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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정책� 부문(변경)
1.� 용도구분�기준�설정

1)� 시가화용지

∙ 시가화용지는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이며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임

∙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면적은 계획 

수립 기준연도의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위치별로 

표시함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계획관리지역 중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관리용지로 계획)

구 분 내 용

대상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계획방향

･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 제시

･ 개발 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up-zoning)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반하여 용도 변경

[ 표 12-1 ] 시가화용지 계획방향

2)� 시가화예정용지

∙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수요량에 따라 단계별 총량으로 관리하되,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

- 목표연도의 도시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

-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시가화용지와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시가화예정용지는 토지수요량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계획하여 지정하며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단계별 총량을 토지수요량 범위 내에서 유지

∙ 시가화예정용지의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결정



제4편 분야별 주요변경내역

440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구 분 내 용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황을 고려 

시가화가 필요한 지역

계획방향
･ 개발 용도지역 부여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
･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 유도

[ 표 12-2 ] 시가화예정용지 계획방향

3)� 보전용지

∙ 보전용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에 지정

구 분 내 용

대상지역

･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

･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계획방향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방재대책을 미리 수립

･ 도시 내･외로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은 보전용지로 계획

[ 표 12-3 ] 보전용지 계획방향

2.� 용지별�토지이용계획(변경)

1)� 시가화용지(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당초‘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와 시가화

용지 대상지역간 면적 오차 및 중복 반영 면적이 발생됨에 따라,

- 시가화용지 대상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택지개발예정
지구, 산업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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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변경계획을 통해 시가화용지 면적 오차 조정 및 중복 반영 면적 차감

- 당초 계획은 2025년 청주도시기본계획(08. 09.)과 청원군기본계획(09. 02.)상 시가화용지 

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후 추가로 지정된 시가화용지 면적 합산 산정

- 따라서 1차 변경계획 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시가화용지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면적을 

조정 및 반영하여 실제 시가화지역과 면적 오차 저감 

∙ 금회 변경계획을 통해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16. 12. 30)의 시

가화용지(주거·상업·공업) 면적을 반영하고 2017년 1월 이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결정 고시 내용 반영

구분 면적(㎡) 면적환산(㎢) 비율(%) 비고

합계 940,300,134 940.300 100.0 　

주거지역

소계 39,553,169 39.553 4.2 　

제1종전용주거지역 406,181 0.406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0 0.000 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19,288 12.719 1.4 　

제2종일반주거지역 19,651,568 19.652 2.1 　

제3종일반주거지역 4,447,291 4.447 0.5 　

준주거지역 2,328,841 2.329 0.2 　

상업지역

소계 4,569,290 4.569 0.5 　

중심상업지역 669,027 0.669 0.1 　

일반상업지역 3,468,951 3.469 0.4 　

근린상업지역 377,427 0.377 0.0 　

유통상업지역 53,885 0.054 0.0 　

공업지역

소계 18,268,792 18.269 1.9 　

전용공업지역 0 0.000 0.0 　

일반공업지역 15,074,392 15.074 1.6 　

준공업지역 3,194,400 3.194 0.3 　

녹지지역

소계 274,273,522 274.274 29.2 　

보전녹지지역 108,959,944 108.960 11.6 　

생산녹지지역 35,386,316 35.386 3.8 　

자연녹지지역 129,927,262 129.927 13.8 　

관리지역

소계 239,470,069 239.470 25.5 　

보전관리지역 80,211,519 80.212 8.5 　

생산관리지역 45,124,943 45.125 4.8 　

계획관리지역 114,133,607 114.134 12.1 　

농림지역 275,073,580 275.074 29.3 　

자연환경보전지역 88,378,148 88.378 9.4 　

도시지역미지정 713,564 0.714 0.1 오송역세권

[ 표 12-4 ] 202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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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지(변경)

∙ 주거용지는 ‘202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2017년 1월 이후 고시된 개발

사업을 반영하여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시가화용지 대상지역 

면적인 39.088㎢로 조정

- (당 초) 33.461㎢[(기정 시가화:2015년 도시관리계획 주거용지) + 5.209㎢(기존 계획의 
신규 시가화용지(중복 반영 면적 차감)]

- (변 경) 39.553㎢[(202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거용지) - 0.465㎢(2017년 1월 이
후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고시)]

