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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산업개발계획

 농림수산업

1. 농림수산업 육성계획

◦ 농림수산업의 전문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 첨단영농기술 개발과 영농인력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지역여건에 맞는 특산물 개발로 명산지화

◦ 유통구조개선으로 도‧소매 시장의 능률화 및 효율성 제고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작목반) 구성 및 활성화

◦ 농업기술센타를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 및 경영기법 교류

◦ 영농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 미곡 중심 농업에서 수익성 높은 경제작목 개발

◦ 무공해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

◦ 어업환경 정비

-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지속적인 어업기반 시설확충

- 어업할동에 필수적인 유류세 등 경감방안마련

◦ 기르는 어업 육성방안 마련

- 전복, 해삼, 가리비 등의 어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양식사업 활성화

- 9.5%에 해당하는 양식 어업권을 점진적으로 확

◦ 수산물 가공 및 유통구조 개선

- 수산물 가공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전문업체는 육성, 지원

- 유통구조 개선으로 어민소득 증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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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해양자원 이용

- 다양한 레저문화에 응하기위해 해양레저시설 확충 및 지원방안 마

련

- 어촌을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강구

◦ 경제림 육성

◦ 조림과 벌목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제도 개선

◦ 묘지문화의 혁신을 위해 수목장을 시범운영

◦ 수요가 많은 음나무, 옻나무 등을 집중 육성

 광공업

1. 광공업 발전계획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기간시설인 동해안 철도 및 고속도로의 조

기 건설

◦ 첨단기술에 의한 업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산‧학 연구체계 확립

◦ 고급인력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고급인력 외부유출방지 대책 마련

◦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국가 기간산업의 적극 유치

◦ 기업 활동에 유익한 환경 조성

 상업 및 서비스업

1. 상업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

◦ 도심지의 상설시장(중앙시장)을 현대화하고 삼척항의 수산물상가를 재

정비하여 강원남부권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상업기능 강화

◦ 도계읍의 상설시장을 현대화하여 부도심권의 상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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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서비스산업과 연계하여 지

역소득증대 도모

◦ 원덕, 근덕, 미로, 하장지역에 집하장을 강화하여 농촌지역의 유통시설

을 현대화

◦ 주요 관광지의 상업시설을 정비하고 집단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

하고, 지역특산품을 상품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관광

1. 현황분석

◦ 삼척시는 산 바다 폭포 계곡 동굴 등 수려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사찰 

민속유물 등 풍부한 문화유적을 보유

◦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접근성과

교통의 불편이 제약 조건으로 작용

◦ 평지가 적고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광활한 해면과 함께 긴 해안선

을 가지고 있어 하절기의 해수욕장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계

절적 편중으로 인한 혼잡이 문제

구 분 지 명 위 치 면적(㎢) 지정일자

계 12개소 2.6975

지 정

관광지

소 계 4개소 3.972

장호관광지 근덕면 장호리 0.294 79.06.29

맹방관광지 근덕면 상맹방리 0.819 80.05.29

삼척해수욕장 갈천동 0.374 84.07.06

초당관광지 근덕면 하맹방리 2.485 90.04.19

비지정

관광지

소 계 6개소 1.423

내 평 계 곡 근덕면 동막리 0.212 89.07.29

월천유원지 원덕읍 월천리 0.180 90.05.10

동 활 계 곡 가곡면 동활리 0.300 90.05.10

덕 풍 계 곡 가곡면 풍곡리 0.500 90.05.10

재동유원지 근덕면 교가리 0.018 96.06.12

중 봉 계 곡 하장면 중봉리 0.213 96.06.12

※ 자료 : 삼척시통계연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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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 형 지 명 자 원 특 성

산

악

형

산

악

형

청옥산
• 하장면과 동해시의 경계를 이루고 해발 1,403m로 태백산맥의 주봉으로써 두타

산과 연하여 있으며 능선과 고개가 특히 수려함

두타산
• 해발 1,352m로서 태백산맥의 주봉을 이루고 특히 가을 단풍이 수려함

• 쉰움터, 용소 및 주목군, 철쭉군, 잣나무군으로 구성됨

육백산
• 도계읍 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244m로서 산 정상부가 넓고 평탄하게 

형성됨

사금산
• 도계읍, 노곡면, 가곡면 및 원덕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1,092m로 분

