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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Urban Master Plan is established for making long term vision and land use. It’s
suitable for staged and planned development at a growing city. But recently, population is
declining and growth is slowing down. So different urban management strategies are
needed, for example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alysis or land density management. This
paper presents the direction of urban management in Ulsan, where the population and
the growth rate are decreasing.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하여 향후 20년간의 장기 도시발전방향
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위하여 도입하였다.1) 도시기본계획은
1) 민성희(2016), 저성장시대의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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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대한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의 장기계
획임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의 성장기에는 도시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목표연도에 개발가능한 토지용지를 산정하고 개발규
모에 대한 지침이 도시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인구 및 산업측면에서 저성장기
인 현재에는 신규 토지이용수요관리의 중요성이 약하되고 기존 개발지의 관리와 기능활성화
방안의 도출이 중요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되어야 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급속히 발전하고 규모가 커진 도시이나 광역시 승격
이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체계화된 이후에는 성장이 둔화되고 정체를 겪고 있다. 울산은
인구증가율과 출산율, 고령화를 기준으로 볼 때, 감소형도시에 속하여 향후 도시관리를 위하
여 개발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 보전용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2)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도시성장을 기대하고 미래의 인구예측과 가용토지의 확보를 위한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 그 수립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에서 검토되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장기계획이 급변하는 현실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예측하지 못한 지역의
개발수요를 사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틀과 시행이 상충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도시계획 분야의 사업에 지역주민의 관심이 커지고 의견수
렴을 요구하고 있어 계획수립방법에 대하여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인구는 달성되기 어려운 수치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비해 필요한 개발가용용지를 낙관적으로 판단하여 교외지역에 많은 개발가용지로 계
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토지수요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외곽지역의 개발가용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도심지내 노후지역의 관리는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성장기에 접어든 울산광역시가 공공부분이 수립하고 있는 공간계획
의 가장 근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변경, 수립하여 향후 울산의 도시관리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울산광역시의 인구, 가구 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동안 수립되었던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와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기
준을 비교한 뒤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통한 울산광역시의 도시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울산의 인구 현황 및 특성
울산광역시 총 인구는 광역시가 승격된 1997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긴 하였으나 꾸준히 증
2) 한인구·최봉문(2014),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유형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6권 제4
호, 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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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7만 3,534명을 최고점으로 이후 감소하고 있다.

<그림 Ⅱ-1> 대도시 인구추이 현황

부산광역시는 199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2010년, 광주광역시는 2014
년, 대전광역시는 2013년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 입지한 인천광역시는 계속 인구
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도권 이외에 입지한 대도시의 경우 2010
년대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타 대도시에 비해 인구성장의 둔화 및 감소의
시기가 늦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승격이후 총인구의 성장이 둔화되고 최
근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저성장시대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인구감소에 따른 토지관리
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울산광역시 전체는 인구의 성장이 둔화 또는 감소하고 있으나 세부지역별로 보면,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기개발지역내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인 다운, 무거, 복산, 남목
동 등은 인구가 감소하였고 신규 주택 개발 또는 재개발이 활발한 교외지역 및 정비사업 시행
지역인 온양, 농소, 신정, 병영동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변화에 따른 토
지수요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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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2010년대 이후 인구변화 큰 읍면동

인구감소 읍면동(’11~’17)

감소량(인)

인구증가 읍면동(’11~’17)

증가량(인)

다운동

-4,469

온양읍

2,854

무거동

-3,544

농소2동

3,029

복산1동

-3,435

신정2동

4,117

남목2동

-3,371

병영2동

4,590

옥동

-3,104

신정3동

4,820

야음장생포동

-2,844

전하2동

5,796

병영1동

-2,829

농소1동

7,149

대현동

-2,763

범서읍

9,125

대송동

-2,678

태화동

9,726

수암동

-2,525

강동동

10,521

자료) 국가통계포탈(kosis.kr).