∙ 2017년 1월 이후 홍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0.557㎢ 증가

∙ 현도 국민임대주택지구 해제로 1.022㎢ 감소 

∙ 주거용지 면적은 당초 38.67㎢에서 0.418㎢ 증가된 39.088㎢로 조정

❚ 당초� 내역

대상지역
변경내역(㎢)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3.461 38.670 5.209 -　

청주 테크노폴리스
시가화예정

(공업)
시가화
(주거)

0.373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주거용 시가화용지로 반영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시가화예정

(공업)
시가화
(주거)

1.286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예정
(주거)

시가화
(주거)

0.076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주거용 시가화용지로 반영
동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예정

(주거)
시가화
(주거)

1.502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
(주거)

시가화
(주거)

0.431
2025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 시가화용지로 전환되었으나 
면적에 반영되지 않았던 

도시개발사업을 본계획에 반영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
(주거)

시가화
(주거)

0.113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예정
(주거)

시가화
(주거)

0.099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주거용 시가화용지로 반영

내수읍 시가지 확장
시가화예정

(주거)
시가화
(주거)

0.122

오창읍 장대리 
시가지 확장

시가화예정
(주거)

시가화
(주거)

0.055

남일 시가지 확장
시가화예정

(주거)
시가화
(주거)

0.072

내수 17전투비행단
시가화예정

(주거)
시가화
(주거)

0.060

현도국민
임대주택단지

시가화예정
(주거)

시가화
(주거)

1.020

[ 표 12-5 ] 용지배분 내역: 시가화(주거)용지(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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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역

대상지역
변경내역(㎢)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9.553 39.088 -0.465 -　
홍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
(주거)

시가화
(주거)

0.064 면적변경(증가)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전용지
시가화
(주거)

0.063
보전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주거용 시가화용지로 반영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시가화예정
(상업)

시가화
(주거)

0.245
상업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주거용 시가화용지로 반영

국사일반산업단지
시가화예정

(공업)
시가화
(주거)

0.141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주거용 시가화용지로 반영
사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예정

(주거)
시가화
(주거)

0.044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주거용 시가화용지로 반영
현도국민임대

주택단지
시가화
(주거)

보전용지 -1.022
주거용 시가화용지를

보전용지로 변경 (공동주택 해제)

[ 표 12-6 ] 용지배분 내역: 시가화(주거)용지(변경)

       ※ 배분내역 중 ‘기정’은 202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결정 사항 반영

(2)� 상업용지(변경)

∙ 상업용지는 ‘202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2017년 1월 이후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시가화용지 대상지역 면적인 4.757㎢로 조정

- (당 초) 4.268㎢[(기정 시가화:2015년 도시관리계획 상업용지) + 0.329㎢(당초 계획의 

신규 시가화용지(중복 반영 면적 차감)]

- (변 경) 4.569㎢[(202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상업용지) + 0.188㎢(2017년 1월 이후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고시)]

∙ 2017년 1월 이후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국사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0.188㎢ 증가

∙ 상업용지 면적은 당초 4.597㎢에서 0.16㎢ 증가된 4.757㎢로 조정

❚ 당초� 내역

대상지역
변경내역(㎢)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4.268 4.597 0.329 -　

청주 
테크노폴리스

시가화예정
(공업)

시가화
(상업)

0.115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상업용 시가화용지로 반영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시가화예정

(공업)
시가화
(상업)

0.142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가화예정
(주거)

시가화
(상업)

0.072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상업용 시가화용지로 반영

[ 표 12-7 ] 용지배분 내역: 시가화(상업)용지(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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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역

대상지역
변경내역(㎢)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4.569 4.757 0.188 -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시가화예정
(상업)

시가화
(상업)

0.156
상업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상업용 시가화용지로 반영국사

일반산업단지
시가화예정

(공업)
시가화
(상업)

0.032

[ 표 12-8 ] 용지배분 내역: 시가화(상업)용지(변경)

       ※ 배분내역 중 ‘기정’은 202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결정 사항 반영

(3)� 공업용지(변경)

∙ 공업용지는 ‘202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2017년 1월 이후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시

가화용지 대상지역 면적인 19.685㎢로 조정

- (당 초) 14.174㎢[(기정 시가화:2015년 도시관리계획 공업용지) + 2.776㎢(당초 계획의 

신규 시가화용지(중복 반영 면적 차감)]

- (변 경) 18.269㎢[(202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공업용지) + 1.416㎢(2017년 1월 이