지로 되어있고 샘물이 있어 눈이 내리면 녹아 없어짐

쉰움산 • 미로면과 동해시의 경계부로 천은사가 위치하여 있으며 지방민속신앙의 발원지

댓 재 • 미로면과 하장면의 경계로 지방도 424호선에 연하여 조망이 양호함

폭

포

형

미인폭포

• 도계읍 심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이 미인의 출생지로 출가한 미인의 남편

이 일찍 죽은 후 재가하였으나 또다시 남편이 죽자 그 미인이 이 폭포에서 자

살하였다 하여 이름 붙여진 것이라는 설이 있음

구룡폭포
• 미로면 삼거리 두타산에 위치한 계곡으로 용 9마리가 살다 승천하였다는 전설

과 함께 상폭을 이룸(구룡소)

이천폭포

• 원덕읍 이천리 호산천 상류에 위치하며 20丈이나 되는 석벽이 서북으로 둘러쌓

여 있음 

• 반석이 층층으로 쌓여 천연의 를 형성하고 있음

계

곡

형

동활계곡
• 가곡면 동활리에 위치하며 자연풍치지구로써 기암괴석과 가을 단풍이 장관을 

이룸

덕풍계곡
• 가곡면 풍곡리에 위치하며 협곡과 계곡의 맑은 물이 장관을 이룸(산천어, 열목

어 서식)

내평계곡 • 근덕면 동막리에 위치하며 얕은 수심과 깨끗한 계곡물이 있음

구룡계곡 • 미로면 삼거리 두타산 계곡에 위치하여 한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

12당골계곡 • 하장면 중봉계곡에 위치하며 천연림이 울창하고 수려한 계곡을 형성하고 있음

동

굴

형

이동굴지

• 신기면 이리에 위치하며 환선굴, 관음굴, 佛岩風穴, 양터목세굴, 덕밭세굴, 큰

재세굴이 있음

• 고고학 및 관광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동굴로서 천연기념물 178호로 지정되어 

있음

초당동굴

• 근덕면 금계리에 위치하며 총연장 6km의 동양 최  수직 석회석 동굴임

• 동양에서 유일하게 민물김을 생성하고 박쥐가 서식하며 천연기념물 226호로 지

정

활기굴
• 미로면 활기리에 위치하고 주변에는 준경묘가 있으며 기념물 41호로 지정되어 

있음

저승굴 • 도계읍 한내리에 위치하며 기념물 40호로 지정되어 있음

해

안

형

해수욕장 • 20개소가 산재하며 깨끗한 백사장 및 해송이 분포되어 있음

관광어항
• 18개소의 항포구가 해안변을 따라 분포되어 있음(삼척, 후진, 광진, 덕산, 진, 

궁촌, 초곡, 용화, 장호, 갈남, 신남, 임원, 비화, 노곡, 작전, 호산, 월천, 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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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안길이

(m)
개장기간 소재지

시내에서거리

(km)
주요특징(인근)

