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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3.1 기본방향

¡ 생활권은 균등한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생활편익시설의 이
용 권역으로써 지형・지세, 도로 등에 따른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을 
최대한 감안하고 기 형성된 생활권을 고려하여 구분

¡ 생활권별로 독립된 기능을 부여하여 특성있게 개발하고 장래 도시개발 방
향에 따른 토지이용, 교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인구를 배분

¡ 불필요한 교통발생을 최소화하고 각 시설간 체계를 형성하여 생활권별 계
층 구조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

¡ 생활권 계층은 초등학교 및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소생활권, 중・
고등학교와 지구중심 상업을 중심으로 한 중생활권, 부도심 및 도심상업을 
중심으로 대생활권으로 구분

¡ 각 생활권은 인구규모와 면적, 도시공간적 위치,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장
래 개발전략을 수립

3.2 생활권 설정기준

▮대생활권
¡ 도시의 중심기능으로 행정·상업·금융·정보·문화 등의 입지가 가능한 범위로 

설정하며 인구규모는 25만인 내외

¡ 도시생활공간의 실질적 범위로 시청·대학교·연구기관·종합병원·박물관 등의 
도시공공시설과 광역편익시설을 구비한 지역범위로 설정

¡ 도시를 하나의 공간적 통일체 또는 하나의 동일 통합체로서 종합적으로 계
획·제어 가능한 지역범위

▮중생활권
¡ 도시생활편익시설과 중․고등학교 통학군의 지역중심으로서 인구규모는 

5~10만인의 권역

¡ 지역순환교통과 같은 간편한 대중교통의 일상적 이용범위로 2~3개의 토지
용도가 공존하는 권역

▮소생활권
¡ 상업시설·기초의료시설·학군 등 하위 근린생활권의 통합으로 인구규모는 

2~3만인 내외이며 소생활권 2~3개가 중생활권을 형성

¡ C. A. Perry의 근린생활권 형태로서 공간영역으로는 인구 2~3만인 규모의 
행정동 단위로 구성



100

3.3 생활권 계획

가.� 기정�도시기본계획상�생활권�계획�검토

¡ 1995년 도·농복합도시로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됨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생활권이 통합되었음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은 근린생활권 개념에 

입각한 정주단위별로 위계화시키고, 농촌지역은 기초수요이론 및 정주생활

권 개념에 입각하여 생활권을 설정하였음

¡ 광양시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광양중생활권, 중마중생활권, 황

길중생활권, 수어·섬진농촌정주중생활권,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의 5개 중생

활권으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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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권�계획

¡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계획된 생활권을 반영하여 공간구조 개편방향(2도심 

2특화거점 8지구중심 5지역중심)과 부합되는 생활권 설정

¡ 생활권체계는 자연적 입지조건과 도시 및 농촌지역의 독자적 기능을 고려

하고, 광양시민의 생활패턴을 반영하여 5개 중생활권으로 계획

구   분 중생활권 범위 인구(인) 면적(㎢)

광양대생활권

광양중생활권 광양읍 48,081 54.821

중마중생활권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태인동

83,139 40.511

황길중생활권 골약동 2,607 36.278

수어․섬진
농촌정주중생활권

옥곡면, 진월면, 
진상면, 다압면

12,298 206.573

백운
농촌정주중생활권

옥룡면, 봉강면 5,496 121.878

주 : 인구 및 면적은 2013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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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권별�발전방향

¡ 인구의 증가추이, 기존 토지이용의 실태, 도시개발수요, 도시발전 방향 등

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생활권별로 적정한 개발방향 설정

¡ 각 생활권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보완적 역할

을 수행하여 균형 있는 도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계획

¡ 개발의 범위와 단계를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균형있게 

배치시키고, 효율적인 이용으로 도시생활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

생활권 개발목표 전략

광양

중생활권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

･ 주거기능 및 지역중심 상업기능 강화

･ 지역주민 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산·학·연의 연계체계를 통한 산업효과 극대화