후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고시)]

∙ 2017년 1월 이후 밀레니엄타운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국사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1.714㎢ 증가

∙ 강내산업단지, KGB복합산업단지 면적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해제로 인한 0.298㎢ 면적감소

∙ 공업용지 면적은 당초 16.95㎢에서 2.735㎢ 증가된 19.685㎢로 조정

❚ 당초� 내역

대상지역
변경내역(㎢)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4.174 16.950 2.776 -　

오창 
제3산업단지

시가화예정
(공업)

시가화
(공업)

0.427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공업용 시가화용지로 반영

청주 
테크노폴리스

시가화예정
(공업)

시가화
(공업)

0.806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시가화예정
(공업)

시가화
(공업)

1.543

[ 표 12-9 ] 용지배분 내역: 시가화(공업)용지(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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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역

대상지역
변경내역(㎢)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8.269 19.685 1.416 -　

국사
일반산업단지

시가화예정
(공업)

시가화
(공업)

0.63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공업용 시가화용지로 반영

강내산업단지
시가화
(공업)

시가화
(공업)

-0.104 면적변경(감소)

오창테크노
폴리스 산업단지

시가화예정
(공업)

시가화
(공업)

1.084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침에 맞추어
공업용 시가화용지로 반영

KGB복합
산업단지

시가화
(공업)

보전용지 -0.194
공업용 시가화용지를 보전용지로 

변경 (산업단지 지정 해제)

[ 표 12-10 ] 용지배분 내역: 시가화(공업)용지(변경)

       ※ 배분내역 중 ‘기정’은 202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결정 사항 반영

(4)� 관리용지

∙ 기정 2025년 (구)청주시・청원군 도시기본계획에서 기승인된 관리용지 
면적은 8.813㎢임

∙ 기존 지구단위계회구역 중 면적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지정
된 면적 4.018㎢를 관리용지에서 제외

∙ 비도시지역에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14개소 1.754㎢를 반영하
여 관리용지는 6.549㎢로 계획함

구 분
변경내역(㎢)

변경 사유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8.813 6.549 -2.264 -

기존 관리용지 변경

-

- -4.018 -

주거형 관리용지 0.363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2개소)를 

지침에 맞추어 관리용지로 결정

산업형 관리용지 0.625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7개소)를 

지침에 맞추어 관리용지로 결정

유통형 관리용지 0.123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2개소)를 

지침에 맞추어 관리용지로 결정

관광휴양형 관리용지 0.420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2개소)를 

지침에 맞추어 관리용지로 결정

특정형 관리용지 0.223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1개소)를 

지침에 맞추어 관리용지로 결정

[ 표 12-11 ] 용지배분 내역: 관리용지(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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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가화용지� 총괄(변경)

∙ 202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추가 지정된 시가화용지 면적을 포함하여 

당초 66.766㎢에서 70.079㎢로 조정

∙ 주거용지는 38.67㎢에서 39.088㎢로 조정되고, 상업용지는 4.597㎢에서 

4.757㎢, 공업용지는 16.95㎢에서 19.685㎢로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66.766 100.0 70.079 100.0 증) 3.313

주거용지 38.670 57.9 39.088 55.8 증) 0.418

상업용지 4.597 6.9 4.757 6.8 증) 0.160

공업용지 16.950 25.4 19.685 28.1 증) 2.735

관리용지 6.549 9.8 6.549 9.3 -

주 : 당초는 2016. 09 수립된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이며, 변경은 금회 변경되는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

[ 표 12-12 ] 시가화용지 총괄(변경 내역)

2)� 시가화예정용지(변경)

(1)시가화예정용지� 총량(변경)

∙ 추정된 용도별 소요면적에서 시가화용지 면적을 감하고 남은 면적을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

- 시가화예정용지(C)=용도별 소요면적(A)-시가화용지(B) 

∙ 당초 공업용지는 기정 공업용 소요면적에서 시가화용지를 차감한 면적과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 면적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였음

- 소요면적 범위 내에서 당초 공업용 소요면적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와 2단계 대상 신규 

산업단지 개발사업 면적만 시가화예정용지로 추가 반영

∙ 금회는 청주시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공업용 소요면적 40.32㎢를 모두 반영

하여 시가화예정용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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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구 분 합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소요면적(A) 93.902 53.210 8.430 32.262