변화가 큰 인구특성 중 하나는 외국인인구의 증가이다. 1997년 3,418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이 최근 경제상황에 의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7년에는 20,513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울산지
역에 거주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시는 더욱 글로벌화할 것이고 이에 따른 외국
과의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인구구성에서 외국인이 차지하
는 비율은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용도 및 도시기반시설의 목표설정에 외국인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림 Ⅱ-2> 울산광역시 체류외국인현황

인구현황과 달리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대도시의 증가현황과 유사
하다. 가족의 분화와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
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토지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은 인구에 기반하여

68

韓日海峽圈硏究機關協議會

인구감소･저성장시대 울산의 도시관리방향 연구

그 수요를 산정하고 있으나, 인구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소요산정이 필요한 도시계획 요소가
많다. 따라서 인구지표와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구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림 Ⅱ-3> 대도시 가구추이 현황

울산의 고령인구비율은 타 대도시에 비해 낮은편이나 증가률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고령화에 의한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는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수요를 변화시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산정에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Ⅱ-4> 대도시 고령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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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별 현황을 보면, 1인가구가 2000년 42,532가구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
년 107,497호로 4가구중 1가구는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주택수요는 다인가구
와 차별화되고 있으므로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주택용지 산정방법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한 인구밀도 또는 평균주거면적에 기반한 주거용지 산정이 아닌 가구원수에
따른 울산시민의 주택면적수요와 주거시설을 고려한 주거용지 산정이 필요하다.

<표 Ⅱ-5> 울산광역시 1인가구 현황 및 비율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인가구(가구)

42,532

57,923

77,421

103,551

104,856

107,497

1인가구 비율(%)

13.9

17.1

20.7

24.5

24.6

25.1

Ⅲ. 울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실태
울산광역시는 1995년 과거 울산시와 울주군을 통합하여 지금과 같은 행정구역 경계를 가지
게 되었고 1997년 7월 현 행정구역과 동일한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다. 그
후 2030년 목표로 한 울산도시기본계획까지 일부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네 차례 장기도시계획
을 수정, 수립하였다. 각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보면, 매번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16년에서 2030년으로 늘고 있으나, 계획인구는 150만명에서 145만명으로 축소되었다가 다

시 150만명으로 설정하여 울산광역시의 전략적 목표인구는 150만명수준으로 설정되어있다.
이를 볼 때, 계획인구는 목표연도에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목표지표의 의미라기 보다는, 장래
도시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타 세부계획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수치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계획수립당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목표연도의 인구를 변경하지 않은 것
은 최대한 현실성있는 목표수지를 제시하거나 울산지역의 밀도한계를 고려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총인구는 실재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목표인구 설정 모형 및 방안마
련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각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장래의 목표인구를 추정,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토지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상업, 공업의 시가화용지와 향후 개발가능한 개발예정용지(사가화예정용지)의
면적을 설정하였다. 1997년 최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용지를 크게 계획하였으나 이후
토지개발의 시기와 수요대응을 고려하여 개발예정용지인 시가화예정용지의 배분을 늘였다.
1997년에 비하여 최근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감소하였고 공업용

지와 시가화예정용지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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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울산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구분

2016년
울산도시
기본계획
2021년
울산도시
기본계획
2025년
울산도시
기본계획
2030년
울산도시
기본계획

계획수립
당시
인구(명)

계획
인구
(명)

’97

’16

1,009,653

150만

’02

’21

1,065,037

145만

’10

’25

1,126,298

145만

’16

’30

1,172,304

150만

가구당
계획
인구

개발예정
용지
미지정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
용지

상업
용지

공업
용지

녹지
용지

2.8인

72.863

8.119

66.748

908.574

5.480

79.326

2.63인

54.066

6.690

66.848

879.544

57.577

78.589

2.57인

64.223

7.056

78.210

833.530

77.225

77.260

2.5인

67.356

7.635

81.364

850.279

58.347

74.485

자료)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기본계획, 각년도.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기준을 보면, 주거용지는 목표계획인구와 목표계획가구수를 산
정하고 주택보급률 목표에 따른 필요주택호수와 평균주택면적에 의한 부지면적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인구밀도에 의한 주거용지산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성장기 도시에서 장래
주거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측면에서 총량적 접근은 적합하나 인구 및 가구특성이 다양해지고
저성장시대에는 보다 세밀한 가구분화에 대한 수요파악이 필요하다.
<표 Ⅲ-2> 울산도시기본계획의 용도별 면적산정기준
구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2016년
울산도시
기본계획