계 9,860 20개소 20개소

시 범 해 수 욕 장 3,960 2개소 2개소 국민관광지

삼 척 780 7.10 ~ 8.20 갈천동, 교동 북쪽 1.5 송림, 백사장, 얕은 수심

맹 방 3,160 7.10 ~ 8.20 근덕면 하맹방리 남쪽 6.0 국내 제일의 명사십리

일 반 해 수 욕 장 4,280 11개소 11개소

증 산 200 7.10 ~ 8.20 증산동 북쪽 2.4 인근 동해시에 추암촛 바위

작 은 후 진 580 7.10 ~ 8.20 갈천동 북쪽 1.5 해안도로, 동아테마타운

한 재 밑 400 7.10 ~ 8.20 근덕면 상맹방리 남쪽 5.0 명사십리, 송림

하맹방(연봉) 300 7.10 ~ 8.20 근덕면 하맹방리 남쪽 10.0 조개줍기, 명사십리

덕 산 500 7.10 ~ 8.20 근덕면 덕산리 남쪽 8.0 민물낚시, 마읍천, 호수

궁 촌 400 7.10 ~ 8.20 근덕면 궁촌리 남쪽 15.0 민물낚시, 궁촌천

용 화 500 7.10 ~ 8.20 근덕면 용화리 남쪽 20.0 배낚시, 장호관광랜드

장 호 300 7.10 ~ 8.20 근덕면 장호리 남쪽 22.0
황영조기념관, 장오관광랜드,

어촌체험장

임 원 300 7.10 ~ 8.20 원덕읍 임원리 남쪽 36.0 임원항 방파제 낚시터, 활어회센터

월 천 300 7.10 ~ 8.20 원덕읍 월천리 남쪽 46.0 최남단해수욕장, 월천유원지

간 이 해 수 욕 장 1,620 7개소 7개소

광 진 185 7.10 ~ 8.20 교동 북쪽 1.0 바위낚시, 스킨스쿠버

오 분 285 7.10 ~ 8.20 남양동 남쪽 2.0 가자미낚시, 번개시장

상맹방(승공) 200 7.10 ~ 8.20 근덕면 상맹방리 남쪽 8.0 조개줍기, 명사십리

부 남 200 7.10 ~ 8.20 근덕면 부남리 남쪽 12.0 바위낚시

원 평 200 7.10 ~ 8.20 근덕면 매원리 남쪽 12.0 민물낚시, 궁촌천

문 암 300 7.10 ~ 8.20 근덕면 초곡리 남쪽 15.0 황영조기념관, 초곡항

신 남 250 7.10 ~ 8.20 원덕읍 갈남리 남쪽 15.0 해신당, 애바위

자료 : 삼척시 관광개발과(200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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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는 중요도 및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국보, 보

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와 “지방

문화재” 시･도지정 로 구분하며, “문화재자료”는 시･도지사가 「국

가지정문화재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조례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함

◦ 삼척시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와 지방문화재(강원도지정) 문화재

자료 등으로 구분됨

구 분 문화재 세분 개 수 비고

총 계 35

1.국가지정

문화재

국보 -

보물 1 • 삼척 죽서루

명승 -

사적 1 •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허지

천연기념물 5
• 느티･느름, 음 등의 나무 및 동굴 

등

중요민속자료 4
• 너와집, 굴피집, 통방아, 민속유

물 등

중요무형문화재 -

소 계 11

2.지방문화재

(강원도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7 • 배석, 석탑, 가옥, 사찰 등

기념물 9
• 느티나무, 은행나무, 왕릉, 동굴, 

고분군 등

민속자료 1 • 삼척 김씨종중자료

무형문화재 1 • 삼척기줄다리기

소계 18

3.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6

4.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

※ 자료 : 삼척시통계연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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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에 입지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

료 등 총 4개 종별에 11점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음

■ 보물 (1점)

명칭 종별 번호 시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삼척죽서루 보물 213

신라말 

~ 

고려초

삼척시장
삼척시 성내동 

9-3
1940.7.31

■ 천연기념물 (5점)

명칭 종별 번호 시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삼척도계읍의 

긴잎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95 미상 삼척시장

도계읍 도계리 

287-4
1962.12.3

삼척 이리 

동굴지
천연기념물 178 미상 삼척시장

신기면 이리 

산25외
1966.6.15

삼척 초당동굴 천연기념물 226 미상 삼척시장
근덕면 금계리 

산380
1970.9.17

삼척 하장면의 

느릅나무
천연기념물 272 미상 삼척시장

하장면 갈전리 

415-1
1982.11.4

삼척 근덕면의 

음나무
천연기념물 363 미상 삼척시장

근덕면 궁촌리 

452
1989.9.16

■ 사적 (1점)

명칭 종별 번호 시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삼척 두타산 

이승휴유허지
사적 421 고려 삼척시장

미로면 

내미로리 785
2000.9.16

■ 중요민속자료 (4점)

명칭 종별 번호 시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신리너와집 및 

민속유물

중요민속

자료
33 근 삼척시장

도계읍 신리 

391외
1975.10.13

삼척 

이리너와집

중요민속

자료
221 근 이종옥

신기면 이리 

206
1989.3.7

삼척 

이리통방아

중요민속

자료
222 근 이상구

신기면 이리 

산103
1989.3.7

삼척 

이리굴피집

중요민속

자료
223 근 이종순

신기면 이리 

203
19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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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문화재 (7점)