시가화용지(B) 60.217 38.670 4.597 16.950

시가화예정용지(A-B=C) 33.685 14.540 3.833 15.312

[ 표 12-13 ] 시가화예정용지 계획(당초)                (단위: ㎢)

❚ 변경

구 분 합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소요면적(A) 101.960 53.210 8.430 40.320

시가화용지(B) 63.530 39.088 4.757 19.685

시가화예정용지(A-B=C) 38.430 14.122 3.673 20.635

[ 표 12-14 ] 시가화예정용지 계획(변경)                (단위: ㎢)

(2)�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물량은 소규모 공공개발사업과 민간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임

∙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물량은 주거용, 산업유통형, 기타형으로 구분하여 계획

∙ 산업유통형은 개별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고자 준산업단지 물량 0.21㎢를 
별도로 반영

∙ 지구단위계획은 5.17㎢에서 0.913㎢이 감소된 4.234㎢로 계획

구 분 합 계 주거용 산업유통형 기 타

지구단위계획 4.234 0.576 2.914 0.744

주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은 2000~2012년까지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토대로 연평균 개발면적 산출

    연평균 개발면적에 목표연도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요 산출

[ 표 12-15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없음)          (단위: ㎢)

(3)� 시가화예정용지� 총괄(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37.919 100.0 42.664 100.0 증) 4.745

주거용지 14.540 38.3 14.122 33.1 감) 0.418

상업용지 3.833 10.1 3.673 8.6 감) 0.160

공업용지 15.312 40.4 20.635 48.4 증) 5.323

지구단위계획 4.234 11.2 4.234 9.9 -

주 : 당초는 2016. 09. 수립된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이며, 변경은 금회 변경되는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

[ 표 12-16 ] 시가화예정용지 총괄(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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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용지(변경)

∙ 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 구체적 토지이용구상에 의해 개발여부를 판단하되,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한 미개발지 중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 보전용지는 당초 835.664㎢에서 8.058㎢가 감소된 827.606㎢로 계획

구 분
변경 내역(㎢)

증 감
당 초 변 경

보전용지 835.664 827.606 감) 8.058

[ 표 12-17 ] 보전용지 계획(변경 내역)

4)�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 시가화용지는 당초 66.766㎢에서 3.313㎢가 증가된 70.079㎢로 계획하였으며,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 37.919㎢에서 4.745㎢ 증가된 42.664㎢로 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940.349 100.0 940.349 100.0 -

시가화용지 66.766 7.1 70.079 7.4 증) 3.313

주거용지 38.670 4.1 39.088 4.2 증) 0.418

상업용지 4.597 0.5 4.757 0.5 증) 0.160

공업용지 16.950 1.8 19.685 2.1 증) 2.735

관리용지 6.549 0.7 6.549 0.7 - 

시가화예정용지 37.919 4.0 42.664 4.5 증) 4.745

주거용지 14.540 1.5 14.122 1.5 감) 0.418

상업용지 3.833 0.4 3.673 0.4 감) 0.160

공업용지 15.312 1.6 20.635 2.2 증) 5.323

지구단위계획 4.234 0.5 4.234 0.5  -

보전용지 835.664 88.9 827.606 88.0 감) 8.058

주 : 당초는 2016. 9. 수립된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이며, 변경은 금회 변경되는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

[ 표 12-18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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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권별·단계별�토지공급(변경)

1)� 기본방향

∙ 도시공간구조 설정방향에 부합되는 시가지 정비 및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함

∙ 주거, 상업, 공업의 시가화용지는 용지별 토지수요 산정결과 및 사회적 인구

배분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배분함

∙ 시가화예정용지는 단계별 계획인구 및 계획인구 밀도, 시차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핵심사업에 부합되도록 단계별로 배분함

∙ 시가화예정용지는 수요발생시 생활권별・단계별 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함

∙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은 국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함

∙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내 총량범위 내에서 공급하고, 

생활권별로 구분하지 않음

2)� 단계별� 토지공급(변경)

∙ 2030년도까지 5년 단위로 4단계 개발계획 수립

∙ 기존 개발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개발지는 기 시가화지역과 연접한 

지역 및 적정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 시가화예정용지는 위치 표시 없이 총량으로 관리됨에 따라 탄력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위해 단계별 인구배분계획 등을 감안하여 배분

