사 실시
•상위계획인 도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해당 시·군의 위치 및
성격 숙지
•시·군의 경관미래상 설정 및 목표 제시
•도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권역/축/거점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의 특성을 담은 권역/축/거점 설정
•권역/축/거점 계획시 도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에 대한
보전·관리·형성의 틀에 맞추어 계획 실시
•도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시·군 경관계획에서 경관관리의
목표/계획 기법/경관자원별 계획방향을 검토 및 조사하여
계획 실시
•시·군의 경과중점관리구역을 수립 시ㆍ도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수립 시점 및 상황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계획
•도 경관계획의 계획방향 및 설계지침은 시·군의 지침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므로 이를 검토하고 실재적 적용을 전제로
한 세부적 지침수립 실시

4.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
4-1 경관기본계획과 개발계획간의 연계 필요성
•충청남도는 지역균형 차원에서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계룡신도시와 같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 전 지역에 걸쳐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도시지역이 10.9%에 불과하고 비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충청남도는 이들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
로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경관과 조화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는 지침 마련 및 계획 간의 연계가 필수적임

4-2 지구단위계획의 유형별 현황
유형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의 성격

대상사업 지구(예정포함) 현황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 •도시개발사업 : 아산인주 배후도시, 당진배후 주거단지, 계룡신도시,
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 논산복합신시가지, 장항신도시,장항복합업무신도시,웅천신도시,태안기업
고 양호한 환경 보호
도시 등
⋅계획관리구역이나 개발진흥 •택지개발사업구역
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 : 석문, 서산, 인주, 천안, 대죽, 마정, 금산, 공주유구, 연기
첨단, 논산, 웅천, 강경, 부여, 논산성동, 관창, 부여장암농공단지 등
계획
•관광개발 : 마곡온천 ,백제문화, 동학사, 금강하구둑, 보령건강랜드,
장항종합문화단지, 청라종합레져, 성주산, 안면도, 아산온천, 삽교호 등

▷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현황

※ 2012년 4월 시행 법규로 1종·2종 구분이 없어짐

충청남도 지구단위계획 관련 지구(예정포함)의 현황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촌경관과 해안, 녹지경관 등 경관적 특수성을 가진 지역에
개발되는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심의 기준 강화 및 사전 관련
경관 영향 예측 자료 분석 필요

▷ 충청남도 지구단위계획 관련 지구(예정포함)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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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경관관리
경관제어 요인별 경관고려 기준 운영
경관제어요소

경관 고려 기준
•주요 경관지역(공원, 수림 양호지역, 구릉지, 학교, 문화재 등)은 절ㆍ성토 지양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단지내 계획구간 고저차는 각각 최대 5m이내(데크형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
단지 경사도는 4%이하 원칙
•단지 내 옹벽의 높이는 1.5m이하 계획원칙

건축물의 규모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스카이라인 및 경관 등이 향상된 경우 평균층수 18층 이하범위 내에
서 완화하여 적용, 최고 층수는 25층 이하
•평균층수 2층 이내 범위 안에서의 조정, 최고층수 30층 이하까지 조정 적용가능
•층고변화 : 주동 내에서 2층 이상, 층수 변화는 최고층수와 최저 층수를 5층 이상 층고 변화
•최고와 최저층의 차이는 최고층의 1/5층 범위안에서 조화있게 구성
•건축물 1개동의 입면적은 3,500㎡이하 원칙, 다음의 경우 입면적은 3,000㎡이하 적용
-폭 25m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 하천변 인접지, 광장, 구릉지(경사도 5%이상), 근린 공
원 등 근접지역

외부공간
•건축물 입면차폐도 기준 : 하천변, 공원, 구릉지(경사도 5% 이상) 근접지 : 30m 이하
(형태, 색채, 배치
•통경축 : 주 통경축 30m 이상 1개소 이상 확보, 부 통경축은 10m 이상 1개소 이상 확보
건축선, 기반시설 등)
•건축물 이격배치
-공원(어린이 공원 제외), 하천에 접한 경우 :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 등
•건축물 한 동의 최대길이 : 60m 이하 또는 6호 조합 이내 : 가급적 4세대 조합 이하

▷ 기준 운영 사례

※ 기준 예시: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 심의 통합지침 기준

경관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의 유형화
•문화재, 전통마을 등 전통경관과 인접한 지역
•경관이 양호한 해안이나 강변 등 개방성(open)이 있는 경관자원에 근접한 지역
•양호한 조망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조망축선 상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인접한 지역 등에 대하여 경관유형
별로 경관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기존의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ㆍ심의 통합지침’ 등을 보완하거나 사전 협의 기준
의 형태로 작성
유형1

문화재, 전통마을 등 역사문화재 밀집지역

▶ 지역 특성을 살린 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유형2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구역, 산업단지 등

▶ 장소적 매력을 살리는 형성형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의 경관권역, 축, 거점과 인접한 지역

유형3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 경관계획과 연계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주요 조망축선 상에 입지한 지역

타 법과의 연계 운영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 심의와 연계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에서 일정거리 이내에 입지하는 사업
- 가시권분석, 사업 후 경관변화예측, 스카이라인의 변화, 자연경관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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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협정 및 운영방안
5-1 경관협정의 개요
경관협정의 정의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체결하는 협정 (「경관법」 제16조 경관협정의 체결)
•즉, 경관협정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고자 하는 제도임

경관협정의 목적 및 기본방향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에 의해 인가 및 공고되면 경관협정이 발효되며, 협정 체결자는
협정 내용을 준수해야함
•도지사는 실질적인 심의 및 인가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시 · 군의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 및 유도
방안 마련 필요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경험이 부족한 시 · 군에 대한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통해 경관협정의
효과를 증대
•경관협정이 경관사업이나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방안 마련

경관협정의 체결조건
소유자 등의 •토지소유자 등 체결자 전원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의 효력은 체결자에게만 미침
전원합의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임
1인 협정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경관협정 체결이 가능함
•주로 LH공사 등이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해당 토지에 대해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매각할 수 있음

경관협정의 법적 절차
•경관법상에 규정된 경관협정의 법정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고, 참여자 전원
이 합의한 경관협정서를 작성한 다음 지자체에 인가 신청
•인가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이를 경관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정안이 경관계획이나 기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 협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가여부 결정. 위원회에서 인가된 협정안은 인가 즉시 관보에
게재하여 협의가 발효된 것을 알림
•협정발효 이후 실시되는 모든 건축 및 개발행위는 협정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됨
⋅경관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step_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step_2

경관협정서 작성․인가 신청

⋅협정명칭,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목적, 협정내용,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 소유자 등 전원합의

step_3

경관위원회 심의

⋅협정안 타당성 검토

step_4

경관협정 인가․공고

⋅인가 즉시 공고

step_5

경관협정 발효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의 행위시 준수

step_6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시장, 군수 등에 신고

⋅변경은 협정절차와 동일
⋅폐지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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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관협정의 추진방안
경관협정의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
경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으나
경관협정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게 주민들이 스스로 협약을 맺어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함
경관협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
또한 경관협정의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협정의 필요성, 추진 절차 및 성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경관협정의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 필요
1단계

경관협정 체결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식 고양

2단계

공공의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경관협정사업 추진

3단계

주민 스스로 지역 경관을 보존, 형성, 관리하는 경관협정 체결

경관협정의 단계적 접근 방안
1단계

경관협정 체결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식 고양
•시민들에게 도시경관에 대한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민교육 실시

주민교육

•행정구역 전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함
•행정동별로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함

경관홍보물 •경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함
배포
•시청 및 군청 내의 배치는 물론 반상회 등 주민들의 모임이 있을 때 배포하여 경관에 대한 관심 향상

▷ 주민교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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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홍보자료 발간

2단계

공공의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경관협정사업 추진
•주민 스스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관리·운영하기에는 주민들의 인식 부족 및 경관협정 사례 미비

•우선, 주민들의 자율적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경관협정 사례를
공공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민간이 함께
경관협정사업 •따라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경관을 관리하는 「경관협정」의
개념을 복합한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하여 경관협정의 성공적인 사례 제시
시행
•앞에서 제시한 경관시범사업 중 대부분은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업들이므로, 이 중 선별
하여 경관협정사업 제안

•경관협정사업의 추진 프로세스는 주민들의 경관협정과 유사하나, 민간에 의한 경관협정의 첫 단계인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설립에 앞서 공공에서 경관협정사업을 추진할 지구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설명회
를 개최하고 경관협정의 취지를 홍보하는 단계가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함
•또한 경관협정 운영을 위한 위원회 조직과 경관협정 체결자를 모집하는 경관협정 준비위원회를 조직하
여야 하며, 경관협정 운영체결을 발의하고 경관협정 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후
의 프로세스는 기존의 경관협정 프로세스와 동일함

step_0

경관협정의 발의

step_1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조직

step_2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step_3

경관협정서 작성․인가 신청

step_4

경관위원회 심의

step_5

경관협정 인가․공고

step_6

경관협정 발효

⋅설명회, 간담회 개최
⋅경관협정 취지 홍보
⋅경관협정 운영을 위한 위원회 조직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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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경관협정사업의 추진

•경관 협정의 추진 절차는 앞에서와 같으며, 주민 스스로 경관협정의 체결을 제안할 경우, 공공에서의
지원방안이 요구됨
•지원방식은 크게 기술적 지원, 행정적 지원, 제도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1] 1 : 1 경관전문가 어드바이저 제도 도입
기술적
지원

•경관협정의 계획,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의 전문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경관전문가를 경관
협정을 체결하려는 지역에 파견하여 1:1로 코치를 하는 제도 도입

[2] 공무원 파견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주민들을 지원

[1] 지자체 내에 전담 담당관 배치
•경관협정 인가 관련 절차, 공공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금 지급 등 행정적 내용을 전담하는
담당관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행정적
지원

[2] 행정 절차의 간소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관협정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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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관협정 사례제시
경관협정 실행방안 및 대상지 제안
•경관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계획에서는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경관협정에 대하여 각 사업
별로 사업목표, 기본방향, 계획방향 및 실행방안으로서의 사업진행 절차와 연차별 계획을 제시함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 일대 특화 경관협정(안)”

대상지 선정 배경
•삽교천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와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사이의 바다
3,360m를 막는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는 당진시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잘 가꾸
어진 해안가 공원의 아름다운 쉼터와 서해대교의 장관을 체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보존가치가 있음
•현재 당진시 삽교호 일대는 관광수요를 바탕으로 한 판매시설 및 광고물의 난립으로 경관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특화된 광고물 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 정체성 구축 및 경관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계획의 목표
•수변 관광지에 걸맞은 테마형 간판 디자인 및 가로특화, 협정을 통해 특화경관으로서의 지속성 확보
•지역 거주민의 이익 분배를 고려한 마을 공동 관리 요소 개발을 통한 주민 참여 및 지속가능성 강화

현황 분석
•삽교호 관광지 일대는 자연지형을 바탕으로 수변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으나, 가로변에 위치한 판매
시설 및 취락지 등이 부조화되어 삽교호 주변의 경관성 및 고유한 이미지를 점차 저해하고 있음

삽교호 관광지 일대 경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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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관련 계획 및 사업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 일대는 삽교호 함상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주차장 및 상업시설 등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삽교호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 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경관협정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기간 : 1999 - 2002

삽교호 함상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주요내용 : 동양 최초 함정을 이용한 테마공원 조성
군합테마공원, 해양테마공원 종합해양리조트 조성
•사업기간 : 2007 - 2009

삽교호 친수공간 조성사업

•주요내용 : 신평면 운정리 지역일대
총 사업지 92억 (국비 20억, 도비 6억, 군비 66억)
연안환경 복원을 통한 자연생태 가치 증진과 해양 휴식공간 마련

계획의 방향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변공간의 활용성을 지닌 삽교호 관광지 일대의 지속적인 경관관리 및 관광활성화
를 기본방향으로 함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가로경관 향상, 수변친화적인 건물외관 및 광고물 가꾸기 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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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관광지일대 경관협정의 내용 (제안 예시)
항목

용도

주요 내용

해당자

•삽교천 관광지 성격에 맞게 상업용도로 활용을 권장하며 권역별 가로 성격에 적합한 업종
의 도입을 장려한다.

소유

•공공안내 등으로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및 확산을 고려한 업종을 권장

색채

•삽교천변 경관중점관리구역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며, 자연소재의 활용으로 소재 본래의
색상과 느낌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소유/

•특히 광고물, 업소별 차양 등의 색상은 저채도를 적용하여 인접 업소와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한다.

임차

건물규모

•시각적 연속성과 경관적 조화를 고려하여 초대형 또는 고층의 신·증축은 지양한다.

소유

건물형태
/외관

•기 조성된 건축물은 건축 외장 및 색채를 통해 적절한 분절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된
경관을 유도한다.