명칭 종별 번호 시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척주동해비･
한평수토찬비

유형문화재 38 조선 삼척시장
삼척시 정상동 

82
1971.12.16

삼척교수당 유형문화재 61 고려 남양홍씨
근덕면 

하맹방리 151
1979.5.30

삼척 

영은사 웅보전
유형문화재 76 조선 영은사

근덕면 궁촌리 

924
1982.11.3

삼척 영은사 

팔상전
유형문화재 77 조선 영은사

근덕면 궁촌리 

924
1982.11.3

삼척향교 유형문화재 95 조선 삼척유림
삼척시 교동 

566
1985.1.17

삼척 

김낙윤가옥
유형문화재 102 조선 김원극

원덕읍 옥원리 

810
1985.1.17

삼척 흥천리 

삼층석탑재
유형문화재 127

신라말 

~고려초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92-1
2000.1.22

■ 기념물 (9점)

명칭 종별 번호 시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교가리

느티나무
기념물 14 미상 삼척시장

근덕면 교가리 

650-1
1976.6.17

실직군왕릉 기념물 15 신라
삼척김씨

종중

삼척시 성북동 

43
1971.12.16

실직군왕비릉 기념물 15 신라
삼척김씨

종중

삼척시 사직동 

213-1
1971.12.16

삼척 저승굴 기념물 40 미상 삼척시장
도계읍 한내산 

55
1971.12.16

삼척 활기굴 기념물 41 미상 삼척시장
미로면 활기리 

산148-1
1980.2.26

준경묘 기념물 43 조선 삼척시장
미로면 활기리 

산149
1980.2.26

영경묘 기념물 43 조선 삼척시장
미로면 

하사전리 산5
1981.8.5

늑구리은행나무 기념물 59 미상 김진수
도계읍 늑구리 

210-2
1986.11.19

숙암리고분군 기념물 61 신라
김진호외

3

하장면 숙암리 

산76-1
1988.5.18

공양왕릉 기념물 71 조선 삼척시장
근덕면 궁촌리 

178
19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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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자료 (1점)

명칭 종별 번호 시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홍서 민속자료 2 -
삼척김씨

종중
당저동 77 1979.6.4

■ 무형문화재 (1점)

명칭 종별 번호 시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삼척기줄다리기 무형문화재 2 - - 삼척시 1971.11.16

명칭 종별 번호 시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

미로김영우가옥 문화재자료 96 조선 김영우
미로면 고천리 

393
1985.1.17

소공 비 문화재자료 107 조선 삼척시장
원덕읍 노곡리 

산67
1986.5.23

신흥사설선당 

및 신검당
문화재자료 108 조선 신흥사

근덕면 동막리 

1332
1988.5.18

역둔리철비 문화재자료 121 조선
역둔향림

회

하장면 역둔리 

산2-1
1996.12.27

산양서원묘정비 문화재자료 123 조선 산양서원
원덕읍 산양리 

843
1998.4.18

박걸남묘역 문화재자료 130 조선
밀양박씨

종중

노곡면 여삼리 

산148
2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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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문화재 정책은 유･무형 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물려준 정신문화

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적 유산차원에서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

고 있으며, 중요도 및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와 지방문화

재로 구분되고 또한 국가 및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를 문화재자료로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 소유가 부분

을 차지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와 지방지정 문화재는 당

연히 국가와 지방(각도)에서 인력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실적으로 한정된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부분 문화재의 소유자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미

흡한 것으로 사료됨

■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내용

순번 명칭 종별 소유자 관리내용

1 삼척 죽서루 보물 삼척시장 •삼척시에서 인원과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

2 삼척두타산 
이승휴 유허지 사적 삼척시장 •삼척시에서 분기별로 관리

3 삼척 도계읍 
긴잎 느티나무

천연
기념물 삼척시장 •삼척시와 지역주민이 공동관리

4 삼척 이리 
동굴지

천연
기념물 삼척시장

•2005.5.2(삼척시고시제2005-26호)
자로 삼척시의 군립공원( 이리 군
립공원)으로 결정되어 삼척시에서 
관리

5 삼척 초당동굴 천연
기념물 삼척시장 •삼척시와 지역주민이 공동관리

6 삼척 하장면의 
느름나무

천연
기념물 삼척시장 •삼척시와 지역주민이 공동관리

7 삼척 근덕면의 
음나무

천연
기념물 삼척시장 •삼척시와 지역주민이 공동관리

8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

중요민속
자료 삼척시장 •삼척시에서 관리

9 삼척 이리 
너와집

중요민속
자료 이종욱 •삼척 이리 군립공원에 포함된 시

설로 1차적으로 소유주가 관리

10 삼척 이리 
통방아

중요민속
자료 이상구 •삼척 이리 군립공원에 포함된 시

설로 1차적으로 소유주가 관리

11 삼척 이리 
굴피집

중요민속
자료 이종순 •삼척 이리 군립공원에 포함된 시

설로 1차적으로 소유주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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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문화재 관리내용