방법1
목표계획인구 설정
가구당계획인구 설정
목표가구수 도출
주택보급율 목표치 설정
주택1호당 부지단위면적 적용
방법2
고·중·저밀의 인구밀도 적용

3차산업종사자수 계획인구에
평균 상면적 적용

기존 공업지역에 추가
산업단지 수요 반영

2021년
울산도시
기본계획

방법1
목표계획인구 설정
가구당계획인구 설정
목표가구수 도출
주택보급율 목표치 설정
주택1호당 부지단위면적 적용
방법2
고·중·저밀의 인구밀도 적용
방법3
1인당 주거지 점유면적 추정
혼합율 적용한 주택용지 도출

3차산업종사자수 계획인구에
평균 상면적 적용

2차산업종사자
1인당
공장부지면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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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5년
울산도시
기본계획

2030년
울산도시
기본계획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고·중·저밀의 인구밀도 적용

방법1
이용인구 1인당상면적 적용
방법2
3차산업종사자수 계획인구에
1인당 점유면적 적용

방법1
2차산업종사원 종업원
밀도기준 적용
방법2
2차산업종사자 1인당
공장부지면적 적용

고·중·저밀의 인구밀도 적용

방법1
이용인구 1인당상면적 적용
방법2
3차산업종사자수 계획인구에
1인당 점유면적 적용

방법1
2차산업종사원 종업원
밀도기준 적용
방법2
2차산업종사자 1인당
공장부지면적 적용

자료)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기본계획, 각년도.

상업용지는 이용인구 1인당 필요 상면적을 적용하여 조사하거나 3차산업종사자의 1인당 점
유면적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과거 상업용지는 판매 등을 위한 상류시설로 조성되었으나 최
근의 상업용지 활용은 오피스텔과 같은 소형가구의 주거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한 판매기능이 아닌 문화, 여가, 쇼핑, 외식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상업시설이 개발되고 있어
복합상업용도 면적수요 반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화, 금융, 출판 등 기업지원서비스산업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용지수요의 반영이 필요하다.
공업용지는 2차산업종사자 1인당 필요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1,
2, 3차산업으로 구분하는 산업의 경계가 모호하여 단순한 제조생산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산업기능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산업은
과거 제조생산중심의 산업유형과 다른 토지이용형태를 보이고 있고 산업용도뿐 아니라 지원
기능, 편의기능, 정주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어 공업용지 도출 또한 다양한 검토가 필
요하다.

Ⅳ. 향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방향
1. 세분화된 인구지표의 예측
총 계획인구에 기반한 개발가능한 토지의 확보는 향후 토지활용의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인구를 과다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자체의 총량보다 도시의 기능과 토지
관리의 측면에서 계획인구를 추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총 인구지표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뿐 아
니라 외국인수, 가구원수별 가구수, 노인가구수, 중심지 및 교외지역의 입지별 인구, 사업업종
별 소요용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인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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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세분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수요 산정 기반은 모두 계획인구에 두고 있다. 주거용
지는 목표연도 생활권별 계획인구이며, 상업용지는 계획인구에 기반한 상업시설 이용인구 및
3차산업종사자수, 공업용지는 2차산업종사자수 계획수치를 기반으로 산정되었다. 그동안 주

