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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공원녹지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가. 산지 현황

❍ 삼척시는 국토 전체의 산림축을 형성하는 백두대간과 영남지역의 대표 산맥인 낙동정맥을

포함하여 사금지맥,�육백지맥,�금대지맥이 산지를 구성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산지면적은 102,272ha로 행정구역 면적대비 86.2%를 차지하고,�강원도 전체

산지면적 대비 7.5%를 차지하여 매우 넓으며,�삼척시의 매우 중요한 자연자원임

❍ 산지용도별로는 최근 10년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모두 감소하였으나,� 보전산지의 감소량

(486ha)이 준보전산지의 감소량(180ha)보다 커 산지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산지면적 감소의 원인인 산지전용의 원인은 공장택지조성,� 신규도로개설,� 축사창고로의 활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1)

지자체
행정구역면적

(ha)
산지면적

(ha)
행정구역면적대비

(%)
강원도산지면적대비

(%)

계 1,682,641 1,371,643 81.5 100.0

춘천시 111,636 81,753 73.2 6.0

원주시 86,782 61,055 70.4 4.5

강릉시 104,038 82,955 79.7 6.0

동해시 18,020 13,686 75.9 1.0

태백시 30,348 26,764 88.2 2.0

속초시 10,572 8,001 75.7 0.6

삼척시 118,709 102,272 86.2 7.5

홍천군 181,983 149,041 81.9 10.8

횡성군 99,773 72,239 72.4 5.3

영월군 112,762 89,874 79.7 6.6

평창군 146,383 119,406 81.6 8.6

정선군 121,973 99,876 81.9 7.3

철원군 88,946 63,942 71.9 4.7

화천군 90,892 79,688 87.7 5.8

양구군 66,189 57,732 87.2 4.2

인제군 164,517 159,041 96.7 11.5

고성군 66,111 52,098 78.8 3.8

양양군 63,007 52,220 82.9 3.8

[표] 강원도 산지면적 현황

자료 : 산림청 통계(www.forest.go.kr)

1) 제1차 강원도 산지관리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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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계
(ha)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면적소계
(ha)

구성비
(%)

임업용산지
(ha)

공익용산지
(ha)

면적소계
(ha)

구성비
(%)

2008년 105,122 94,262 89.7 71,379 22,883 10,860 10.3 

2009년 104,651 93,739 89.6 70,878 22,861 10,912 10.4 

2010년 104,681 93,821 89.6 70,946 22,875 10,860 10.4 

2011년 104,564 93,705 89.6 70,860 22,845 10,858 10.4 

2012년 104,494 93,712 89.7 70,861 22,851 10,782 10.3 

2013년 104,505 93,789 89.7 73,545 20,244 10,716 10.3 

2014년 104,484 93,774 89.7 73,540 20,234 10,710 10.3 

2015년 104,482 93,784 89.8 73,552 20,232 10,698 10.2 

2016년 104,464 93,766 89.8 73,597 20,169 10,698 10.2 

2017년 104,457 93,776 89.8 73,583 20,193 10,681 10.2 

[표] 삼척시 산지면적 현황(최근 10년간, 2008~2017)

자료 : 산림청 통계(www.forest.go.kr)

[그림] 최근 10년간 삼척시 산지면적 추이

� �

[그림] 삼척시 산지용도 구분

나. 해안 현황

❍ 삼척시는 위치적으로 동해와 접하여 연장 104.5km2)의 긴 해안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지역이 동해안으로 발달하여 해안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삼척시의 해안림은 북측의 고성군에서 남측의 경남지역까지 연결되는 국토 동측의 주요

녹지축으로 보전의 가치가 크며,�최근 삼척시에서 해안림 복원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임

❍ 또한 동해안을 따라 18개의 해수욕장과 모래사장,� 해안사구,� 해식애 등 삼척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위치하여 매우 큰 활용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의 입지와 해안에 위치한 유원지와 관광지의 과도한 개발과 따라 자연

자원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보전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2) 104.5km(육지부, 도서부 포함), 2016 삼척시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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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안림 복원(상맹방 해안)

� �

[그림] 해안관광자원(원평해수욕장)

다. 자연공원 현황

❍ 삼척시의 자연공원은 1996년 지정된 대이리 자연공원(시군공원)이 신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664㎢임