순번 명칭 종별 소유자 관리내용

1 척주 동해비 
한평수토찬비

유형
문화재 삼척시장

•삼척항 초입 정라동 사무소 남측 근
린공원으로 조성된 “육향공원”에 입
지하고 있으며 삼척시에서 관리

2 삼척 교수당 유형
문화재 남양홍씨 •남양홍씨 문중에서 관리

3 삼척 영은사 
웅보전

유형
문화재 영은사 •근덕면 궁촌리 924번지에 입지하며 

영은사에서 관리

4 삼척 영은사 
팔상전

유형
문화재 영은사 •근덕면 궁촌리 924번지에 입지하며 

영은사에서 관리

5 삼척 향교 유형
문화재 삼척유림 •삼척유림에서 관리

6 삼척 김낙윤가옥 유형
문화재 김원극

•13 째 살아오고 있는 집안으로써 
원래 지금의 위치보다 앞터에 살았
으나, 8~9 전에 현재의 위치에 가
옥을 신축 하였으며, 약 2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고, 김낙윤 후손들
이 관리하고 있음

7
삼척 도계읍 

흥전리 
삼층석탑재

유형
문화재 삼척시장

•흥전리 매바위골의 산 중턱 평지에 
있는 석탑으로 신라말기인 9세기 후
반에 조성된 것으로 신라시  석탑
의 양식을 잘계승하고 있지만, 기단
부가 3층 이라는 점에서 그 유래가 
매우 드문 것임

•석탑은 현재 도괴 되어 있지만, 부
재 부분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는 상태로 삼
척시의 소유이나 관리가 매우 부실
한 실저임

8 교가리 느티나무 기념물 삼척시장 •삼척시와 지역주민이 공동관리

9 실직군 왕릉 기념물 삼척김씨
종중

•삼척시 중심시가지 가장자리(성북동 
43)에 입지하며 삼척 김씨 종중에서 
관리

10 실직군 왕비릉 기념물 삼척김씨
종중

•삼척시 중심시가지 가장자리(사직동 
213-1)에 입지하며 삼척 김씨 종중
에서 관리

11 삼척 저승굴 기념물 삼척시장
•삼척시 도계읍 한내리에 입지한 동
굴로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람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12 삼척 활기굴 기념물 삼척시장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에 입지한 동
굴로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람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13 준 경 묘 기념물
삼척시장
전주이씨

종중

•조선태조 이성계의 조 이양무 장
군의 묘(태조→환조→고조→익조→ 
목조→이양무장군)로 삼척시와 전주
이씨 종중이 공동으로 관리

•2001년 충북 보은의 정이품송과 혼
례를 올린 소나무가 준경묘 입구에 
있으며 최근 전주이씨 문중의 협조
로 숭례문 복원을 위한 벌채가 허락
되어 능선의 소나무 일부를 간벌하
여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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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명칭 종별 소유자 관리내용

14 영 경 묘 기념물
삼척시장
전주이씨

종중

•조선태조 이성계의 5 조 이양무 장
군 부인의 묘역으로 삼척시와 전주
이씨 종중이 공동으로 관리

15 늑구리
은행나무 기념물 김진수 •도계읍 늑구리 210-2번지 입지한 

은행나무로 김진수氏가 관리

16 숙암리
고분군 기념물 김호기

외3인

•하장면 숙암리에 입지한 고분군으로 
해발 700m정도의 야산 구릉의 중턱
에 입지하고 있으며, 고분 40기가 
밀집되어 있고 약 80m 거리에 10
여기가 산재되어 있음

17 공릉왕릉 기념물 삼척시장 •근덕면 궁촌리 178번지 입지하고 
있으며 삼척시에서 관리

18 홍서 기념물 삼척김씨
종중

•서 :조선시  정1품･종1품의 벼슬
아치가 허리에 두르던 띠

•홍서 :총길이 100cm 폭 3.5cm, 
한지를 여러 겹 배접하고 옻칠을 하
였으며 갈색의 서각을 얇게 원형 및 
방형으로 떠서 금속으로 테를 둘러 
붙여 놓았음