∙ 개발사업의 준비기간, 공사기간, 인구유입시기 등을 감안하여 시가화예정

용지의 물량을 배분

∙ 시가화용지 중 중복・반영된 개발사업은 금회 단계별 토지공급계획에서 제외

(1)� 1단계:� 2012~2015년

∙ 기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시가화용지내 미개발지 또는 사업예정지 개발 추진

- 에어로폴리스 등 산업단지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 추진

∙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주거용지를 신규로 확보하되, 도시공간구조의 균형적 

성장추진을 위한 원도심 및 기존 시가지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외부로

부터 유입되는 유입인구 수용

∙ 서부 및 북부, 남부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 테크노

폴리스 등과 연계한 특화산업을 서부 및 북부, 남부지역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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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2016~2020년

∙ 기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시가화용지 내 미개발지 또는 사업예정지 

개발 추진

- 테크노폴리스,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등의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 추진

- 시가화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사업 추진

∙ 원도심 및 기존 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구청사(흥덕구 및 상당구) 조성에 따른 지역내 인구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흥덕구 및 상당구에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신규 확보

∙ 1~2단계에서 공급된 특화산업과 연계개발이 필요한 연접지에 새로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용지 개발

(3)� 3단계:� 2021~2025년

∙ 기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시가화용지내 미개발지 또는 사업예정지 

개발 추진

-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오창제3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된 사업 추진

∙ 특화산업 유치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하고자 생활권별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신규로 확보하되, 원도심 및 기존 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1~3단계에서 공급된 특화산업과 연계개발이 필요한 연접지에 새로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용지 개발

(4)� 4단계:� 2026~2030년

∙ 원도심 및 기존 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 오송(BT), 오창(IT), 테크노폴리스, MRO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특화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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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권별� 토지공급(변경)

∙ 생활권별 개발총량은 생활권별 인구, 국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배분

(1)� 당초� 내역

구 분 계
1단계

(2012~2015)
2단계

(2016~2020)
3단계

(2021~2025)
4단계

(2026~2030)

총 계 940.349 940.349 940.349 940.349 940.349

시
가
화
용
지

소 계 66.766 60.284 66.766 66.766 66.766 

주거용지 38.670 34.866  38.670 38.670 38.670 

상업용지 4.597 4.268  4.597 4.597 4.597 

공업용지 16.950 14.601  16.950 16.950 16.950 

관리용지 6.549 6.549  6.549 6.549 6.549 

시
가
화
예
정
용
지

합 계

소 계 37.919 14.789 23.124 32.091 37.919

주거용지 14.540 4.004  4.979 10.599 14.540 

상업용지 3.833 2.792  3.033 3.603 3.833 

공업용지 15.312 7.229  13.191 14.812 15.312

도 심
생활권

소 계 - - - - -

주거용지 - - - - -

상업용지 - - - - -

공업용지 - - - - -

상 당
생활권

소 계 6.700  3.213 3.508  5.498  6.700  

주거용지 3.600 0.917  1.153 2.585 3.600 

상업용지 0.903 0.640  0.699 0.844 0.903 

공업용지 2.197 1.656  1.656 2.069 2.197 

서 원
생활권

소 계 5.211 2.770  2.993 4.381 5.211 

주거용지 2.669 0.791  0.970 1.969 2.669 

상업용지 0.737 0.551  0.595 0.696 0.737 

공업용지 1.805 1.428  1.428 1.716 1.805 

흥 덕
생활권

소 계 12.885 4.917  8.334 11.178 12.885

주거용지 5.243 1.404  1.757 3.803 5.243 

상업용지 1.358 0.979  1.066 1.274 1.358 

공업용지 6.284 2.534  5.511 6.101 6.284

청 원
생활권

소 계 8.889 3.125  6.368 7.957 8.889 

주거용지 3.028 0.892  1.099 2.242 3.028 

상업용지 0.835 0.622  0.673 0.789 0.835 

공업용지 5.026 1.611  4.596 4.926 5.026 

지구단위계획 4.234 0.764  1.921 3.077 4.234 

보전용지 835.664 865.276 850.459 841.492 835.664

[ 표 12-19 ] 생활권별 개발총량(당초)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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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내역

구 분 계
1단계

(2012~2015)
2단계

(2016~2020)
3단계

(2021~2025)
4단계

(2026~2030)