❍ 대이리 자연공원은 환선굴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덕항산,� 촛대봉,� 지극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수려한 자연자원과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을 내포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현재 삼척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

계획 수립이 요구됨

구    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고시 비    고

계 - 3.664 -

대이리 군립공원 신기면 일원 3.664
삼척시 고시 제1996-78호

(1996.10.30) 

[표] 삼척시 자연공원 현황

※ 자료 : 자연공원 지정현황, 환경부. 2017년 6월 기준

[그림] 대이리 군립공원(덕항산)

� �

[그림] 대이리 군립공원(환선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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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공원 현황

q 공원지정 및 조성 현황

❍ 2017년 현재 삼척시 도시공원은 총 34개소 1,444,699㎡로 생활권공원 33개소

1,416,586㎡,�주제공원 1개소 28,113㎡가�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 생활권공원은 근린공원 16개소 1,387,269㎡,� 어린이공원 14개소 25,069㎡,� 소공원 3개소

4,248㎡이며,�면적 대비 집행률은 20.4%로 매우 저조함

❍ 주제공원은 수변공원이 1개소 28,113㎡가�지정되어 있으며,�집행되지 않은 상태임

❍ 지역별로는 삼척생활권의 공원면적이 가장 넓고,� 다음으로 원덕,� 근덕,� 도계생활권 순이며,�

하장생활권의 경우 공원이 전무한 상태임

q 1인당 공원면적 현황

❍ 2017년 현재 삼척시 인구는 71,534인이며 1인당 공원지정면적은 20.2㎡/인으로 법적기준

(6㎡/인)을 상회하고 있음

❍ 그러나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4.0㎡/인으로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공원서비스가 가능한 실질적인 면적은 부족한 실정임

❍ 생활권별 1인당 공원면적은 삼척생활권이 21.443.6㎡/인,� 원덕생활권과 근덕생활권이 각각�

43.6㎡/인과 34.2㎡/인으로 매우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도계생활권은� 0.3㎡/인으로 매우�

과소하고 하장생활권은 공원이 전무하여 공원면적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q 공원서비스 현황

❍ 공원서비스 분석결과 총 시가화 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대비 평균 81.4%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생활권별로 삼척ㆍ원덕ㆍ근덕생활권은 80%를 상회하여 대체로 양호하나,� 도계생활권은

14.6%로 낮으며 하장생활권은 공원서비스가 전무함

q 주민요구현황 및 공원일몰제

❍ 주민의식조사결과,� 공원이용의 목적은 산책 및 휴식(23.6%)과 운동 및 건강관리(26.2%)으로�

나타났으며,� 삼척시에 필요한 공원의 유형은 체육공원(14.3%),� 문화공원(12.7%),� 수변공원

(12.0%)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공원이용행태와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조성이 요구됨

❍ 최근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공원서비스 면적이 감소하여

공원서비스의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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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계 삼척생활권 도계생활권 원덕생활권 근덕생활권 하장생활권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34 1,444,699 20 919,073 2 4,345 7 291,211 5 230,070 - -

생
활
권
공
원

소계 33 1,416,586 20 919,073 2 4,345 7 291,211 4 201,957 - -

근린공원 16 1,387,269 10 900,526 - - 3 285,305 3 201,438 - -

어린이공원 14 25,069 8 15,560 2 4,345 3 4,645 1 519 - -

소공원 3 4,248 2 2,987 - - 1 1,261 - - - -

주제
공원

소계 1 28,113 - - - - - - 1 28,113 - -

수변공원 1 28,113 - - - - - - 1 28,113 - -

인구
(2017년기준,인)

71,534 43,007 13,711 6,680 6,731 1,405

1인당공원면적
(㎡/인)

20.2 21.4 0.3 43.6 34.2 -

[표]  삼척시 도시공원 지역별 현황

※ 자료 : 삼척시 도시ㆍ군관리계획 자료. 2017년 기준

구  분
지정 집행 미집행 집행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34 1,444,699 21 289,506 13 1,155,193 20.0