소유

외장재질

•주요 외장은 중,저층의 경우 목재 및 석재, 단층의 경우 목재 및 흙벽을 권장하며 그 밖의
유리 및 철재, 시멘트 재질을 사용하되 장터의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는 경우 경관협정운
영회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소유/

차양

•업소별 차양은 건축선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며, 차양색상은 blue 계열로 권장하
며, 기타 색상군은 저채도의 범위에서 인접 건축경관과 조화되게 사용하여 경관협정운영회
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소유/

셔터

•셔터는 투시형을 권장하여, 기존 폐쇄적인 셔터의 경우 삽교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
및 그래픽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가로 경관을 고려한다.

소유/

임차

임차

임차

•업소당 간판은 가로형 간판 1개소, 세로형 간판1개소(1층의 경우 소형돌출간판) 등 최대
2개까지 허용하며, 플랙스 간판의 설치를 지양하고 옛 장터의 이미지를 고려한 소박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옥외
광고물

•간판의 색상은 건물 색상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원색 및 형광색의 사용을 지양
하되, BI 및 CI가 형성되어 있는 업소의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돌출 광고는 지상 2.5m이상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시인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다.

소유/
임차

•지상광고물, 옥상광고탑, 네온사인의 설치는 불허하되, 경관협정운영회가 공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폐업시 업주는 폐간판 처리의 책임을 가지며, 새로 입점하는 업주는 경관협정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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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타
시설물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주요 내용

해당자

•에어컨 실외기, 쓰레기통 등 보행에 불편을 주고 가로 경관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설물은
노출되지 않는 건물 측면 및 별도의 공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가로 및 주변 보행자
눈높이에서 노출되는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소유/
임차

•개별 안내판 및 가판 설치를 금지한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좁은 도로에도 보행자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업소 앞 및 주요가로의 주차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상·하차를 위한 업무용 차량에 한해서
일시 정차를 허용한다.

소유/
임차

•보행자 활동이 중심이 되는 가로의 (신)화개장터 및 주변 주요 보행동선부는 보도포장을
권장하여 시각적 안전감과 경관성을 고려한다.

주차/
주차장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 전면주차를 금지한다.
•건물전면에는 해당업소의 물품 상·하차 및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정차를 허용하며, 일반
이용객 및 업주의 정차는 불허한다.

•주차장 주변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 하며, 조성 및 관리에
협정 체결자가 부담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조경

•업소별 화분 설치 시에는 1m이하로 허용하며 해당 업소는 화분관리의 의무가 있다.
•벽면녹화는 경관협정 운영회와 협의하여 계획하며, 옥상녹화는 관목 및 초화류에 한해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고려한다.

•쓰레기 반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한다.

쓰레기

•정기적인 주민합동 청소에 참여하고 평소 자기상점 앞 청소는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음식 쓰레기 및 배달음식의 그릇 처리를 철저히 하여 가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야간조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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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임차

소유/
임차

소유/
임차

•옥외광고물의 조명은 간접조명으로 권장하며, 컬러체인지 및 직접조명의 노출로 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소유/

•겨울철 내 상점 앞 눈은 내가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한다.

소유/

•정기적인 주민모임(경관협의체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한다.

임차

임차

5-4 경관협정 실행 방안
경관협정별 진행 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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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내 경관협정 선진사례

사업명

주요 내용

<부산시 청사포 경관협정>

•국토해양부로부터 2013년까지
182억원을 지원받아 랜드마크
방파제, 등대, 브릿지, 청사포
마켓, 쌈지공원 등‘행복한 도시
어촌’발돋움 계기 마련
•경관협정사항으로 우체통달기,
공공벤치 및 화분설치, 담장벽
화 등 전개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경관협정>

•서울시 경관협정 시범사업지구
로 134세대 중 74세대가 협
정 체결자로 동참
•동천 보전계획 및 휴게공간조
성, 자연 마을색 찾기, 마을환
경개선 (진입다리정비, 자투리
공간활용, 가로등개선, 안내판
설치 등)

<수원시 거북시장>

•상인회, 국토학회 경관위원회
MOU 체결
•소식지 발간 및 활력증진사업
(시범사업) 선정으로 진행
: 옛 길 복원, 문화행사, 거리축
제, 기반시설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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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해외 경관협정 선진사례

사업명

주요 내용

<일본 기후현 카카미가하라시>
•형태와 외장은 시의 인정을 받
고, 기타 제한은 건축으로 규제
•운영조직으로 테크노 프라자
협정위원회가 담당하며, 토지
소유자 전원의 구성으로 시설
계획 및 양호한 경관형성 운영
•완만한 경사를 활용하여 도로
와 분양부지 경계에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대 형성
•주차장 용지는 녹지대를 피해
주차대수를 확보하며 식재형성
으로 주변경관 고려
•지붕이나 옥상에 설비를 최소
화 하고, 건축물과 하나된 디
자인으로 유도하며 옥상녹화
형성 권장
•색채 기준과(베이스 컬러 무채
색, 유채색은 범위 내에서 활
용) 소재의 색을 활용한 외장
권장으로 주변자연과 조화 되
도록 유도

<미국 포레스트 힐즈 가든>

•영국의 전원도시를 모방하여
개발한 미국형 전원도시모델
•단지의 건축외장 및 조경 등
전반에 대한 경관관리를 포레
스트 힐즈가든 법인이 담당
•기존 건축외관관리 및 신축 건
축단지 적합성, 보도 및 가로
수 관리, 비거주민 불법주차관
리 업무 수행
•거주민중 건축, 조경, 안전, 법
률 등 전문가와 일반거주민으
로 구성된 소위원회 활동 두드
러짐
•건축가이드라인에는 승인절차,
평가항목, 제출서류, 건축양식
관련 지침, 공사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필지별 창틀의 색상 및 형태,
담장형태 등이 규정되어 있으
며, 개별 주택용지별로 건축외
장 색상, 담장형태 등에 관한
규정
•건축외관의 무단변경의 경우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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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경관협정 대상의 분류별 사례

구분

주요 내용

경관협정
대상의 분류

•주변의 기존 주택들과 유사한 입면패턴과 재료
사용

입면 디자인

•헤이리 아트벨리(사례) : 사용가능한 외장재료
선정
•특성 있는 입면과 주위환경과 조화로운 건축물
높이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래도 보여주는 재료
-자연재료 및 사용재료의 물성을 유지하는 공업
생산재
-첨단 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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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건축물 색채
•그린빌리지·히가시카와(사례) : 무채색 베이스와
•베이스 컬러는 무채색을 원칙으로 하고(명도 5~7.
고채도 강조색
채도 0.5~3 정도의 차분한 분위기의 색채 권장),
•외벽색(소재색 존중) : 흰색, 그레이, 베이지, 크
고채도색은 강조색으로 한정적으로 사용하되 주색
림, 녹색을 기본으로 함(무지를 원칙, 돌결조, 벽
으로 사용하지 않음
돌조 등의 모방 건재 불가)

•유사재료와 패턴을 이용한 상징적인 지붕층
•불규칙적인 지붕층을 지양하고 경사각도와 경사
방향의 조화를 꾀하며, 상징적인 지붕층 디자인 •그린빌리지·히가시카와(사례)
지붕 및 차양 과 반복적 형태로 통일감 있는 경관 형성을 유도
-지붕 형상은 뱃집지붕, 기동, 방형, 입안방, 외쪽지
붕으로 산맥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지붕도 가능함
•Forest Hills Gardens(사례)
-모든 지붕은 붉은 점토 타일을 사용
-차양은 분리 가능한 천소재로 하며 금속, 플라
스틱, 섬유유리 금지
•Forest Hills Gardens
-창문디자인, 특수창, 덧창,

창문 및
출입구

안전창살 등에 대한 규정
-디자인 및 재질 등 시각적
인 특성 규정

•창문의 재질 및 색채통일, 출입구 방향의 통일로
가로경관 향상
•Forest Hills Gardens

옥외 건축설비

-대형 장치들은 소음감소와 디자인에 대한 고려 필요
-외장 안테나와 접시형 위성 수신기는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설치

외부 공간
•주차장은 투수 가능한 포장재를 활용하여 친환경
적인 계획이 되도록 함
•주차장은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
고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동선과 연계함
•Forest Hills Gardens(사례)

담장, 울타리
대문

-앞뜰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못함
-체인 형태의 담장을 불허하고, 출입구는 건물을 보
완하는 것을 선택하며, 정원은 과도한 장식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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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3.경관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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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실행계획

주요 내용
•그린빌리지히가시카와(사례)
-지정수목 이외의 수목을 재배하는 경우 높이 1m
이하의 낮은 식재 및 꽃, 잔디 등의 지피류로 함
-소유자 등은 입주 후 자주적으로 사계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수목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지 경계공간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는 2m이상 확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건축선을 지정하여 담장
으로 둘러쌓지 않는 녹지공간을 도로변에 조성

-도로에 접하는 택지 폭의 길이에 대해 1/3이상
그린존을 마련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는 그린존으로 하여 2
개이상의 가로수(지정수목)의 재배 및 꽃밭 마
련으로 녹지율 20%이상 확보
•일정한 벽면선 및 건축 후퇴선을 지정하여 확보
된 보행공간은 공공의 정비에 의한 도로와 바닥
마감 및 재료를 가능한 통일하여 가로공간의 일
체성을 도모

도로

•가로직출입 건물은 거주자 안전을 위해 단차를
최소화 하고 마감의 조화를 유도하여 외벽면과
조화롭게 함
•Forest Hills Gardens(사례)
-다른 포장은 사용 불가 하나, 최근 레디믹스 콘
크리트를 허가함
-벽돌과 석재 같은 다른 자재는 현존보도, 도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승인 가능
-아스팔트 포장은 불허함

수변 공간

역사문화
경관관리

•광고물이나 간판 설치시, 가급적 한옥건축물의
재료 범위 안에서 재료를 선정하고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

한옥건축
광고물 디자인

•전통 상징물 등의 모양을 반영하여 계획하는 등
한옥마을 정취에 맞는 형태로 광고물 등을 계
획할 수 있음
•대문은 목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골목길 폭이
나 유형에 따른 담장 정비방향을 고려하여 경관
을 헤치는 가설물 등은 설치지양
•전주 한옥마을(사례)
-유리창은 한식창살을 넣어 외형을 갖추며, 부득
이한 경우 목조형상의 유사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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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주변 기존건물과 유사한 입면 패턴과 재료로
디자인함으로써 시각적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함
•거리의 테마를 살릴 수 있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

상업지
입면
•노유거리(사례) : 벽돌타입(상층부)/알루미늄패널
(저층부) 사용
-외벽 수성페인트, 백색타일 및 드라이비트는 가
능한 지양
-주조색은 따뜻한 색 도는 무채색 밝은 색 권장
•가로경관의 리듬감을 부여하기 위해 부지의 코
너를 강조하여 인식성 확보
•돌출적인 경관이 되지 않도록 스카이라인의 변
화를 고려
•성신여대입구(사례): 단차 높이는 15센티 이하로
하고 계단형을 권장하며 슬로프 형은 지양함

•노유거리(사례): 1층 전면부의 차양 돌출은 1.5
미터 이내로 제한

지붕 및 차양

옥외광고물

-차양은 기존 건물의 1층내지 2층 부분에 설치하
도록 권장하며, 영구 고정형 차양은 불허하고 건
물의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 설치

•노유거리(사례): 글씨 크기가 너무 큰 경우 광고
물 수준이 저하되므로 글자 면적은 광고물 전체
면적의 3/8 이하로 함
-조화롭고 통일성 있는 외관을 위하여 한 건물에
설치하는 간판은 가급적 글자 높이를 다른 간판
들과 맞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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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설치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된 체인형 판매점의 디자
인 사례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서체는 가급적 작게 하도록 유도
하고, 명시내용은 간결한 디자인을 유도
•광고물의 바탕색중 적색류, 흑색류 사용은 광고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동일한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마감처리와 디
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하고 전기 이용
자인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광고 중 일부(네온, 전자식, 화면변환)은 표시가
표현기법의 다양화를 유도
능지역만 가능
⇠ 입면 디자인에 의한 설비 기구류의 은폐
•노유거리(사례):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옥
상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실외기 및 배관이
건물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물탱크나 안테나, 공조기 등의 설비는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하거나 공공장소로부터 보
이지 않는 곳에 배치함

옥외 설비

•옥상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 물건적치 등을 금
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건축설비의 집약화 및 식재에 의한 은폐
•주차장은 상가 입구부분에 입지시켜 차량 위주
의 도로보다는 고객 중심의 보행자 위주의 가
로로 계획
•주차장 부지의 확보를 통해 노상주차를 금지할
수 있게 함

주차시설

•주차장의 경계부는 녹지대 및 디자인 휀스를 통
해 가로경관의 영향을 고려하고 보행자 눈높이
에서의 위화감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
•지역 전체의 통일감 있는 경관을 위하여 부지
경계 공간에는 녹지를 확보
•가로의 성격 유지가 필요하거나 용도를 새롭게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용도의 지
정을 유도함
•간선도로변 가로환경 저해 용도를 가급적 제한
하고, 보도의 보행환경 유지를 위해 차량출입이
빈번한 용도는 상가입구 부분에 제한