총 계 940.349 940.349 940.349 940.349 940.349

시
가
화
용
지

소 계 70.079 60.286 70.079 70.079 70.079 

주거용지 39.088 34.868  39.088 39.088 39.088 

상업용지 4.757 4.268  4.757 4.757 4.757 

공업용지 19.685 14.601  19.685 19.685 19.685 

관리용지 6.549 6.549  6.549 6.549 6.549 

시
가
화
예
정
용
지

합 계

소 계 42.664  14.797 26.191 36.087  42.664  

주거용지 14.122 4.002  4.562 9.702 14.122 

상업용지 3.673 2.802  2.873 3.433 3.673 

공업용지 20.635 7.229  16.835 19.875 20.635 

도 심
생활권

소 계 - - - - -

주거용지 - - - - -

상업용지 - - - - -

공업용지 - - - - -

상 당
생활권

소 계 7.782  2.901 4.796  6.659  7.782  

주거용지 2.913 0.827  0.902 1.997 2.913 

상업용지 0.737 0.579  0.568 0.687 0.737 

공업용지 4.132 1.494  3.327 3.975 4.132 

서 원
생활권

소 계 8.209 3.336  5.316 7.121 8.209 

주거용지 2.948 0.951  0.999 2.060 2.948 

상업용지 0.793 0.666  0.629 0.745 0.793 

공업용지 4.468 1.719  3.688 4.315 4.468 

흥 덕
생활권

소 계 13.178 4.533  8.321 11.280 13.178 

주거용지 4.852 1.293  1.564 3.304 4.852 

상업용지 1.259 0.905  0.985 1.175 1.259 

공업용지 7.067 2.335  5.772 6.801 7.067 

청 원
생활권

소 계 9.261 3.263  5.836 7.951 9.261 

주거용지 3.409 0.931  1.097 2.341 3.409 

상업용지 0.884 0.652  0.691 0.826 0.884 

공업용지 4.968 1.681  4.048 4.784 4.968 

지구단위계획 4.234  0.764 1.921  3.077  4.234  

보전용지 827.606 865.266 844.079 834.183 827.606 

[ 표 12-20 ] 생활권별 개발총량(변경)                   (단위:㎢)

       주 :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배분물량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한 물량에 대해 단계별·생활권별 배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가화예정용지에 추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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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기본구상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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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 정책� 부문
1.� 변경내역

1)� 도로� 계획

표 기 구 분 기 능
구 간

비 고
기 점 종 점

가 신설 간선도로 용정동 병암리 ･ 순환도로간 연결도로 신설

나 변경 간선도로 정봉동 옥산면 ･ 순환도로간 연결도로 변경

다 신설
지역간 

연결도로
오송읍 화당리 ･ 오송역과~문의간 직결도로 신설 

라 변경
지역간 

연결도로
내수읍 오송읍 ･ 청주공항~오송역간 연결도로 확장

마 신설
지역간 

연결도로
달계리 중척리 ･ 현도~세종간 연결도로 신설

바 변경
지역간 

연결도로
남일면 문의면 ･ 대청호 연결도로 확장

[ 표 12-21 ] 도로 계획

2)� 광장� 및� 철도� 계획

표 기 구 분 기 능 위 치 비 고

a 신설 교통광장 강내면 연정리 ･ 지역간 연결도로 계획에 따른 신설

b 신설 교통광장 가덕면 병암리 ･ 순환도로간 연결도로 추진에 따른 신설

Ⅰ 변경 철도노선 흥덕구 평동 ･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

Ⅱ 변경 철도노선 내수읍 입상리 ･ 청주공항역~내수역간 복선전철 사업에 따른 변경

Ⅲ 신설 철도노선
상당·청원·

서원구 일원
･ 청주도심통과 전철 사업 신설

Ⅳ 신설 철도역 흥덕구 원평동
･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북청주역 신설

Ⅴ 신설 철도역 강내면 탑연리 ･ 청주역~청주공항역 노선 강내역 신설

Ⅵ 신설 철도역 내수읍 내수리
･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내수역 신설

[ 표 12-22 ] 광장 및 철도 계획



제12장 분야별 주요변경내역

성장과 나눔의 도시, 청주 455

2.� 교통계획도



제4편 분야별 주요변경내역

456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공원·녹지� 정책� 부문
1.� 변경내역

유형 번호 구분 기정 변경 위치 변경사유 비고

계 3.818 6.343 - - -

근린
공원

소계 2.222 2.715 - - -

1 변경 0.0185 0.0183 내수읍 학평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중앙공원