•유래
 -1392년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5 조 이양무장군의 묘
와 그 부인의 묘가 삼척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묘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삼척을 부로 승격하고 선

조가 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
해 1393년 이성계 메고 있던 홍서
를 하사하고 삼척부사로 하여금 
봉안토록 하였음

 -삼척부에서는 매년 명절때마다 이 
홍서 를 모시고 제례를 올렸으나 
1592년 왜구의 침략(임진왜란), 
1636년 만주족의 침략(병자호란) 
으로 홍사 를 분실하여 영조 29년
삼척부사가 관아를 수리하던중 홍
서 를 발견하고 영조 왕 함께 
보고하니 영조는 홍서 를 가지고
오라하며 직접 보시고 홍서 기를 
지어 홍서 와 함께 하사하고 잘 
보관토록 하였음

•삼척부사는 홍서 각을 짖고 봉안하
던 것을 고종12년(1875년) 삼척김
씨 재사인 실직왕묘로 이관하였다고 
함

•삼척김씨 종중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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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자료 관리내용

순번 명칭 종별 소유자 관리내용

1 미로 김영우 
가옥

문화재 
자료 김영우 •삼척 미로면 고천리 393번지에 입지한 

고택으로 소유자 김영우가 관리

2 소공 비 문화재 
자료 삼척시장

•종류:비석
•규모:높이173cm 너비:80cm
•관리자:삼척시장
•위치: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67
•유래:1423년(세종5년)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황희(黃喜)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관동지방 백성들이 세운비석

 -1423년 세종(5년) 관동지방에 흉년이 
들자 관찰사로 파견된 황희는 정성을 
다하여 백성을 구호하였고 이에 감동
한 백성들은 당시 황희가 쉬덕 와현
(瓦峴) 에 돌을 쌓아 (臺)를 만들고 
소공 라 하였음

 -1516년중(종11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
임한 4 손 황맹헌(黃孟獻)이 허물어
진 소공 의 돌무덤을 다시 쌓고 비를 
세웠음

 -높이 173cm, 너비 802cm로 화강암으
로 된 1단의 받침위에 비신을 세우고 
비상단을 둥글게 마무리한 조선 중기
의 일반적인 비석 형태를 지님

 -지금의 소공 비는 1578년(선조11년) 
6 손 황정식(黃廷式)이 삼척부사로 
부임하였을때 세운 것임

 -비문은 영의정 남곤(南袞)이 지었고 
글씨는 송인(宋寅)이 썼으며 상단에는 
소공 비(召公臺碑)라는 연각이 있음

3
실흥사 

설선당 및 
심검단

문화재 
자료 신흥사

•근덕면 동막리 1332번지에 입지한 신흥
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어 신흥사에서 
관리

4 하장면 
역둔리 철비

문화재 
자료

역둔
향림회

•종류:철비
•관리자:하장면 역둔리 주민
•유래:1837년(헌종3년) 삼척부사 이규헌

(李奎憲)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주
민들이 세운비

-1837년(헌종3년)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자 이규헌은
역둔창(易屯倉)의 양곡을 풀어 이들을 
구제하였는데 이에 한 고마움으로 주
민들이 1838년(헌종4년) 이규헌의 영세
불망비(永世不忘碑)를 세웠고 이듬해에
는 금옥첨원(E玉僉員:영세불망비공사에 
참여한 주민)의 영세불망비를 세웠음

 (두비에는 각각 건립이유와 연 를 기
록하였는데 글씨와 문양은 앞면에만 주
조하였고 비신(碑身:비문을 새긴 비석의 
주장되는 돌)과 비개(飛盖:비신위에덮는
개석)는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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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명칭 종별 소유자 관리내용

5 산양서원 
묘정비

문화재
자료 산양서원

•종류:비석
•관리자:원덕읍 산양리 산양서원(산양마

을 주민)
•위치: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843
•유래:1423년(세종5년)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황희(黃喜)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세운비석

 -1423년 세종(5년) 관동지방에 흉년이 
들자 관찰사로 파견된 황희는 정성을 
다하여 백성을 구호하였고 이에 감동
한 백성들은 당시 황희가 쉬덕 와현
(瓦峴)에 돌을 쌓아 (臺)를 만들고 
소공 라 하였음

 -1516년(중종11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
임한 4 손 황맹헌(黃孟獻)이 허물어
진 소공 의 돌무덤을 다시 쌓고 비를 
세웠음