부지의 용도
•보행활성화를 위한 1층 용도의 지정

426

•보행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가로
에 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층 권장용도를 지
정하여 가로경관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규제 및 인센티브
•인센티브란 바람직한 경관 연출을 위한 경관협정의 체결을 유도하거나 협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간
접적으로 각종 기준을 완화적용하거나 세제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보상적 인센티브, 유도적 인센티브, 마이너스 인센티브(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보상적 인센티브

유도적 인센티브

마이너스 인센티브

•경관협정 준수에 따라 개인적 재산권 •경관협정 체결 및 체결 후 준수를 권 •경관협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이 제한 받거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장할 목적으로 준수 시 제공되는 제도
않음으로 바람직한 경관 형성에 상당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이를 금전적
적 이익 의미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불
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해당
이익을 의미

구분

항목

주요 내용

보조금

협정내용에 맞게 건물을 개보수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보상적
인센티브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수

세금

공공사업

유도적
인센티브

용적율/건폐율

협정체결 시 세제 감면

협정체결 시 경관 관련 공공사업 우선 배정 등

공공에서 행하는 다양한 사업들
에 대한 착안,
내용, 집행 시기 등을 인센티브/
패널티로 활용 가능

협정체결 시 용적율, 건폐율, 높이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운용 가능

주차장

협정체결 시 주차장 설치 의무 배제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보조금

협정 불이행 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일부 환수

보조금 지급 시 단서조항 필요

협정 불이행 시 세재 감면 조건 소멸

협정서 단서조항 필요

공공사업

협정체결 및 이행을 조건으로 우선 제공한 공공사업
의 사업비 일부를 협정 위반자가 부담

사업 우선배정 시 단서조항 필요

용적율/건폐율
높이기준

협정 불이행 시 추가로 받은 용적율, 건폐율, 높이
기준에 대한 비용 계산 후 환수

세금

마이너스
인센티브

비고

협정서 단서 조항 필요
단, 환수금액은 추가로 받은 인센
티브보다 커야함
협정서 단서조항 필요

주차장

협정 불이행 시 주차장 설치 의무 부활

주차장 설치에 관한 행정 절차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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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관지구 및 관련지구의 지정과 관리기준
6-1 충청남도 경관관련지구 현황분석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경관지구
•경관지구란 2000년부터 도시계획법에 따라 기존 풍치지구에서 명칭이 바뀐 용도지구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
는 것으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으로 세분되며, 지역여건상 필요에 따라 해
당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 가능

자연경관지구

천안시

수변경관지구

부여군

시가지경관지구

부여군

전통경관지구

-

조망권경관지구

-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미관지구는 종전 도시계획법(2000.7.1.) 시행령 부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과 제2종 미관지구
는 중심지미관지구로, 제3종과 제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지구로, 제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음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계룡시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구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인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고 기존 법제도에 의해 고도보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정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로 역사문화환경 특별
보존지구가 있고, 특별보존지구의 주변 지역 중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
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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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공주시, 부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공주시, 부여군

각 시ㆍ군별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규제사항
•공주시
구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
매시설 /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
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
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자연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
련시설

건축물

-

규제사항

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6호의 위
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

건축물

-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

규제사항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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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계룡시
구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
한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 제7호의 판매시
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
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
련시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
에서는 각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건축물
규제사항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
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430

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건축물
규제사항

건축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금산군

구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용도제한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자연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
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
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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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적률
- 해당지역 용도지역 용적률 이하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
규제사항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다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
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및 대지안의 조경
1. 건축물의 최대 폭은 경관을 보호할 대상물로 향하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색채는 지구별 경관의 보호와 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
퍼센트 이상, 그 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
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폭20m 이상도로에 연접한 대지는 5층 이하)

건축물
규제사항

건축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 환기나 냉난방 설비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측이나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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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구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용도제한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자연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
련시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
에서는 각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건축물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규제사항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
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
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
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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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건축물
규제사항

건축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당진시

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3m)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 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의 비율로 제한하며, 그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규제사항 건축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시설물을 미관도로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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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구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
한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 제7호의 판매시
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
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
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
지관련시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
에서는 각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건축물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규제사항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
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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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구분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건축물
규제사항

건축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부여군

구분

경관지구
제 1, 2종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 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
한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 제7호의 판매시
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
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 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제 1,2종 시가지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제 1,2종 시가지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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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
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1. 제1종시가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건축물
규제사항

2. 제2종시가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
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
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장의사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
장·소매 시장(백화점, 쇼핑센터와 시설로 결정된 시장 안에서의 관련 건축 물은 제외한다)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장례식장 / 제13호 운동시설 중 실내 낚시터 옥 외 철탑이 있는 골
프연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라목·마목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19호의 위험물저
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부지면적(건축부지 포함)
660제곱미터 이하의 매매장은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은 제외 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규제사항

-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례 시행일 이전 분할된 토지는 제외하며, 순수한 이
면도로만을 이용하여 진출입 할 경우에는 각각 30퍼센트를 감한 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중심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2. 역사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3. 일반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
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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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3m)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건축물
규제사항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시설물을 미관도로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서천군

구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용도제한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자연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
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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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건축물
규제사항

2.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
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
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폭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건축물
규제사항

건축물의 규모
- 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의 비율로 제한하며, 그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시설물을 미관도로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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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구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
한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 제7호의 판매시
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
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
련시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
에서는 각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건축물
규제사항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
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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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건축물

-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

규제사항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
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예산군

구분

경관지구
제 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 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제 1종 자연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제 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
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
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
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 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제 1종 자연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제 1종 자연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제 1, 2종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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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
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건축물
규제사항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이나 12미터 이하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
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건축물

-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규제사항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
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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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구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자연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경관지구가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따름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
에서는 각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건축물
규제사항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
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건축물

-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규제사항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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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청양군

구분

경관지구
제 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 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제 1종 자연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제 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
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
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
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 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제 1종 자연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 제 1종 자연경관지구 기준과 동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
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건축물
규제사항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이나 12미터 이하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
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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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건축물

-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규제사항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태안군

구분
용도제한

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제 1, 2종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
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건축물
규제사항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이나 12미터 이하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
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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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건축물

-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규제사항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홍성군

구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박시설
/ 제16호의 위락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
한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 제7호의 판매시
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5호의 숙
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제26호의 묘지관
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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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건축물
규제사항

-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수 있
다(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
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
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
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미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금지)

용도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9호의 의
료시설 중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
기처리시설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후퇴 및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의 시설물의 설치 금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중심지미관지구 : 5층 이상
- 역사문화미관지구 : 5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건축물
규제사항

건축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하는 면적이상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부속건축물의 제한
-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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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현재 경관관련지구 관리기준의 문제점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지구적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하지 못하는 수단이며, 실제 지
정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관리 기준만 존재하고 있음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이고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
지 않으며 실제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관관리 효과 및 실효성이 떨어짐
•도시계획조례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 경관계획과의 상호 적합성 및
실효성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함

충청남도 시ㆍ군별 경관지구 관리기준
용도제한
시군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건축물 규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규모

대지안
조경

비고

자연

수변

시가지

기타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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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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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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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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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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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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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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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전통경관

-

-

-

●

●

-

●

●

●

조망권

●

●

●

-

●

-

●

●

●

전통경관

전통/조망

충청남도 시ㆍ군별 미관지구 관리기준
건축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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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

높이

규모

면적

형태

부속건축물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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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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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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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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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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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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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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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6-3 관리기준의 개선방안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지정 개선방안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시ㆍ군에서는 경관계획을 토대
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 필요
•단기적으로는 현행대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하되 경관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지구지정을 할 수 있
도록 행정지침을 통해 시행
•장기적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시계획조례상에 있는 관리규정도 경관조례에 담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는 강력한 규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통해 절대적인 규제가 필요
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경관조례로 경관중점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경관관리 필요

관리기준 개선방안
•현재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기준은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조례상의 관
리기준을 모든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도시계획조례상의 관리기준과 더불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관리지침 수립을 통하여 각 지역
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필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내에서의 모든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기본경관계획 및 관련 상위계
획을 적극 활용하여 반영하며, 경관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필요
시 관련 위원회에 경관분야 위원 참석 및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경관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을 검토할 수 있음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관리를 위한 지침은 개별 시ㆍ군의 관련계획에서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및
세부 지침 수립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6-4 각 시군별 경관관련지구의 관리방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경관지구 관리는 경관을 관리하는데 있
어 경직된 수단으로서 경관형성이 우려되므로 추가적인 경관지구 지정은 최소화할 것을 권장
•경관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경관 및 미관지구 지정 대신에 기본적으로 충남기본경관계
획 경관설계지침, 각 시군별로 작성되는 경관설계지침에 의한 관리가 함께 시행되어야 함
•각 시군별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를 각 지구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구
별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안 및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조례와
함께 관리하도록 함
•경관계획의 이상적인 목표는 규제가 아닌 유도를 통한 경관형성이므로 각 시군별 기본경관계획 단계에
서는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경관중점설계지침의 내용을 활용하여 융통성 있게 경관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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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및 미관지구관리를 위한 경관중점관리계획 수립 시 주요 작성내용
•경관중점관리계획은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정
하고 구역별 계획방향을 제시하며 구역 내의 단지배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가로경관 등에
대한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의 계획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함
•실행을 위해 중점관리계획을 기반으로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구분

주요 작성 내용
- 구역 내의 가로 경관 현황 및 인접대지와의 관계, 보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립

단지배치

- 입체적인 계획을 통해 다양한 경관조성 방안 제시
- 주변 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공간구조를 기반으로 이와 연계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수립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 녹지율 증진, 녹지로의 접근성 확대 및 생태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녹지축 형성을 위한 공원, 녹지, 도로, 수변 계획
- 건축물 외부공간 형성을 위한 공개공지, 공공공지, 경계부 등의 계획 수립
- 세부요소, 테마, 도입수종의 종류와 크기와 배치, 공간의 형태와 설계 등

- 건축물의 통일 또는 강조 등 경관 창출이 필요한 경우에 규제 또는 관리 등의 계획 수립
-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건축선, 건축형태, 광고물, 아케이드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

건축물

- 건물과의 조화를 위한 외관, 출입구, 경계부, 조경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
-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
- 옥외광고물은 관리할 지역을 유도 및 규제수준의 관리등급에 따라 일반지역과 특정구역 등으로 구분
하여 계획

- 통합적인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관리주체를 고려하여 계획방향 제시

가로경관

- 가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특화가로 및 자전거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계획방향 제시
- 가로포장은 가로경관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제시
- 가로시설물은 가로경관의 성격과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계획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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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지정 제안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는 05장 부문별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시ㆍ군별 중점관리구역 제안지역을 기반으
로 지구를 제안함
•충청남도 개별 시ㆍ군에서는 향후 관련계획 수립 및 보완 시 검토하여 제안된 경관중점관리구역을 바
탕으로, 도시계획적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원할 시에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을 할 수
있음
•개별 시군의 현장 여건에 따라 구역의 범위 및 계획 방향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구체화 할 수 있음
•그러나 각 개별 시군에서 경관지구를 지정할 시에는 가급적으로 경관중점관리 구역 지정을 선행하여,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상과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함
•수립된 경관중점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경관지구에 대한 관리기준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도 변경이 필요함

구분

경관중점관리구역과 연동된 경관지구 제안

시•군

지구

내용

논산시

대둔산 주변

수려한 자연경관 및 조망점을 보존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형성

청양군

칠갑산 도립공원 주변

수려한 자연경관 주변으로 개발로 인한 훼손에 대한 경관관
리가 필요

홍성군

남당항

해안변 혼잡한 상업시설 및 어촌마을에 대한 경관관리 필요

예산군

예당저수지

예당저수지 주변 무분별한 개발 및 취락지에 대한 경관 관리
필요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간월도 해안경관, 갯벌, 철새 도래지에 대한 경관보전 및
주변 마을의 경관 관리 필요

금산군

금산천 주변

금산시가지 내 중심하천으로서 주변 건축물 경관관리가 필요

서천군

월하성어촌 체험마을

서해안 갯벌, 해안림 등의 생태경관과 주변 건축물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관리가 필요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해변 주변의 상업건축물과 자연경관의 조화가 필요

서산시

해미읍성 주변지역

해미읍성 주변으로 역사문화경관을 위한 조화로운 경관관리
필요

부여군

부여 기와마을

기와마을 이미지와 조화되는 전통경관을 보전 및 관리하는
방안 필요

공주시

공주시 금강변 일대

랜드마크 경관인 공산성에서 바라보는 조망경관관리 필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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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관실행조직 및 행정체계 구축
7-1 경관실행조직 구축의 필요성 및 배경
국토의 품격 향상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국토공간의 양적 확대