중마

중생활권

행정·업무·상업의 

중심지

･ 상업ㆍ업무기능 강화로 지역경제의 중심지

･ 행정기능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도모

･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인접시군과의 연계 발전

황길

중생활권

남중 해안권 

경제·산업·물류의

중심지

･ 항만배후 주거ㆍ상업기능 강화

･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건립으로 국제 중심상

업ㆍ물류기능 확충

수어·섬진 

농촌정주 

중생활권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통합지대의 핵심 

기능 강화

･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동서통합지대 핵심기

능 수행

･ 지역특산물 육성을 통한 농어촌소득 증대

･ 배후지원기능 수행을 위한 산업기능 연계

백운 

농촌정주 

중생활권

수려한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생태도시 기능 확충

･ 관광수요 중심의 선택적 개발을 통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

･ 백운산 및 백운유원지 중심의 관광·휴양산업 

육성으로 소득 강화

･ 역사자원의 보전·개발을 통한 지역 역사·문화 

역량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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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개발목표 전략

광양

중생활권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

･ 주거기능 및 지역중심 상업기능 강화

･ 지역주민 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산·학·연의 연계체계를 통한 산업효과 극대화



104

생활권 개발목표 전략

중마

중생활권
행정·업무·상업의 중심지

･ 상업ㆍ업무기능 강화로 지역경제의 중심지

･ 행정기능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도모

･ 이순신대교를 중심으로 인접시군과의 연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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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개발목표 전략

황길

중생활권

남중 해안권 

경제·산업·물류의

중심지

･ 항만배후 주거ㆍ상업기능 강화

･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건립으로 국제 중심상업ㆍ물

류기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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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섬진 

농촌정주 

중생활권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통합지대의 핵심 기능 

강화

･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동서통합지대 핵심기능 수행

･ 지역특산물 육성을 통한 농어촌소득 증대

･ 배후지원기능 수행을 위한 산업기능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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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개발목표 전략

백운 농촌정주 

중생활권

수려한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생태도시 기능 확충

･ 관광수요 중심의 선택적 개발을 통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

･ 백운산 및 백운유원지 중심의 관광·휴양산업 육성으

로 소득 강화

･ 역사자원의 보전·개발을 통한 지역 역사·문화 역량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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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가.� 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 기정 생활권계획을 유지함에 따라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도 큰 틀에서 기

정계획을 유지하되 중생활권을 기준으로 설정

¡ 기본계획상 경직적 계획인구 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형성된 

중생활권 중심의 인구배분계획 수립

¡ 광양중생활권 및 중마중생활권에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도시기본계획(2025년)의 인구에 증가예상되는 인구를 반영하여 목표연

도(2030년) 생활권별 인구 배분

구분 행정구역
현재인구

(2013년)

계획인구

(2025

기본계획)

계획인구

(2030

기본계획)

당초계획

대비증감

합계 151,621 300,000 270,000 감) 30,000

광양

중생활권
광양읍 48,081 100,000 100,000 -

중마

중생활권

중마, 광영,

금호, 태인동
83,139 110,000 105,000 감)  5,000

황길

중생활권
골약동 2,607 60,000 45,000 감) 15,000

수어·섬진

농촌정주

중생활권

옥곡, 진월,

진상, 다압면
12,298 21,000 14,000 감) 7,000

백운

농촌정주

중생활권

옥룡, 봉강면 5,496 9,000 6,000 감)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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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생활권�인구배분계획

¡ 자연적증가인구와 사회적증가인구 추정을 통한 각 단계별 계획인구를 바탕

으로 단계별 생활권 인구를 배분

구분
현재인구

(2013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총계 151,621 153,587 200,000 240,000 270,000

광양중생활권 48,081 49,720 65,000 80,000 100,000 

중마중생활권 83,139 84,589 92,000 100,000 105,000 

황길중생활권 2,607 2,244 25,000 40,000 45,000 

수어·섬진농촌정주중생활권 12,298 11,763 12,500 14,000 14,000 

백운농촌정주중생활권 5,496 5,271 5,500 6,000 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