거·상업·공업용지의 산정기반이 된 계획인구와 각 용도별 토지원단위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한 기준이다. 우리지역의 거주실태, 세부 상업기능, 공장 업종에 따라 원단위 기준이
달라지므로 기능의 세분화와 구체화된 토지용도의 계획방향을 선정한다면 인구지표 또한 그
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도시의 질적관리를 위한 지표를 계획에 반영
그동안 도시성장기에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용지의 양적확보를 중심으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도시기반 및 환경의 질적관리와 도시의 정책비전 및
전략,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계획인구에 기반한 가용토지의 물량산정 중심의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닌, 전략 중심으로 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면적 표기보다 입지적 특성 또는 토지구상 방향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개발예정토지 수요 산정에 있어서도 거주 인구중심이 아닌 이용인구, 가구,
인구의 세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획인구는 선언적 의미를 부여
하되 구체적인 시가화예정용지의 산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구원단위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 조정
도시성장기에는 인구규모에 따라 도시내 토지의 수요와 기반시설용량이 설정되어야 하나
도시화가 진행되어 어느정도의 도시규모와 외형이 갖추어지고 안정화된 시점에서는 도시기능
이 보다 효율적이고 거주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보통신 및 기술발전에 부응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시는 단순한 인구기준의 원단위에 의한 기반시설용량산정이 부적합하다.
인구기반이 아닌 미래도시의 효율적 기능운영과 연계성에 바탕을 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표가 아닌 효율적 도시기능운영과 울산의 토지관리, 지속가능
한 도시발전을 위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도시관리의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물리적지
침이 아닌 도시관리를 총괄하는 계획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계획화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구의 정체와 일부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현재에 단순한 외연적
확산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의 지정과 외곽지역의 개발용도지정은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개발가능성이 떨어지는 교외지
역의 토지용도의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고려하되 일괄 해제가 되지 않도록 현재의
거주인구와 기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교외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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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공업용지의 수요는 입주업종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단순히 종사자수에 의한 점유면적은 과거
제조업중심의 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적정할 수 있으나, 미래의 4차산업혁명시대에서의
공업은 용지의 수요와 건축물의 조성형태가 매우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토지용도 또한 과거
전통적 산업여건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뚜렷한 구분을 필요로 하였으나, 미래의 도
시는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고 상호연계되어 기능의 이격과 구분보다 복합화되어 나타나므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4. 기개발토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의 확장과 개발수요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있어 모두 신규 토지조성을 위한 수요로 대변된다. 그러나 도시의 역사가 길어지고 성장
이 둔화되며 기개발지역이 노후화되면서 기존 도시의 활용과 기능회복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
다. 이에 대한 부분은 가용토지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지속가능한 도
시운영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노후지역의 재개발 및 재생사업을 통한
주거 및 상업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교외지역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점형 생활지원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기존 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하여
집중, 육성시켜야 한다.

Ⅴ. 결론
도시기본계획은 토지공간, 산업, 환경, 주택, 문화, 관광, 복지 등 도시내 다양한 분야를 총
괄하여 도시의 발전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그러나 그 실천수단이 토
지의 용도지역관리와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다 보니 그동안 물리적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물리적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점 분야로 인식되어 계
획인구에 의햔 토지이용계획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다. 이러한 미래의 가용토지확보는 인구
가 성장하고 도시가 확장되는 시기에는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공감되었으나 인구가감소하
는 저성장시대에는 발전적 계획인구의 설정과 토지확보의 의미가 쇠퇴하고 있다. 또한 도시기
본계획은 공공성을 강조한 계획으로 하향식 방식으로 수립되어왔으나 계획실행단계에서 직접
영향을 받게되는 주민의 관심이 커지고, 특히 거주공간의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커
짐에 따라 계획수립의 절차 또한 바뀌어지고 있다.
울산은 그동안 성장하는 제조업중심의 산업도시였으나 미래산업여건의 변화와 사회적 인
구·가구특성변화, 성숙기에 접어든 도시성장과정에 진입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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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을 변경할 시기가 되었다. 토지기능간의 융복합, 정보통신발전에 기반한 미래형 산업
도입, 다양한 인구 및 가구구성 등에 따라 기능별 토지수요산정에 세분화가 필요하다. 목표인
구의 의미는 목표연도에 달성해야하는 목표치가 아니라 우리지역이 행정구역내에서 도시기능
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향의 선언적 방향으로 이해하고, 모든 토지수요를 그 인구에 기반하여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능별 토지수요는 인구와 가구구성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고 미래산업의 토지수요에 대한 변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외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
가 감소하고 있으나 필요한 도시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형 지
원편의공간을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후화된 기개발된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효
율화측면에서 반영되어 과거 인구원단위당 산정되는 신규토지가 아닌 기개발용지 또한 효율
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울산은 급속히 성장한 산업화시기에는 도시계획이 준비하지 못했던 지역이다. 이후 산업성
장기를 거치면서 도시공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기존의 계획수립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성숙단계에 들어섰으며, 교외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현상을 겪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목표인구
의 의미변화, 세밀한 용도별 토지수요의 산정, 질적 도시지표 관리, 기개발지의 계획이 도시기
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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