국토의 품격 향상

개발 수요에 의해

국토의 공간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국토공간을 양적으로 공급

움직임으로 패러다임 변화

건축·도시디자인 및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건축기본법(2007년), 경관법(2007년 제정, 2012년 개정 추진) 등
•건축ㆍ도시디자인ㆍ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건축기본법, 경관법 등)이 마련되면서, 지
자체 내 디자인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나 디자인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및 실행
조직의 부재로 인하여 디자인 품질 저하, 행정절차 지연, 예산 증대 등의 문제를 야기함
•건축기본법에서 품격 있는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디자인기준 및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등 도입
•경관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 : 2012년 국회 재상정 예정인 경관법 개정안에
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

지자체의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관리여건은 미성숙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전환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관리여건은 미성숙한 상황
•지자체 내 건축ㆍ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디자인품질
을 관리하는데 한계를 가짐
•단기적 사업효과에 치중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 양산
•과도한 디자인의 도입으로 경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계획과 사후관리의 중요성 증대

7-2 충청남도 경관 행정조직 구성 및 업무수행현황
충청남도 경관관련 업무 조직 체계
•현재 충청남도의 경관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국 산하 건설교통항만국의 건축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충청남도 경관 행정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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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관행정조직의 문제점
•건설교통항만국의 건축도시과에서는 주택정책, 건축문화, 공공디자인, 도시 기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경관행정에 관련해서는 건축도시과 내 공공디자인 부서에서 공공디자인 정책, 옥외광고물,
도시경관디자인 개발, 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수행으로 담당 직원별 해당 업무의 일관성 있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순환보직제로 인하여 경관업
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경관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의 책임 있는 경관 조직 마련이 시급함
•특히 경관행정을 운용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국, 환경녹지국, 도청
이전-내포신도시 건설본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고유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들과의 의견조율을 담
당할 수 있는 조직체계 미흡하여 부서별 운영상의 일관성 결여 등 경관적인 문제점이 발생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문화산업과/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
공주·부여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사업추진
도청 신도시내 문화지구 조성
고도보존법 관련업무
고도 옛모습되살리기 사업추진에
관한사항
자연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에 관한 사항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에 관한사항

농수산국

환경녹지국

농촌개발과/수산과

환경관리과/산림녹지과

농지보전 및 이용계획 수립

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업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국·도·군립공원 계획수립 및 관리업무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

도립공원 자연친화적 개발사업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용역 업무

전원마을조성사업

금강네트워크 지원 및 관리

농촌생활환경(오지종합개발사업 등)
정비 사업

1사 1하천 가꾸기(실개천 살리기 등)
업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공수역 등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

소도읍 육성사업관리

산림 휴양시설 조성운영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도시 숲학교 숲 조성관리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지방어항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고시

국토공원화 및 조경관련업무

백제문화권 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협의

어촌정주(소규모) 어항개발,
어촌관광개발 업무 관리 및 지원

가로수 조성 관리

황새마을 조성 사업 추진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국가어항 관리

관광루트개발 및 홍보 외 다수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추진 등

7-3 충청남도 경관실행조직 개선방안
•충청남도의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경관행정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국, 환경녹지국, 건
설교통항만국, 도청이전 및 내포신도시 건설본부 등 각 부처의 소관업무를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기
구로서 협의체 역할이 필요함 : 건설교통항만국 건축도시과 내 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도시경관」
부서를 신설하여 5개의 부서로 보완하며, 충청남도청 내 각 부처 및 시ㆍ군의 경관관련부서와 연계하
여 진행되는 경관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협의하는 역할로 전문 인력을 구성
•현재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 부서의 1인 단독 체제 경관 업무 담당은 충남 전체의 경관관련
사업 관리 및 경관 관련 업무에 대한 각 조직별 의견조율 등 협의체 역할은 불가능한 상황
•이에 현재 주택정책, 건축문화, 공공디자인, 도시기반 업무가 집약된 건축도시과 내에 충남 전반의 도
시경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경관관련 전문 인력이 포함된 「도시경관」부서를 신설하여 공공디자인
부서와의 업무 구분 및 실질적인 경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도시경관 부서에서는 충남 각 부처의 경관관련 업무를 통합 협의 역할 뿐 만 아니라, 종전에 공공디자
인 부서에 속한 경관계획 관련업무, 도내 기초지자체 경관사업 및 행정관련 지원업무를 포함하며 각
실 및 국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경관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충남에 속한 각 시ㆍ군의 경관관련 부서
와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부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채용과 전문가 풀제를 활용한 상시기구를 설립하여 일상 업무에
서도 상시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충청남도의 수준 높고 통합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교육과 관련 회의를 통해 시ㆍ군 경관부서의 협조 체계 마련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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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01. 과업의 개요

02. 조사 및 분석

03.경관기본구상

04.경관기본계획

05.부문별경관계획

06. 경관설계지침

07. 실행계획

충청남도 경관관련 업무 조직 정비 방안
•현 충청남도 조직의 틀을 유지하되 건축도시과 내 도시경관부서를 신설하여 업무 구분 및 전문성 확대

▷ 충청남도 경관행정조직 제안

도시경관부서의 주요 업무
•향후 경관행정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전담부서와 인력이 요구되며, 현재 공공디자인 부서와
의 업무 구분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 가능
- 시ㆍ군 경관계획의 승인
- 충청남도 경관 모니터링 및 관리
- 경관 관련 분야별 계획, 시행 및 관리의 총괄
- 경관 사업의 선별, 계획 및 관리
- 타 부처 위원회 경관 관련 사항 심의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전문가 지원
- 경관 코디네이터(경관 지원 상시 기구) 운영 및 관리
- 경관 관련 분야의 조례, 시행지침 등 제정과 운영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경관 협정의 체결 및 관리
- 경관 관련 심의기준 수립 및 조정
- 경관 관련 지원 연구 실행
- 경관 행정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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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경위
❍ 2011. 09. 28. : 경관기본계획 입찰공고
- 충청남도 행정구역 전체 16개 시, 군에서 연기군 세종시 편입으로 제외

❍ 2011. 11. 11. : 용역계약
- 225,201천원 (VAT 포함),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011. 11. ~ 2012. 04. : 15개 시·군 현황조사(1~5차 현황조사)
- 충청남도 도시현황 파악을 위해 시·군 단위로 경관유형별 분류하여 조사

❍ 2011. 12. 16. : 착수보고회 개최
- 충남도청 관계자 외 자문위원 8명
- 전체 과업에 대한 진행절차 및 방향 검토

❍ 2012. 01. ~ 2012. 04. : 경관의식조사(면담 및 배포)
- 유사사례 검토, 도·시·군 유관부서 및 관계자 검토를 통한 문항 작성
- 외부 전문가 145부, 유관부서 53부, 도,시민 424부, 총 622 수급(1000부 배포)

❍ 2012. 03. 23 ~ 24. : 역사문화지역 답사 및 워크숍 시행
- 부여, 공주, 논산의 주요 역사문화지역 집중 답사
- 워크숍을 통한 향후 진행방향 모색(도청담당자, 용역사)

❍ 2012. 05. 11.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충남대학교에서 개최(자문교수 4명)
- 현황조사, 설문조사, 시·군 경관특성 반영 여부, 경관구조 및 기본구상 적절성 검토

❍ 2012. 06. 15. : 1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 충남도청 개최(충남도청 관계자, 자문교수 9명)
- 1차 자문회의 결과 반영여부, 기본계획 내용의 적절성 검토, 향후 보완사항 및 계획 주안점 제시

❍ 2012. 07. 10. : 1차 시·군 의견청취
- 충남발전연구원 개최(15개 시·군 관계자)
- 현황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 상위·관련·지자체 자체 기본경관계획 검토 및 반영을 통한 정합성 확보
457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 2012. 07. ~ 2012. 08. : 심의위원 개별자문 및 의견수렴
- 자문위원별 개별 결과보고, 분야별 세부 자문 의견 수렴

❍ 2012. 09. 19. : 2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 충남도청 대회의실(충청남도 부도지사 및 관련담당자, 시·군관계자, 자문교수참석)

❍ 2012. 10. 01 ~ 10. : 2차 시·군 의견청취
- 충청남도 15개 시·군 추가 의견 청취
- 중점관리구역 및 경관사업 관련 추진현황 확인, 기타 관련부서의 추가 의견청취

❍ 2012. 10. 26. : 주민공청회/도의회 의견청취
-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 개최
- 충청남도 부도지사, 시·군정책위원단, 자문교수 7인, 14개 시·군 관계자, 15개 시·군 주민대표 참석
- 종합적 보고 및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 및 의견 제시, 도의회 의견청취

❍ 2012. 11. 27. : 충청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 충남도청 상황실(경관위원회 심의의원 6명, 충남도청 관련담당자)
- 의결 결과 : 조건부 의결

❍ 2012. 12. 10 ~ 2013. 1. 9: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공고
- 충남도청 홈페이지 게재

❍ 2012. 12. 20. : 최종보고회
- 충남도청 대회의실(충청남도 부도지사, 15개 시·군 관계자, 자문교수 8명)

❍ 2013. 01. 13. : 용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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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반영내용
2-1 1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 2012. 06. 15 : 충남도청 대회의실
구

분

계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

추후반영

주요 의견

14

10

1

3

-

연번

1

주요 의견

비고

- 경관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인 시군 - 기 수립되었거나 진행중인 계획을 분석하여 반영하
에 대한 계획간 연계 및 정합성 확보 필요
였으며 미반영 되었거나 변경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 반영
하며, 시군 의견정취를 통하여 세부내용을 보완
(천안,보령,당진 수립 중 경관기본계획 등)
- 나쁜 경관의 사례가 제시되어 공감이 되고 어떻

2

조치 계획

게 고칠 것인가를 함께 고민 할 수 있도록 해주
기 바람

- 각 시,군별 경관유형의 경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현황조사 자료집 수록하여 제시함

반영

- 상위계획, 각 지자체 경관관련 계획, 사업 등을 분석
- 시군 현장 조사에 대한 시군의 경관관련 이슈가

3

조사 되어야 하며, 지침에 의한 기계적이고 틀에
맞추기 식으로 되지 말고, 현장 지자체 중심의
계획이 되어야 함

하여 시군별 경관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각 시군 유
관부서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관특성과 이슈를 도 반영
출함
 시군별 의견정취를 통하여 수정ㆍ보완함

- 충청남도는 도시, 해안, 도농복합, 산업, 농산어

4

촌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역이 공존하나, 경
- 경관사례분석은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
관사례분석은 대도시 해안지역, 역사문화지역 등
반영
여 다양한 경관적 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함
하나로 좁혀진 정체성을 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절하지 않음

- 경관기본구상의 2경 수변경관, 3경 녹지경관, 4 - 경관기본구상 및 계획은 보전, 관리, 형성의 기본 틀

5

경 농ㆍ산ㆍ어촌경관 들을 각각의 주요과제가
해결되는 방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에 경관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 반영
하여 반영함

- 5개 권역별 경관계획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 - 권역별 경관계획의 공통사항은 5대목표 및 15대 전

6

과 권역별로 특성화 할 사항으로 정리 고려
요망

략부문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권역별 계획은 권역별 반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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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연번

7

주요 의견

조치 계획

- 경관권역을 행정구역별로 꼭 나누어야 하는지?

