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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지역 계획
1. 삼척시 해안선 현황
삼척시 해안선을 삼척시에서 조사 관리하고 있는 길이는
통계연보

삼척시

년 이나

년 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면

로

해안선 길이 통계자료 에 따르

월 이후에는 삼척시의 해안선 길이를

관

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산부 지침
삼척시 해안선 길이 현황
구 분
삼척시자료
통계연보
해양수산부

해안선길이
총계
소계

육 지 부
자연
인공
해안선 해안선

소계

도 서 부
자연
인공
해안선 해안선

2. 연안육역 현황
구 분

총 계

삼척동지역

원덕읍

근덕면

비고

원덕읍

근덕면

연안육역

3. 연안관리지역 계획
가. 연안육역범위의 조정
연안육역범위조정면적 총괄
구 분
법정육역
범위

총합계

삼척시

소 계
연안육역
제외유역

추가지역
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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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척시 연안관리 부문별 시행계획
가. 연안 경관 생태계 관리 분야
관리목표
▷ 경관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경관 보전 유지
▷ 지속가능한 해역환경관리를 통한 해양수산자원 육성

1) 자연 해안경관 보전 유지를 전제로 한 해안경관관리체계 구축
맹방 삼척 및 기타 해수욕장 해안경관 관리사업 추진
모래사장을 잇는 해안산책로 정비
해안주변의 해송보호 및 방치건축물 정비
덕산 및 맹방 해수욕장 등 해안사구 유지 복원
해안송림 복원 해안침식방지대책 마련 등
가곡천 하구경관 보전 유지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금지 및 오염방류행위
금지
장호 갈남마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기본계획 추진
자연환경보전 체험 생산 주거 휴양의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경관계획 마련
월미도 등 도서경관 유지 복원

2) 삼척연안의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어종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삼척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어종변화에 대한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해양수산부의 해양폐기물종합처리시스템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 해
양폐기물 수거 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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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안 오염원 관리 분야
관리목표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해수수질 Ⅰ등급(1㎎/ℓ) 유지
▷ 해수욕장 수질관리체계 마련

1) 해수욕장 유입 중 소하천의 수질관리체계 구축
소하천 수질모니터링 실시
해수욕장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 중 하천유역에 취락이나 관광지
또는 상업시설이 위치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수질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해수욕장 개장 전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하

여 수질상태를 공개하고 개장 중에는 부유물질 및 악취발생여부를 중
심으로 간이 수질검사 시행
해수욕장 배후지역의 정비
하천 유역 및 해수욕장 배후지역에 위치한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 처
리시설 간이화장실 등의 이전 및 시설개선사업 시행
사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해수욕장환경 및 오염물질유입현황 모니터링

2) 지속적인 환경기초시설 조성사업 추진
삼척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한 원덕읍 임원하수처리장 호산하수처리장
근덕면 근덕 장호하수처리장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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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안이용 개발조정 부문
관리목표
▷ 해양관광개발축을 고려한 연안공간 이용 개발 추진
▷ 어촌정주어항의 관광어항 개발

1) 장호항 초곡항 임원항 등 친수관광어항 개발 추진
삼척항 워터프론트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
연근해 어선의 전진기지 마련 및 항만 친수공간 조성
장호항 초곡항 임원항의 관광어항 개발 추진
주변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어항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배후 어촌정비를 통해 관광명소로 개발

2) 해수욕장 및 인근주변마을의 관광개발 추진
맹방 덕산해수욕장의 해양관광휴양지 사업의 지속적 추진
맹방 해양레저스포츠센터 해중공원 해안관광도로 개설 등 지속가능
한 맹방해수욕장의 관광개발 추진
궁촌 원평 용화 장호 임원 호산 월천 고포해수욕장의 활성화 전략
마련
해안철책선 제거를 통한 해안접근성 제고
주변 마을정비를 통해 해수욕장 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
해신당 공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공원 조성

3) 연안정비사업 추진
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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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호안정비사업

근덕면 상맹방리

침식방지시설

원덕읍 호산리

사업내용
번지
번지

친수공간조성사업

근덕면 초곡리 일원

친수공간조성사업

원덕읍 신남리 일원

호안시설
이안제
산책로 낚시공원 광장 등
신남해수욕장 정비사업
신남관광항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