2 변경 0.068 0.07 내수읍 마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마산공원

3 변경 0.022 0.023 내수읍 도원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산업공원

4 변경 0.186 0.184 오창읍 신평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57호공원

5 변경 0.0347 0.0343 미원면 미원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미원공원

6 변경 0.028 0.02 남일면 송암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송암공원

7 신설 - 0.021 현도면 중삼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중삼공원

8 신설 - 0.016 현도면 죽전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죽전공원

9 변경 0.0186 0.0185 강내면 월곡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강내공원

10 변경 0.0735 0.0739 강내면 탑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탑연공원

11 신설 - 0.012 옥산면 가락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

12 신설 - 0.031 내수읍 초정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1호공원

13 신설 - 0.011 오창읍 성재리 일원
오창제3산업단지 내 공원을 

지침에 맞추어 근린공원으로 결정 -

14 신설 - 0.046 오송읍 정중리 일원
오송2산단 내 공원을 지침에 

맞추어 근린공원으로 결정
-

15 신설 - 0.01 오송읍 봉산리 일원
오송2산단 내 공원을 지침에 

맞추어 근린공원으로 결정 -

16 신설 - 0.01 오송읍 정중리 일원
오송2산단 내 공원을 지침에 

맞추어 근린공원으로 결정
-

17 신설 - 0.01 오송읍 봉산리 일원
오송2산단 내 공원을 지침에 

맞추어 근린공원으로 결정 -

18 변경 0.1659 0.1645 내덕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새적굴

19 변경 0.068 0.07 대성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당산공원

20 변경 0.046 0.045 사직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사직당

21 변경 0.054 0.053 사직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사직

22 변경 0.099 0.095 송정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솔밭공원

23 변경 0.026 0.027 개신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장구봉

24 변경 0.01 0.012 분평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비전공원

25 변경 0.052 0.039 복대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대농공원

26 변경 0.028 0.008 상당구 지북동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지북공원

[ 표 12-23 ] 공원・녹지 변경 내역



제12장 분야별 주요변경내역

성장과 나눔의 도시, 청주 457

유형 번호 구분 기정 변경 위치 변경사유 비고

근린
공원

27 변경 0.01 0.007 상당구 금천동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가로공원

28 변경 0.045 0.044 상당구 주중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55호

29 변경 0.096 0.099
흥덕구 남촌동, 평동, 

신성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64호

30 변경 0.525 0.517 흥덕구 휴암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65호

31 변경 0.026 0.026 산남동 22-24임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

32 변경 0.015 0.013 흥덕구 송정동 365-1장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흥덕로

33 변경 0.129 0.129 주중동 168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근린공원

34 변경 0.103 0.103 율량동 280-4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근린공원

35 변경 0.2 0.206 율량동 산 69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근린공원

36 변경 0.0309 0.0316 율량동 산 57-1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근린공원

37 변경 0.03 0.03 주중동 산 85-1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근린공원

38 변경 0.014 0.014 주성동 136-15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근린공원

39 신설 - 0.015 개신동 3-16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근린공원

40 신설 - 0.051 가경동 산 91-7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근린공원

41 신설 - 0.018 휴암동 335-1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

42 신설 - 0.018 성화동 726,763,891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

43 신설 - 0.097 성화동 937, 941, 1037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

44 신설 - 0.022 송절동 304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

45 신설 - 0.012 송절동 283-1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

46 신설 - 0.021 문암동 36-1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

47 신설 - 0.119 주중동 511-1일원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내 

근린공원 반영 
-

체육
공원

소계 1.596 2.227 - - -

48 변경 1.596 2.154 흥덕구 원평동 일대 도시계획구역 변경 66호공원

49 신설 - 0.073 용정동 243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 체육공원

역사
공원

소계 - 0.151 - - -

50 변경 - 0.151 정북동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반영
역사공원

유원지

소계 - 1.25 - - -

51 폐지 - 0.577 주중동 511-1일원
밀레니엄타운개발에 따른 

유원지 해제
유원지

52 신설 - 0.45 성산리 340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반영(지구단위)
유원지

53 신설 - 0.4 관정리 산2-1 일원 청주동물원 이전계획 반영 유원지

54 신설 - 0.4 공북리 산 56 일원 청주시 관광기본계획 반영 유원지

[ 표 12-23 ] 공원・녹지 변경 내역(계속)



제4편 분야별 주요변경내역

458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2.� 변경내역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