- 충청남도 지역생활권에서는 홍성, 예산, 청양을 중부권
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본 계획의 권역구분과 일치하며

다소 실제 생활권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계획의
전개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혼란이 초래하고
있음, 청양-공주-부여를 한 권역으로 권장함

도 차원의 계획인 만큼 관련계획이 없는 행정구역에서
의 실질적인 활용을 고려하면 구역별 구분이 적합하다
고 판단함

비고

미
반영

- 도시적 패러다임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농산어촌 - 농산어촌의 환경, 진입로, 건축물 등의 관리를 통하여

8

9

10

11

경관을 포함한 충남에 맞는 공간적인 경관계획
필요

- 녹지축과 산림축에 대한 용어의 사용 검토 필요 - 녹지축은 산림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녹지축에는
(일원화 또는 구분)

- 경관축계획 중 해안 경관축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경관관리 부분 추가요망

- 해안축 내 별도의 축을 추가선정하는 부분은 제외하되,
산업단지 경관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별도의 중
점관리구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시군 경계부로 나누어 제시함

- 행복한 변화를 추구하는 도의 이념과 가치에 부 - 농산어촌 경관은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 재설
합 되도록 농어촌, 마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정하고 설계지침 및 세부계획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함

반영

반영

부분
반영

부분
반영

부분
반영

- 충남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10의 색채계획과 다
- 색채경관 설계지침은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
름, 본 계획의 색채계획의 더욱 적절해 보이나,
13
며 적용범위 및 방법은 위계에 따라 중복 적용되지 않
지자체에서 계획의 위계를 세워 일관성 있고 정
도록 설정함
체성 고려

반영

- 경관설계지침, 충남에 적용 가능한 유형별 지침 - 시가지 경관 설계지침은 위계별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
예시가 보완되어야 함
별 설계지침의 적용범위와 방법을 설정함

반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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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축, 도시녹지축, 가로녹지축 등으로 구분함

- 권역 / 지형을 고려하여 경관중점 / 특정경관 계 - 도시밀집지역의 경우 산업단지와 신시가지, 구성시가지
획으로 수립하였으나, 그 외 도시화 유형 즉 지
로 구분하여 검토하겠으며 경계부의 경우 도경계부,
역밀집도 수준의 특성 반영 필요

12

삶의 질 개선과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경관자원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함

2-2 1차 시ㆍ군 의견청취
- 2012. 07. 10. :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
구

분

계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

추후반영

주요 의견

13

7

-

6

-

연번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비고

-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에서 천안시는 첨단산업녹
- 권역별 기본방향은 각 권역의 대표 이미지와 특성,
색안업의 북부권역에 초점을 맞춘 산업 및 교통
경관자원에 대하여 중첩되는 요소를 바탕으로 설정
과 관련된 경관계획 위주로 설명되고 있음. 하
된 것으로 단위 시군의 세부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 부분
천안
지만 천안시가 수립한 천안시 기본경관계획의
을 수 있음. 단, 첨단녹색산업권역의 이미지를 구현 반영
목표와 추진 전략은 만남과 어울림의 흥이 살아
하는 방안으로 천안시에서는 만남, 어울림, 흥이라는
있는 도시로 관련된 경관계획 내용이 미흡하므
세부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로 이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함
- 고속철도(KTX) 및 공주역 표시필요, 공주역 주
변은 공주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므로 경관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
필요

공주 - 공주시 강남지역(중동, 중학동, 반죽동, 산성동,

- 시가지 및 철도축에 대한 기본계획 내용에 공주역을
표기하고 기본구상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함

-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금성동, 교동, 웅진동, 옥룡동) 일대는 고도보존
백제권역 기본계획에 반영함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 7. 23.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이 고도지구로 지정ㆍ승인한 지역

반영

으로, 경관법에 우선하여 특별법 적용 받음

보령

- 보령시 환경색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상 - 각 시·군의 기 수립되거나 진행중인 색채관련 계획들
태이며, 기본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참고 할
을 재검토하여 권역별 대표색 및 강조색의 범위를 반영
필요가 있음
조정함
- 야간경관 조사대상지에서 아산시도 중요한 대상
지로서 포함될 필요(천안 아산역 일대 신도시,

아산

온양시가지 온양온천역 광장, 곡교천 주변 은행
나무길, 온천지역, 아산호 인근 등). 현재 안산
산에서 전통 등 야간경관사업 진행중에 있으므

- 야간경관 조사대상지 부분에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부분
안산시의 조사대상지를 토대로 재검토하여 조사대상
지에 반영함

반영

로 반영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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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연번

서산

주요 의견
- 해양, 생태자원과 더불어 서산-중국과의 쾌속선
이 운항하는 대산항이 조성되는 등 항만을 통한
국제관광 및 산업시설이 설치되기에 자료조사와

조치 계획

비고

- 항만을 통한 국제관광 및 산업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부분
분석을 통하여 서해안 기본계획에 반영함

반영

분석필요

- 논산은 기호유교 문화권중 본거지로 역사적으로

논산

공인된 지역으로 서원, 향교등 한국전통 유학이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도시, 세계문화유산 등재
중인 돈악서원, 명재고택, 종학당, 노강서원, 이

- 논산의 역사문화특성의 조사에 있어 누락된 사항들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서원, 향교, 세계문화유산 등재중 반영
인 역사문화자원들의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함

삼장군 고택 산재

계룡

- 삼군본부가 위치한 군사도시로써의 특성을 고려
한 경관관리 계획 수립 필요

- 계룡시 군사지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하여 군사
지역 주변지역에 관한 경관관리계획방안을 검토하여 반영
반영

- 당진시는 충청남도에서 발전 속도가 비교적

당진

빠르다 하더라도, 도농복합도시로서 경관관리에
농어촌경관에 대한 충청남도 차원의 지침이 절

- 북부권역 경관설계지침에 농어촌 경관설계지침을 주 부분
요과제로 설정하고 도 차원에서의 설계지침을 마련함 반영

실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가 검토

부여 - 백마강 주변 경관 포함 수립 요청

- 수변 및 하천경관계획에 특히 금강 하류구간의 백마
부분
강 주변을 포함하여 수변 및 하천 경관계획 내용에
반영함

- 옥외광고물뿐 아니라 미관을 해치는 요소(방치

서천

홍성

건축물, 조화롭지 못한 색채, 전선 등) 대한 관
리방안 또는 개선방안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 내포신도시 위주의 계획, 기존 도심홍성의 경관
계획 부족 보완
- 본 계획은 기존 도시 및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청양

토대로 수립된 계획으로 보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 가능한 잠재적 경관자원 조사 필요

예산

- 내포신도시 위주의 계획으로 예산읍 구도심에
대한 계획과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등 전이구
역에 대한 계획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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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세부내용에 대하여 구성요소에 부분
관한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반영함

반영

- 신도시와 구시가지와의 균형적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 부분
한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 하도록 하겠음

반영

- 농산어촌 경관은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 재설
반영
정하고 설계지침 및 세부계획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함

- 신도시와 구시가지와의 균형적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
한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신도시와 기존시가지 반영
경계부 경관계획 방향을 제시함

2-3 2차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 2012. 09. 19. :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구

분

계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

추후반영

주요 의견

13

8

1

4

-

연번

1

주요 의견

- 상위계획과 관리가이드라인은 위계 구분하여 정 - 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위계를 정리하여 반영하며 해
리하고 해안경관관리/ 농산어촌관리/ 산림경관관
안/농산어촌/ 산림경관 가이드라인을 추가 검토하여
리 가이드라인 검토 반영

2

조치 계획

- 서산시 도시미래상 및 계획목표 등 수정 요함

비고

반영

반영
- 수정하여 반영함

반영

- 충남종합개발계획, 해안경관관리가이드라인, 해

3

4

안 및 내륙권 발전지원법 관련 서해안종합개발 - 상위 및 관련계획의 위계와 검토사항을 분야별로 세
계획 연계) 등 상위계획 검토사항을 분야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

분화하여 제시함

- 연풍오경은 5대 추진전략의 슬로건 수준으로 보
여지므로 경관부문의 도 기본계획 으로서 정책 - 미래상 및 관련 위계에 대해 보완하여 제시함

반영

반영

기조를 나타내는 미래상으로 검토 바람

5

6

- 계룡시는 지역이 좁고 도시화가 높은 도시이므로
충남의 타 시군과 다른 경관계획의 접근이 필요

서비스업이 밀집한 도시적 특성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함

- 장기계획이 반영된 경관계획수립(국가 계획이 - 국가계획 및 주요 사업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확정된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관광개발계획은 5개 권역으로 시행중이므로
권역 구분시 고려 필요

7

- 군사도시 계룡의 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도대비

- 역사온천(천/아), 내포문화(서산/당/예/홍), 해양
도서(보/태/서천), 백제금강(공/부/청), 녹색유교
문화권(계/논/금)

보다 구체적 계획을 제시함

부분
반영
부분
반영

- 관광개발계획의 권역구분은 충청남도 내 주요 관광
자원의 역사/문화적/인공적 특성 및 연계화를 고려
하여 권역을 구분한 계획으로, 자연경관의 특성과
향후 개발방향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경관계
획의 권역구분과는 상이할 수 있음. 이에 충남권

미
반영

관광개발계획에 제시된 주요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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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연번

주요 의견

8

- 역사문화 경관지구인 공주ㆍ부여지역은 역사적ㆍ
시대적ㆍ지역적 연계가 높게 고려되어야 함

조치 계획

비고

- 역사문화특성이 강한 공주ㆍ부여지역은 권역 및
거점 계획, 중점관리구역, 지침 등을 통해 보다
차별화된 경관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며, 연계성을

반영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함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경우, 기 수립된 지자체의

9

계획내용과 본 계획 간의 관계성 및 신규 지정
구역일 경우, 기 수립된 지자체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 검토 필요
- 시군의 개별적 계획수립보다는 도에서 역사문화

10

경관 중점관리구역에 대해 일관적인 계획을 수
립하여 통일적 관리를 하거나 공주ㆍ부여에 동
일한 시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조정ㆍ검
토하여 통일적 관리가 필요

- 기 수립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추가되는 구역에 대
한 관리방안을 논의하며, 미수립 지차체는 중점관리

반영

구역 선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보완함

-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해 공주,부여
일대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제안하였으며, 해당시 협
의를 통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
하여 반영

반영

- 경관권역별 설계지침이 상세하게 제시되었는데
앞서 경관권역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 전체의

11

권역도가 앞장에 제시되고 북구에서 남부에 이
르는 5개의 권역별 설명이 이어져야만 정확히

- 경관권역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도를 앞서 보

부분

여준 이후에 설계지침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반영함

반영

어느 지역인지가 공간적으로 인지 될 수 있음

12

- 공주ㆍ부여지역은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통일적인 관리
가 필요함

- 건축물 지침은 공공시설과 대형건축에 그치고 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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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실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90% 이상이
되는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기본계획 상 역사문화권역로서 같은 권역에 속한 공
주시와 부여군은 통합적인 설계지침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중점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반영

- 현재 건축물 설계지침은 공동주택, 단독․다가구주
택, 상업․업무시설, 공업건축물, 공공건축물 총 5
개의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
며, 추가적으로 충남에 많은 농어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지침 내용을 보완하겠음

반영

2-4 2차 시ㆍ군 의견청취
- 2012. 10. 01. ~ 10. : 전자문서로 의견 수렴
구

분

계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

추후반영

주요 의견

13

10

-

3

-

연번
1
2
3

4

주요 의견
- 공주시디자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완료
되었으므로 ‘수립중’ 조정 요함
- 공주국립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계룡산도립공
원->계룡산국립공원 으로 교체
- 천안시의 신도시와 구도시가 적절히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경관계획이 필요함
- 서산시는 서해안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자동
차․석유화학 산업의 첨단 임해 산업단지 목표
로 있어 “북부권역”과의 중첩 여지에 대한 검토
요망
- 이와 함께, 2개 이상 권역에 걸치는 경우 군
현황 표시작성에 대한 검토 요망

5
6

7

8
9

10

11

- 담수호 및 댐지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기 수립된 시군의 경관기본계획의 중점경관관리
구역과 경관지구 내용 검토, 반영
- 부분별 경관자원에 대한 사진이 중복되거나 제
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으로 대처하기 바람
- 주요시설물 명칭 수정 요함
- 수립 중인 논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중점관리대상, 색채 등 검토
- 모든 자료의 당진군을 당진시로 수정_ 도면의
명칭 및 위치 재확인 요망
- 농산어촌 중점경관관리구역상 어촌마을의 왜목마
을은 농산어촌 경관이라고 보기보다는 관광진흥
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에 따라 형성된 곳이므로,
시가화된 지역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농산어
촌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구분 기준을 제시
하고, 분류유형을 검토
- 색 적용시 권역별(색상선정), 지역별(테마설정),
용도별(채도설정), 시설별(연출설정)에 대한 기준
필요

조치 계획

비고

- 수립 완료된 사항으로 반영함

반영

- 수정하여 반영함

반영

- 신도시와 구도시의 경계부 경관관리 등에 대한 계획
반영
을 수립하며 설계지침을 통해 구체화함
- 서산시는 북부 및 중부권역의 특성이 조화된 복합적
경관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남북의 해만과 도서지역,
방조제 등 서해안 경관특성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여 부분
관리적 측면을 고려한 행정구역별 권역구분 측면에서 반영
서해안권역으로 정리함. 단 문화적, 산업적 특징을
고려한 전이공간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함
- 호수 및 댐 지역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하천축에 속하
는 대상은 통합적인 차원에서 계획하며, 개별 지역은 반영
권역계획을 통해 주변의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함
- 기 수립된 시군의 경관기본계획의 경관중점관리구역
반영
과 경관지구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함
- 부분별 경관자원의 사진, 주요시설물 명칭 및 범례
및 의견사항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반영하도록 하 반영
며 주요 명칭 수정하여 반영함
-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은 기본방향과 중점관리대상을
반영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항목을 추출하여 반영함
- 군에서 시로 승격한 당진시의 문구를 재검토하여 당
진시로 수정 하겠으며, 도면의 명칭 및 위치를 재확 반영
인 하여 수정 보완함
- 특성화된 마을의 경우 지역, 환경, 문화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제시함. 단, 경관중점관리구역 부분
및 시범사업의 경우 대중적인 인지도와 파급성을 일 반영
부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이를 감안한 구역을 선정함
- 본 계획에서는 큰 틀에서 색의 적용기준, 범위, 방법
을 마련하겠으며 권역별, 지역별, 용도별, 시설별에 반영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12

- 시군에서 중점관리구역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
정도는 있어야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에 의거한
우리군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됨