 -1824년(순조24년) 사림(士“)에서 소
동사를 세웠고 후에 산양서원으로 발
전하였음

6 박걸남
묘역

문화재
자료

밀양박씨
종중

•종류:묘
•관리자:밀양박씨 종중
•위치:삼척시 노곡면 여삼리 산148
•유래:
 -미로면 상거로리 의암촌(依岩村)에서 

태어난 박걸남은 어릴 때부터 기운이 
세기로 이름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자 의병에 지원하여 큰 공을 세웠으
며, 이순신이 그의 용맹함을 듣고 경
상우도우부장(慶尙右道右部長)을 삼았
다. 그 후 고언백(高彦伯)･김응서(E應
瑞)와 더불어 혁혁한 전공을 세웠음

 -이순신이 전사하자 박걸남은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왔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나라에서 원종훈이등선무공신
(原從勳二等宣武功臣)과 병조판서(兵曺
判書)를 증직했음

 -1598년(선조 31)에 귀향한 후 1603년 
(선조 36)에 사망했음

 -1980년에 후손들이 국고의 보조를 받
아 그의 묘소 및 재사를 적으로 
보수･단장하였음

 -밀양박씨 종중에서 관리 후손(박영기) 
하고 있으며 매년 후손들이 사당에서 
제사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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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보호방안

◦ 문화재는 종별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으나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 시민단체 등이 문화재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함

◦ 방송, 신문 기타 제반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 더욱 절실하며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문화재와 관광상품을 연계하는 것은 문화재 훼손을 증가

할 우려가 있어 보호할 문화재와 관광으로 개발할 문화재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소유의 문화재와 개인소유의 문화재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관리가 명확하지만 개인소유 문화재가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

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즉시 반영되어야 함

◦ 특히 문화유산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전

통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에 전통종가(宗家)와 

민속마을에 외국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고 느낄수 있는 상품의 

개발과 농촌문화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변환경의 정비 등이 우

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보호방안

◦ 개발사업 시 토지 형질변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나타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문제는 항상 갈등의 소

지를 안고 있으나, 개발사업지역 안에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문화재 분포지역은 개발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바람하나, 개발

계획을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뒤에 현상보존, 이전보

존, 기록보존의 세가지로 검토하여 문화재를 보호함

   - 현상보존 : 개발지역에 해서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지표조사와 시

굴조사 등을 통하여 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문화재 분포지역을 관련법규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하

거나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현상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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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보존 : 현상보존이 안될 때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기록으로 보존

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원래 유적의 모습을

후세에 남겨줄 수 있도록 함음

   - 기록보존 : 개발 사업지구안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

었으나 현상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굴조사를 거쳐 발

굴 내용을 철저히 기록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해당 문화재는 더 이상 현장에 남아 있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므로 철저한 발굴조사와 발굴결과에 한 기

록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함

■ 2020년 삼척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구역내 포함되는 문화재 보호방안

◦ 금회 삼척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상지역내에 입지하고 있는 문화재

는 없으며, 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법

규에 의한 보호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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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발전계획

◦ 기존 관광지 및 관광관련자원 적극 개발

◦ 관광시설의 정비 및 확충

◦ 4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적극 개발

◦ 관광시설의 홍보 활동 강화

◦ 연계 관광루트 및 관광상품 적극 개발

구    분 추  진  방  향

예 술 과  전 통 문 화  감 상
ㆍ성남문화시설 정비‧확충

ㆍ도시권에 분포된 문화시설 적극 홍보

해양‧계곡의 자연경관 즐김

ㆍ맹방관광지 적극 개발

ㆍ덕풍계곡, 동활계곡 등 기존 자연경관 홍보

ㆍ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

ㆍ 이리군립공원 신규 동굴 개발

체 육 시 설  강 화
ㆍ근덕 및 도계골프장 적극 홍보

ㆍ삼척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전지훈련장 조성

4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ㆍ강원남부지역에 전무한 콘도미니엄시설 확충

ㆍ삼척, 맹방, 장호관광지 개발‧정비

ㆍ체험형 관광시설 확충

관 광 상 품  개 발

ㆍ횟집거리 조성 : 정라항, 임원항

ㆍ산촌체험마을 : 신리, 가곡, 하장

ㆍ휴양림 조성 : 풍덕리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