- 중점관리구역 수립 시 시군단위의 위치제안 및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지자체에서 본 계획을 활용할 반영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여 반영함

13

- 본 계획은 기존 도시 및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토대로 수립된 계획으로 보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 가능한 잠재적 경관자원 조사 필요

- 본 계획은 도 차원에서의 경관자원의 특성, 잠재성을
반영한 계획으로 15개 시·군의 모든 지역별 차별이 부분
아닌 권역별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군별 차 반영
이를 고려하여 지침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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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2-5 주민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청취
- 2012. 10. 26. :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주민공청회 및 토론회 의견>
구

분

계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

추후반영

주요 의견

11

7

-

4

-

연번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비고

- 목표연도의 충청남도 경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경관

1

- 충남경관계획이 현황 반영보다는 미래지향적 경
관관리, 보존이 가능한 경관계획이 되도록 필요

계획으로서의 수립하고 있으며, 현황을 바탕으로 보

부분

존해야할 경관자원과 개선해나가야 할 항목에 대한
반영
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
는 경관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반영함

- 계획 수립 후 시군 담당자 및 계획자가 많이 보 - 도경관계획에 있어 강조하고자 하는 기본방향과 여

2

게 되므로 좀 더 보기 쉽게 다루어야 하며, 강

러 지자체가 연계된 지역에 대한 세부방향을 보다

조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명확히 나누
어 주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추후 활용을 고려한
계획 구분 및 편집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반영함

반영

-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녹지네트워크는 충청남도의

3

- 칠갑산을 중심으로 오서산-용봉산-수암산 등의
네트워크는 광범위하여 실질적인 연계가 어려울

전체 녹지축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이므
로 직접적인 연계가 아닌 단절 도로부 가로수 형성

수 있으므로 내포신도시 주변으로 수덕사가 있

등의 최소한의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임. 이에 큰 틀

는 덕숭산-가야산-용봉산-수암산 네트워크 구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기 바람

에서의 연계를 고려하며, 내포신도시 주변 실질적인
녹지네트워크는 계획에 반영하여 추후 세부계획이

부분
반영

수립되도록 함
- 충남 경관자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

4

고려 필요하며 역사문화자원의 시가지내에서의
주요 조망점, 하천수변경관의 개방성 확보 등이
해당됨

- 녹지 및 수변축을 중심으로 인공경관에 의한 자연
경관의 차폐를 최소화 하는 경관방향을 제시하며,
중점관리구역 내 대표 경관자원에 대한 개방성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부분
반영

- 보전,관리 외에 복원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현재 설계지침은 경관 형성, 관리, 보전 3가지 측면

5

특히 서해안 방조제 등 훼손 및 변형이 많은 지
역에 대해서는 해안축을 중심으로 한 복원 검토

6

- 녹지축은 도로계획 등에서 경관보존을 위한 에코
브리지, 경관녹지 내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교량,
야간경관 등의 지침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함

466

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자연 훼손 및 변형 반영
이 많은 부분은 복원을 통한 형성측면 지침 보완함
- 삼림자원의 녹지축 조성에 관한 지침에서 도로로 인
해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 에코브릿지, 경관교량 등
의 지침을 보완하며, 축에 대한 야간경관 설계지침
을 보완하여 반영함

반영

연번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비고

- 농산어촌의 계획은 마을/주택에 한정되어 있는데
녹지등에 입지한 1,2차 생산시설(축사, 미곡시설

7

등)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시군이 구체적 가이드라

- 축사 등 농어촌의 경관을 저해하는 주요소인 대형
1,2차 생산시설의 경관설계지침을 추가로 작성함

반영

인을 수립하도록 근거 마련
- 도의 기본계획 활용성 차원에서 개별 시군에서
는 현 지침을 기본으로 잘 활용하고 추후 각 지

8

자체별 주거,농경,상업지 등에 대한 커뮤니티 디
자인 지침 수립을 통해 각 지자체별 세부적인
계획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함
- 충남은 정체성 측면에서 역사문화경관이 중요
하며 실제로는 농어산촌경관이 중요함. 이에 건

9

축심의대상은 물론 허가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으로 역할을 하도록 농어산촌 색채 및 축사 형
태 등의 실질적인 지침이 필요함

- 도 기본경관계획의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후속하여
시군 기본경관계획 및 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반영

제시함
- 축사 등 농어촌의 경관을 저해하는 주요소인 대형
1,2차 생산시설의 경관설계지침을 추가로 작성하며, 부분
농어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팔레트 및 색채범위를 제 반영
시함

- 홍성 뿐만 아니라 충남 전반적으로 미곡창고 및
축사와 같은 기반시설의 샌드위치 판넬의 색상
등이 임야와 생산녹지에 위치할 경우 자연과 조

10

- 창고와 축사 등 부속시설에 대한 색채가이드라인과
반영
금지 및 권장에 대한 사례를 제시함

화될 수 있는 색채지침 등이 필요함
-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공지위치 지정은 개인적
인 공간임을 감안하여 공간의 활용성이나 위계
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임(사유재산에 대한

11

고려 필요)

-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공지는 전체적인 가로 경
관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되나 사유재 반영
산임을 고려할 때, 권장지침으로서 보완함

- 도시 방향으로 일치하는 내용은 재검토 필요

- 2012. 10. 26. : 공주문예회관 소공연장<도의회 및 시군정책위원회 의견>
구

분

주요 의견

계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

추후반영

10

5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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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연번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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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견
- 공주시의 경우 역사문화경관이 잘 구축되어 있
는데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특화할 수 있는 방향
에 대한 제시가 보완되었으면 함
- 논산의 경우 유교문화와 역사문화요소가 많음.
이러한 장점과 지역별 특성을 잘 살려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함. 예로 주요 고택 인접으로 현
대식 건축이 계획된다던지 이러한 이질적 경관
형성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계획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 수립이 필요
- 도 기본계획이 지자체의 상위계획으로서 여러
시군이 연접되어 갈등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서는 언급이 필요하며 너무 세부적인 계획보다
는 조금 더 포괄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
람직함
- 많은 시군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의 명확한 방향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
- 계획 수립 후 시군 담당자 및 계획자가 많이 보
게 되므로 좀 더 보기 쉽게 다루어야 하며, 강
조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명확히 나누
어 주는 것이 필요함
- 시군이 주로 다루는 부분은 얕게 다루되 축이나
유형 등은 도차원에서의 중요한 계획이므로 강
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특히 경관 유형에 대
한 기본방향과 지침은 조금 더 강조하여 주는
것이 필요함
- 경관자원 조사에 있어 부정적이고 개선이 필요
한 경관에 대한 제거방안이 필요하며, 시각적으
로 보이는 부분 외에도 비가시적 요소(지역 역
사문화자원 등)가 있으므로 정체성 형성을 위한
비가시적 자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도로축의 경우 장항성 폐선부지의 경우 90km
장구간에 여러 지자체가 산재되어 해외사례를
봐도 중요한 경관자원으로 경관 복원이 필요함

9

- 중점관리구역은 요소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
고 역사문화, 관광지 위주로 계획된 만큼 생활
공간(주거, 상업지구 등)에 대한 경관적 안타까
움이 많은 만큼 도단위의 의지를 기반으로 중점
관리구역이 조금 추가되면 좋겠음

10

- 현재 설계지침상 보전,관리 외에 복원적인 측면
도 고려되어야 함, 특히 서해안 방조제 등 훼손
및 변형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안축을 중심
으로 한 복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

조치 계획
- 문화재지역의 야간경관 설계지침을 보완하여 제시함

비고
부분
반영

- 역사문화관광거점 계획시 인접지역에 대한 형태 및
조화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인공요소로 인해 부분
기존 경관과의 이질적인 부조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침에서의 방 반영
향을 제시함
- 여러 시군이 연접되어 통합적인 관리 및 방향이 필요
한 지역에 대한 경관방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
며, 별도의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에서
는 도기본경관계획을 기준으로 계획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계획으로 수립함
- 도차원의 경관계획임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방향과 지
침으로 추후 개별 시군의 세부경관계획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도경관계획에 있어 강조하고자 하는 기본방향과 여러
지자체가 연계된 지역에 대한 세부방향을 보다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추후 활용을 고려한 계획
구분 및 편집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반영함

반영

반영
부분
반영

- 기본계획 차원에서의 경관권역과 축에 대한 보완을
통해 도기본계획으로서의 중요한 방향이 명확하게 반영
제시될 수 있도록 보완함
- 충청남도의 긍정적 부정적 경관현황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제시하며, 비가시적차원의 문화 및 행사등 추후
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 반영
록함
- 장항선 폐선부지에 대한 경관계획 방향으로 관련 지
자체간의 통합계획측면으로서의 계획 제시와 선도사
례를 바탕으로 복원의 방향이 제시되도록 함
- 도차원의 중점관리구역은 주요 추진전략(연풍오경)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직접적
인 관리가 어려운 만큼 해당 시군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었음. 특히 시범사업의 확산을 위해 적정 인지
도 및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개별 생활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지정은 관리 및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
음. 이에 개별 시군에서 관련계획 수립시 우선 고려
해야 할 중점관리구역 대상을 제시하여 연계될 수 있
도록 함
- 현재 설계지침은 경관 형성, 관리, 보전 3가지 측면
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자연의 훼손 및 변형
이 많은 부분에는 복원을 통한 형성측면의 지침으로
보완함

반영

추후
반영

반영

2-6 충청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 2012. 11. 27. : 충남도청 상황실 <결과 : 조건부 의결>
구

분

계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

추후반영

주요 의견

36

33

1

2

-

연번

1

주요 의견

- 도시 경관관리 방안 보완
(경관거점에 도시경관 추가)

조치 계획

비고

- 도시의 경우 범위가 크고 도시 내에 다양한 경관 유
형(개별 거점)이 존재하여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계획에서는 도차원의 거시적 관리 및 신ㆍ구도심
반영
의 상대적 차이를 경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신도시/ 개발예정지/시군 도심을 구분하여 경관
거점으로 추가 계획함

- 농어촌주택에 관한 가이드라인 추가·보완

2

- 농어촌 경관(주택,창고,축사,공장 등) 구체적인 - 창고, 축사, 공장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들은 기존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중 공업건축물, 축사건축물 반영
가이드라인 마련
설계지침에 농어촌 경관과의 관계성을 보다 강조하
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3

- 경관협정 부분에 보다 구체적인 예시 필요

-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 일대 특화 경관형성 사업을
제시하여 현황분석, 경관협정(제안예시), 실행방안
반영
(안), 국내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 경관협정대상의
분류별 사례, 규제 및 인센티브에 대해 기술함

4

- 야간조명구역 특성별 상이한 계획 필요

- 야간경관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방향 및 영역별,
반영
위계별 지침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계획함

5

- 충청남도 기본경관계획의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대표
적인 중점관리구역 외에도, 각 시ㆍ군의 중점관리구
- 시ㆍ군 중점관리구역과 중첩되는 계획 종합적으
역을 제안하여 먼저 수립된 4개시의 기본경관계획과 반영
로 정리 필요
의 정합성을 고려 및 향후 수립되는 11개 시ㆍ군에
서는 기본 방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469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연번

주요 의견

6

- 실행계획의 지침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7

- 경관축의 설계지침이 너무 단순하므로 내용추가
필요

8

- 권역별경관의 계획과제는 계획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치 계획

비고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조직
구성 등 실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반영
반영함
- 경관축(해안축, 하천축, 녹지축, 도로축)의 설계지침에
대한 추가내용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함. (각 설계지침 반영
별로 3-4개씩 지침 내용을 추가)
- 권역별 설계지침의 세부내용 표상에 용어를 계획과제
반영
에서 계획방향으로 변경함
- 농어촌 주택건축물 이외에 공업(공장,창고)건축물, 축
사건축물이 대개 농산어촌 입지하게 되므로 이에 대

9

- 농산어촌에 대한 전반적인 반영이 예시된 사례
몇 개 요소로 지침이 설정되어 다소 아쉬움

한 관계성 및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지침을 사항
을 보완하였음
- 기존 공업건축물과 축사건축물 설계지침 내용에 농산
어촌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경관지침을 추가하여

반영

농산어촌 내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함
- 야간경관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방향 및 영역별, 위
계별 지침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계획하며, 농촌지
- 농촌 야간조명 설치에 관한 지침이 너무 일반적
이고 단편적이어서 적용시 효과는 미비할 것으

10

로 예측됨, 특히 빛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장치마련과 시간에 따른
점등ㆍ소등 등에 대한 계획도 필요

역 및 자연보전지역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수치적
지침마련을 통해 빛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
- 점등 및 소등에 대해서는 향후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
방지법 (2013.2시행)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시 상충

반영

될 수 있으므로 도차원의 큰 틀에서의 기본방향을 제
시함
- 전체적인 목차 제시 및 위계를 고려하여 보완
- 색채와 야간경관계획은 경관 관련 계획이 없는 시․
- 보고서를 찾아보기 쉽고 읽기 쉽도록 목차가 잘

11

정리되도록 편집 수정 필요. 색채와 야간경관
설계지침은 06경관설계지침이 아니라 05부문별
경관계획에 있어 다소 혼동됨,

군 및 충청남도 내 통합적 관리를 고려하여 특정경관
계획(요소별) 의 수준으로 수립하였으므로, 위계상 5
장 부문별 경관계획 에서 관련 조사 및 계획 방향을

반영

제시하고, 6장 경관 설계지침의 4가지 요소별 경관
계획에 이어 색채, 야간경관 설계지침부분을 이동하
는 것으로 정리함

- 시가지 중심 및 구도심 권역에 대한 관리 및 형

12

성방안이 3대 경관거점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본 경관기본계획에서는 기 수립된(15개 시․군)

13

기본경관계획 중점관리구역들은 빠져있음. 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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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차원의 거시적 관리 및 신ㆍ구도심의 상대적 차이
를 경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 거점으
로 도시거점을 보완하였으며, 개발예정지/ 신도시/

반영

시군별 도심을 구분하여 특성별 계획 방향을 제시함
- 기 수립된 4개 시의 중점관리구역 외에도 기타 14개
시군의 경관중점관리구역 제안을 통해 향후 관련계획 반영
수립 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연번

14

주요 의견

- 충남도 자체자원의 경관관리 및 형성방향을 큰
틀에서 링크화해서 스토리화, 의미화 하여 도
자체의 문화 경쟁력 추구가 필요함

조치 계획

비고

- 충청남도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1.2차 산업 위주의
분포로 도시 쇠퇴 속도가 빠르고 정주인구 유입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역사문화 및 자연자원을 바탕
으로 관광자원 특성별 네크워크화 및 문화링크 개발
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경관 형성

반영

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함
-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 일대 특화 경관협정 사업을

15

16

- 실행 방법에 대하여 경관협정을 포함한 구체적
사례들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농산어촌의 창고/공장 진입부에 대한 관리 방
안 필요

- 경관기본구상 3가지를 특성화시키는 방향을 한

17

제시하여 현황분석, 경관협정(제안예시), 실행방안
(안), 국내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 경관협정대상의 반영
분류별 사례, 규제 및 인센티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함
- 기존 공업건축물 설계지침 내에 농산어촌에 입지한
공장 및 창고에 대한 설계지침을 구체화하였으며, 반영
진입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함
- 충청남도의 경관적 특성을 종합화하여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정체성과 아름다운 경관자원, 미래 성

가지로 정리하여 15개 시․군을 포함할 수 있
는 “언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예, 활력트리-

장 도시로의 가능성을 충남의 경관계획을 통해 행복
반영
한 도시이미지와 환한 미소처럼 밝은 경관을 형성하

관광, 미래도시, 웰빙 등과 연계)

겠다는 뜻으로 ‘행복미소 충청남도’를 경관 미래상으
로 정리함
- 시․군의 유형별 경관자원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특성이해, 이를 통한 개별 시․군의 개선 방향과

18

- 5개 권역별로 포함되는 경관개념이 시․군의
특성, 발전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
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발전 방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함
- 권역별 경관 특성 분류에 영향이 큰 경관 자원에 대

반영

한 해당 시․군의 경관계획방향을 제시하여 구체적
인 기준이 되도록 함

19

20

- 5경(연풍오경)과 경관권역과 혼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연풍오경에 따른 경관관리구역의 동일 시군이
중복되기도 하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
과 실행을 위한 경관시범사업과 연계성을 정리
할 필요가 있음.

- 중점관리구역 계획에 있어 충청남도 경관계획의 미
래상과 5개의 추진전략, 경관구조적 계획의 5개권역 반영
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함
- 추진전략별 중점관리구역 선정에 있어 개별 시․군
별 중점관리구역 제안을 통해 연계성을 갖도록 하
며, 경관 시범사업의 연계를 통해 실행력과 일관성

반영

을 갖도록 정리함
- 시군별 책자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업무 관련담당자
의 편의나 시군별 내용의 이해에서는 효과적인 반
면, 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도시 구조적계

21

- 15개 시․군별 또는 권역별 책자에 대한 제안
도 필요함

획 등을 숙지하고 고려하여 주변 지역과의 연관관계
를 이해하기 보다는 개별 시군에 해당되는 지침적인
성격이나 관련 계획만을 편독하는 문제점이 있음.

미
반영

이에 개별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계획 검토상의 체계성을 갖도
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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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연번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비고

- 현재 수립된 개발계획(신도시 등)의 사항은 금번 도
-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과 타 개발계획(지구단위

22

계획 시행 시 관련계획 등)과 연계 가능성 검토.
보완

시거점 추가시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향후 타 개발
계획 수립시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경
관적 검토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

반영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전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치도
록 타 조례개정시 반영 제안
- 서해안권역과 남부권역 중점과제에서 지침목표·지침방
향·계획방향이 농산어촌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

- 건축물 설계지침에 권역별 내용이 반영될 수 있

23

도록 일부 내용 보완(현재 내용은 도시지역에
적용이 우선시 되는 내용으로만 정리되어 있음)

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내에 반영하여 건축물 설계지침을 보완함

반영

- 농산어촌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농산어촌
주택, 농산어촌 내에 입지하는 공업(공장·창고)건축
물, 축사건축물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함

24

25

- 일부 사례로 제시한 경우 좀 더 적절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시어 보완 할 것
- 경관종합 → 상세계획 → 관리/실행계획 → 지침
등 프레임이 잘됨
- 농촌지역은 민가(재래 농촌주택-목조)가 주요한

26

(고유한) 경관요소이니 형태와 공간적 질이 보존
ㆍ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제안바람.

- 각 분야별 사례 이미지를 검토하여 선도적인 사례로
서 관련 계획 수립 시 긍정적인 본보기로 보다 나은 반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함
- 현 체계 유지

반영

- 농어촌 주택경관 및 농어촌 주택 변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농어촌주택이 보다 주변 자연환경
반영
에 부합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지침을 보완하였
음. (색채, 디자인, 층수, 용도, 지붕 등)
-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공공공간 계획에 부분적인 예시
도를 사용하여 시각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street(side work 포함 보행로) design은 예시

27

로 그림을 통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음. sample
로 일본, 미국의 커뮤니티 디자인. P268 잘 설
명(치수를 넣어보면)

- 금번 도 경관계획에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로 향 부분
후 개별 시군 관련계획 수립하는 지역 가로 특성별
세부적인 계획과의 상충을 고려하여, 도시 및 농산어
촌의 다양한 가로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제시보

반영

다는 주요예시만 제시하는 수준이 정리함

28

- 농촌 꽃길조성에서 보행자 안전고려 갓길 등 고
려 필요

- (구성요소별 설계지침) 오픈스페이스 설계지침 내 자
전거도로 및 자동차도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꽃길로
조성된 농촌가로에 대하여 안전성을 위한 갓길 설치

반영

를 권장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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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경관에 심의제 찬성함, 특히 무분별한 창고,
외래 주택형 등에 개선방안 예가 필요함

- 농어촌 경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충남 경관개선 시
필요한 지역을 농어촌 지역에 예시로 필요한 지침사 반영
항을 제시함

연번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비고

- 도 차원의 경관골격을 구상하는 권역,축,거점 계획

30

- 도 경관계획에서는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골
격을 구상하고, 시․군에서 경관계획 수립 시

보완과 타 도와 차별화된 구조별 지침(일반적으로
유형별 지침 적용)을 통해 권역과 축의 계획의 세부
적 계획방향을 제시함

반영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 방향 제시 미흡
- 개별 시군의 활용측면을 고려하여 경관관리 방향을
보완함

-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 효율적․체계적 경관관리

31

- 시군의 유형별 경관자원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개별 시군의 경관 향상 반영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지원 또는 정비계획을
방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함
마련하도록 제시
를 위해 중요 경관자원 및 경관위해 요소를 지

- 도의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과 지침은 향후 시군의

32

- 경관 중점관리 구역의 장소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간구조, 가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
한 구체적인 설계지침 제시 미흡

다양한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기본적인 방향과 틀이
되는 만큼 추진전략의 유형별 지침을 중점관리구역 반영
의 설계지침으로 구체화하여 관련 계획 수립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관요소별 실행 관리계획 보완
: 기본계획상의 가로에 제각각 설치되어 있는 “현

33

황”과 “개선방향” 대비가 되지 않고 보행환경과
차량통행 등을 저해하는 각종 가로 시설물은
가능한 통합하여 설치 또는 계획하도록 제시

34

- 옥외광고물 분야는 전체적인 지역 경관과의 조화
를 위하여 용도지역, 건축물 및 가로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계획안 제시 미흡

- 부문별 경관계획에서 야간 경관(조명) 계획이 일

35

반사항만 서술되어, 15개 시군 개별적으로 특색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

-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내에 통합설치를 권장하는
원칙을 보완하였으며, 구체적인 공공디자인 지침사
부분
항은 충남기본경관계획의 하위 계획인 「충남 공공디
자인 기본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활용

반영

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시계획상 분류된 용도 지역보다, 그 지역적 특성
(상업/보전관리지역 등)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여 각
지역에 규제사항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유형에 따른 설계지침 내용을 보완함

- 야간경관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방향 및 영역별, 위
계별 지침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계획함

반영

반영

-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 일대 특화 경관협정 사업을
- 실행계획의 경관협정 부분에서 한 개소를 지정하

36

고 실제 경관협정을 수립 제시하는 등 유형별
협정의 사례가 필요함(타 지역 우수사례도 가함)

제시하여 현황분석, 경관협정(제안예시), 실행방안
(안), 국내 및 해외 선진사례 조사, 경관협정대상의 반영
분류별 사례, 규제 및 인센티브 내용에 대하여 보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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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2-7 최종보고회
- 2012. 12. 20. : 충남도청 대회의실
구

분

계

반영

미반영

부분반영

추후반영

주요 의견

21

15

1

4

1

연번

주요 의견
- 시, 군 실무담당자들은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1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으로 기본계획으로서 방
대한 양이 정리되어 있는 만큼 전체 계획의 접
근을 시, 군 등 실무담당자 측면에서 리뷰해 볼
필요가 있음

2

- 추후 각 시, 군 지자체 및 관련부서, 민간(건축
사 등)이 쉽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할 수 있도
록 하며, 해당 내용을 찾아보기 쉽도록 보고서
를 편집 필요

3

- 지자체에서 사용하시고 현장에서 도출되는 문제
점들을 기록하여 피드백 되도록 해주시기 바람

조치 계획

비고

- 시군별로 제시된 경관자원 조사자료집 및 경관업무편
람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보완하며, 별
도의 시군 담당자 검토를 통해 내용이 보완될 수 있
도록 함

반영

- 업무편람 및 보고서 활용방법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좀 더 찾아보기 쉽도록 정리하며, 과업 완료 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한 경관 교육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 반영
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진행
할 예정임
- 향후 본 계획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보완

추후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활용계획
반영
부분에 기재하여 향후 단계적 보완이 되도록 함

- 방대한 분야와 내용들이 활용되기 쉽도록 정리

4

가 필요함 (04.경관기본계획 중 기본방향->경관

- 경관기본계획상의 목차를 보완하여 정리함

반영

종합계획->권역/축/거점->기본계획 순으로 정리)

- 충청남도의 많은 부분이 자연경관일진대 되도록

5

손을 대지 않은 듯한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가
장 좋은 경관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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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설정 및 관리방안 등을 제
시하였으며, 불가피하게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기존 부분
산림 및 수변자원의 중점적인 경관 보전을 바탕으로 반영
관련 개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연번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비고

- 경관설계지침 중 색채 설계지침은 권장위주로
적절하게 적용되었음

15 - 일선시군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불허 - 검토 후 설계지침에 각 부분별로 참고 페이지 기입

반영

색채 부분을 추가, 보완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됨

16

- 야간경관지침 중 수변지역은 도시부와 농산어촌
부로 구분해서 야간경관형성과 농수산물 피해
방지 등 목적에 맞게 지침이 보완되는 것이 적

- 수변지역 설계지침을 농산어촌의 농수산물 피해 방지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제시함

반영

절함

17

- p225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야간조명 부분은
연출예시 추가 요망됨
- 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유형별 예시가 필
요함(기본원칙 수준에서 예시해야함)

18

-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야간조명의 연출내용을 기본
원칙과 설치기준에 보완하여 제시함

- 옥외광고물과 공공시설물 등의 경관설계지침은

- 요소별 가이드라인 개요에 기 수립된 충청남도 공공
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 명시하고, 각 요소별로 공공

기 작성된 관련기본계획 준수를 명시하여야 하

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

며 오픈스페이스 요소별 지침은 적절한 수준에
서 보완되는 것이 필요함(충남발전연구원에 옥

도록 명시함

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보고서 있음)

반영

반영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기본계획에는 옥외광고물 분야가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기타 광고물 지침을 기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경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조직과 관련하
여 충청남도 도청의 경관 행정조직과 충남 기초

19

지자체 조직 간의 관계로 검토 정리

- 충청남도의 경관행정조직과 경관위원회의 기초 지자
체 조직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겠음

반영

- 또한 경관관련 위원회의 도 차원과 시, 군 차원
의 관계 정립
- 경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운영지침과 관

20

련하여 경관계획 내용과 관련하여 시, 군별 협
의가 필요한 사항과 도차원에서 조정이 요구되
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지침 검토

- 경관계획 수립 시 충청남도 기본계획을 각 기초지자
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로 검토 및 활용
부분
할 수 있도록 검토 체계를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반
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상위계획으로서 활용

반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경관기본계획은 충청남도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상

- 경관기본계획안과 차후 지구단위계획의 연계성

21

측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제어 할 수 있는 다
소 구체적인 방안제시 필요

위계획의 개념으로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써 관련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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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임. 이에 보전 및 관리가 필요
반영
한 경관자원은 4장 기본경관계획 부문에 표기함으로

연번

주요 의견

조치 계획

비고

- 도청에서는 기본의 경관 중에서 고쳐야 할 나쁜

6

경관이 무엇인지 선별하는 작업과 그것을 고쳐
나가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할지 검토하여 주시

- 시군별 유형에 대한 경관자원조사를 통해 위해 경관
반영
을 추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기 바람
- 칠갑산, 아산으로 흐르는 경관축 상에서 아산

7

8

신도시 2단계 경관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큰 제어방안 제시(향후 이 지역
계획 시 참조 가능한 내용으로 기술)
- 원도심에 대한 사례 발굴 제시(예 : 천안 명동지
역, 당진 군청 이적지, 원도심)

- 아산 제2신도시 계획으로 훼손 위기에 있는 산림경관
에 대해 녹지축 및 종합보전계획 상에 경관보전 방안 반영
이 제시될 수 있도록 반영함

- 원도심 및 경관저해요소 발생이 예상되는 구도심 부분
지역의 경관계획방향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반영함

반영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누락된 듯함

9

ex) 홍성 구도심에 관한 내용은 내포 신도시 주
변 지역 계획에 해당하나요? 성격이 다소 다를

- 원도심 및 경관저해요소 발생이 예상되는 구도심 부분
지역의 경관계획방향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반영함 반영

듯함
- p176~200 넘버링 체크 필요
05.부문별 경관계획

10

3.부문별 경관계획_색채 야간경관계획
3-1 색채계획
5.부문별 경관계획

05.부문별 경관계획
3.요소별 특정경관계획
3-1 색채계획

반영

3-2 야간경관계획

5-1 야간경관계획

11

12

13

14

- 6장 경관설계지침 중 권역별 그림이 너무 작으
므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확대가 요구됨

- 경관설계지침에 관한 사항 : 권장사항의 실효성
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방안 검토

- 권역별 설계지침 다이어그램 크기를 확대함

반영

- 도차원의 설계지침은 각 지자체 별로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사항으로서 인센티브 사항에 대해서는 미
각 시군별 계획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 반영
다고 판단됨

- 경관계획 내용과 관련 : 도로축의 철도변 경관관
리에서 교각형 고속철도 선로 고려

- 교각형 고속철도의 하부 및 구조물 경관에 대한 개선
반영
방안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구성요소별 설계지침에서 옥외광고물 내용이 너
무 상세하여 경관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타 구성요소별 지침과 같은 위계 및 상세정도로 수정
하여 반영하며, 관련 상세계획(내포 신도시 옥외광고 부분

다른 설계지침과 유사하도록 방향을 조정할 필

물 계획 등)의 연계성을 제시하여 계획자가 검토할 반영
수 있도록 함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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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리
3-1 색채 부문
- 본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색채는 먼셀표색계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며, 먼셀표색계의 기본 개념인
색의 3속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색의 3속성 : 색상, 명도, 채도
- 색을 지각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색의 구성요소로는 색상, 명도, 채도가 있으며 이를 색의 3속성이라
하였다.

- 색상의 변화를 계통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채색을 둥글게 배열한 것을 색상환이라고
하며, 기본 5색의 R(Red), Y(Yellow), G(Green),
B(Blue), P(Purple)에서 중간색인 YR(Yellow Red),

색상
(Hue)

GY(Yellow Green), BG(Blue Green),
PB(Purple Blue), RP(Red Purple)를 포함하여
이를 5간격의 등간격으로 세분화한 것이
10색상환의 기준이 되며, 그림과 같이 10간격의
등 간격으로 세분화한 것이 20색상환의 기준이 된다.

<먼셀 20색상환>

-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정도로 0(순수한 흑색)~10(순수한 백색)까지로 분류된다.
-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로서 Grey(N계열)과 유채색에 모두 있다.
- 백색(White)에 가까울수록 명도는 높아지며, 흑색(Black)에 가까울수록 명도는 낮아진다.

명도

- Grey(N계열)이 명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며, 유채색은 이에 준하여 명도단계를 정하였다.

(Value)

- 색의 순수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로서 유채색에만 있다.
- 한 가지 색상인 빨강(R)이라도 선명한 빨강, 연한 빨강, 흐린 빨강이 있다.
- 선명한 빨강에 대해서 흐린 빨강은 모두 순색의 정도가 덜한 것으로 채도가 낮다고 하였다.

채도
(Chroma)

- 한 색상에서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을 순색이라고 하였다.
- 유채색에 Grey(N계열)을 섞을수록 채도는 낮아진다.
- Grey(N계열)축을 기준으로 하여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아지며, Grey(N계열)축에 가까워질수록 채도
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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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 색채범위 제시법
색채범위를 작성한 또 다른 방법으로 KS에서 지정하고 있는 먼셀 시스템의 톤(tone)분류 체계에 준하여
해당 색채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1

very pale (v.p.)

8

moderate (m.)

2

pale (p.)

9

dark (d.)

3

grayish (gy.)

10

brilliant (brill.)

4

dark grayish (d.gy.)

11

strong (s.)

5

blackish (bl.)

12

deep (dp.)

6

very light (v.l.)

13

vivid (v.)

7

light (l.)

- 색 표기법

- 색상을 ‘H’ , 명도를 ‘V’ , 채도를 ‘C’ 로 규정
- 표기법으로 H V/C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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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야간경관 부문
- 평균노면휘도
노면휘도: 운전자 눈의 위치에서 본 전방
60m에서 160m까지 범위의 차도노폭 내의
휘도를 뜻하며, 운전자의 위치에서 본 마른 노
면의 평균노면 휘도(  )가 유지해야 할 값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아래 표에 나타낸 값 이
상으로 한다. (4회의 휘도측정 평균값)

평균노면
도로의 종류

교통의 종류와 자동차 교통량

휘도

종합
균제도

차선축
균제도

눈부심
조절마크




(cd/m )

상하선이 분리되고 교차부는 모
두 입체교차로서, 출입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도로

2

0.4

0.7

6

2

0.4

0.7

5

2

0.4

0.5

5

2

0.4

0.5

4

1

0.4

0.5

4

주로 야간의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고속 자동차 교통

자동차 교통전용의 중요한 도로,

주로 야간의 자동차 교통량이

대부분의 경우 속도가 느린 교

많은 중속 자동차 교통 또는 자

통용으로 독립된 차선, 보행자용

동차

의 도로 등을 수반

혼합교통

교통량이

많은

중속의

시가지 혹은 상점가 내의 도로
또는 관청가로 통하는 도로, 여

주로 야간의 교통량이 매우 많

기서는 자동차 교통은 교통량이

고 그 대부분이 저속교통 또는

많은 저속교통, 보행자 교통 등

보행자인 혼합교통

과 혼합

주택지역(주택도로)과 위의 도로
를 연결하는 도로

비교적 느린 제한속도와 주로
야간, 중정도의 교통량이 있는
혼합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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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부록

- 표면휘도
건물에서 빛이 반사되는 정도로 조명기구에 의해 투사되는 빛이 건축물 표면에 반사되는 밝기를 뜻하며,
토지용도별로 E1(녹지), E2(농림지), E3(주거), E4(상업) 등 4개의 지역으로 나눠 달리 적용한다. 구체
적으로 건축물 표면 휘도 허용기준은 0~25㏅/㎡, 발광광고물 중 일반광고물은 0~800㏅/㎡ 이다.
건축물 표면휘도 허용기준
표면평균

지역

주변지역의 밝기

E1

어두운 지역

0

E2

낮은 밝기 지역

5이하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등

E3

중간정도 밝기 지역

15이하

주거지역 등

E4

높은 밝기 지역

25이하

상업지역 등

휘도허용기준(㏅/㎡)

토지용도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자연녹지지역 등

*공공 목적등으로 조명이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5㏅/㎡ 이하 허용

- 평균노면휘도
운전자의 위치에서 본 마른 노면이 유지해야 할 휘도평균값의 최소허용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L(cd/
㎡)로 나타낸다. 평균노면휘도는 조명기구의 설치간격 및 배열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도로의 안전,
조명시설의 경제성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종합균제도
노면상의 대상물을 보는 방법을 좌우하는 노면 휘도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의 비를 뜻한
다.
- 수평면조도
어느 점의 조도의 연직 성분. 이 점을 통하는 수평면에 수직이기 때문에 수평면 조도라 칭하며 실내 조
도에 있어서는 작업면상 각 점의 수평면 조도의 평균값을 고려할 때가 많다.
- 연직면조도
어떤 점의 조도의 수평 성분. 이 점을 통하는 연직면에 수직이기 때문에 연직면 조도라 칭하며 이와 같
은 연직면은 무수하게 있으므로 그 방향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 광공해
대기오염물질과 인공불빛 때문에 시야에서 별이 사라지는 현상. 밤하늘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
기도 한다. 깊은 밤인데도 도심에 켜 있는 각종 조명·가로등·네온사인 등은 도시 주변 산에 자리잡은 천
체관측소의 관측을 방해하고,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혼란을 일으키며 곤충들은 바이오리듬을 잃어버려
이상행동을 초래한다. 여름철 도시의 매미들이 밤중에도 시끄럽게 우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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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기는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끼치는데, 가로수와 근접한 가로등이나 나무에 감
아 놓은 장식용 전구는 빛과 열 그리고 전자파를 발산해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할 때, 전구에 반드시 갓을 씌우는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 실제로 가로등 밑
과 가로등을 벗어난 곳에서 별의 수를 세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색온도
색온도가 낮아지면 붉은 빛을 띈 광색이 되고, 색온도가 높을수록 푸른 빛을 띈 광색이 된다. 미술관과
박물관 등에서의 전시조명은 보통 색온도가 낮은 따스한 느낌이 있는 광색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그
런 광색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단위로는 켈빈(K; Kelvin)을 사용한다.
- 조도
어느 물체에 광속이 입사하면 그 면이 밝게 비쳐진다. 그의 정도를 표하는 것이 조도이다. 단위는 Lux
[㏓]라 한다. 즉, 조도란 입사광속의 면적밀도로 1[㏓]란 1[㏐]의 광속을 갖고 1[㎡]의 면을 균일하게 비
치고 있는 경우의 조도이다. 수평한 면이 받는 조도를 수평면조도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도라고 하는
경우는 이러한 수평면조도를 가르킨다. 즉, 조도 1룩스(lx)란 1m²의 면적 위에 1루멘(lm)의 광속이 균
일하게 비춰질 때를 말한다.
- 휘도
광원을 보면 그의 면이 빛나게 보이거나 비추어지고 있는 면을 보아도 어느 밝기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밝기가 휘도이다. 이것은 광원 또는 비추어지고 있는 면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강도(즉 광도)에 따르나
그것뿐만 아니고 그의 광도가 나오는 면적에도 따른다. 단위는 L로 표하고, 단위는 [㏅/㎡]이다.
- 연색성
연색성은 조명에 의하여 물체의 색깔을 결정하는 광원의 성질이다. 연색의 변화를 일으키는 까닭은 광원
의 분광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광원으로 조명된 물체의 반사/투과된 빛의 ‘보임’이 달
라짐을 의미한다.
- 컷오프형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눈부심을 제한한 배광 형식으로 조명할 때 빛
을 어느 한 곳에 한정시켜주는 방식이다. 조명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90°에서 발생하는 1000 lm당
광도가 25 cd 이하인 조명기구이다. 수직각 80°에서의 광도는 1000 lm당 100 cd 이하로 제한되며,
풀컷오프형보다는 수직각 90° 방향 또는 그 이상의 광도 제한을 다소 완화한 배광이다.
- 세미오프형
컷 오프형보다 눈부심을 비교적 완화시켜 적용한 배광 형식이다. 조명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90°
또는 그 이상에서 발생하는 1000lm당 광도가 50 cd이하인 조명기구이다. 수직각 80°에서의 1000 lm
당 광도는 200 cd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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