생활권
공  원

소계 33 1,416,586 21 289,506 12 1,127,080 20.4

근린공원 16 1,387,269 7 266,319 9 1,120,950 19.2

어린이공원 14 25,069 11 18,939 3 6,130 75.5

소공원 3 4,248 3 4,248 - - 100.0

주 제
공 원

소계 1 28,113 - - 1 28,113 0.0

수변공원 1 28,113 - - 1 28,113 0.0

인구(2017년기준, 인) 71,534

1인당공원면적(㎡/인) 20.2 4.0 - -

[표] 삼척시 도시공원 집행 현황

※ 근린공원 중 성남공원, 수로부인헌화공원은 일부집행으로 집행된 면적만을 적용하였으며, 개소수는 미집행으로 분류함 

※ 자료 : 삼척시 도시ㆍ군관리계획 자료. 2017년 기준

구  분 계 삼척생활권 도계생활권 원덕생활권 근덕생활권 하장생활권 비고

도시
지역

주ㆍ상ㆍ공
(㎢) 

17.257 9.890 1.848 3.906 1.612 -

녹지 및 
미지정 (㎢) 

62.393 41.846 6.183 7.398 6.967 -

공원서비스면적
(㎢) 

14.050 9.006 0.269 3.440 1.335 -

공원서비스율
(%)

81.4 91.1 14.6 88.1 82.8 -

[표] 삼척시 공원서비스 현황

※ 자료 : 삼척시 도시ㆍ군관리계획 자료. 2017년 기준

※ 공원서비스 반경 :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 3만㎡ 미만 500m, 3만㎡ 이상~10만㎡ 미만 1,000m, 10만㎡ 이상 2,000m,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 250m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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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설녹지 현황

❍ 삼척시 시설녹지는 총 33개소 306,626㎡로 완충녹지 25개소 152,740㎡,� 경관녹지 8개소

153,886㎡이 지정되어 있으며,�연결녹지는 없음

❍ 생활권별로는 근덕생활권이 9개소,� 134,682㎡로 시설녹지면적이 가장 넓고,� 다음으로 삼척,�

도계,�원덕생활권 순이며,�하장생활권은 시설녹지가 없음

❍ 시설녹지 전체 집행률은 41.7%이며 완충녹지는 57.2%,� 경관녹지는 26.2%로 저조한

편이나,� 미조성 녹지의 대부분이 근덕생활권의 삼척방재산업단지에 위치하여 추후 준공 시

집행률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미집행녹지는 근덕생활권에 7개소,� 133,8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계생활권에 3개소

30,580㎡,�삼척생활권에 2개소 14,435㎡순이며,�원덕생활권은 모두 집행되었음

구  분
합계 삼척생활권 도계생활권 원덕생활권 근덕생활권 하장생활권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33 306,626 14 127,439 7 41,967 3 2,538 9 134,682 - -

완충녹지 25 152,740 10 87,089 7 41,967 3 2,538 5 21,146 - -

경관녹지 8 153,886 4 40,350 - - - - 4 113,536 - -

연결녹지 - - - - - - - - - - - -

[표] 삼척시 시설녹지 지역별 현황

※ 자료 : 삼척시 도시ㆍ군관리계획 자료. 2017년 기준

구  분
지정 집행 미집행 집행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33 306,626 21 127,734 12 178,892 41.7

완충녹지 25 152,740 17 87,384 8 65,356 57.2

경관녹지 8 153,886 4 40,350 4 113,536 26.2

연결녹지 - - - - - - -

[표] 삼척시 시설녹지 집행 현황

※ 완충녹지 중 철도변녹지1은 일부집행으로 집행된 면적만을 적용하였으며, 개소수는 미집행으로 분류함 

※ 자료 : 삼척시 도시ㆍ군관리계획 자료.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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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원지 현황

❍ 유원지는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 휴양시설로 토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도시환경의 미화,�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삼척시의 유원지는 현재 3개소 1,241,073㎡가�지정되어 3개소 모두 이용 중이며 일부면적은�

미집행 상태임

❍ 맹방유원지의 경우 집행률이 97.6%로 대부분 집행되었으며,� 삼척유원지와 정라유원지 또한

60%�이상 집행되었음

구    분 위    치 면 적(㎡) 집행률(%) 비    고

계 - 1,241,073 85.3

삼척유원지 갈천동 산16-1임 일원 372,179 64.8
건고 제1981-184호

(1981,03.16)

정라유원지 정하동 1번지 일원 85,934 61.6
강고 제2000-80호

(2000.05.12.)

맹방유원지 하맹방리 산1-1임 일원 782,960 97.6
건고 제1973-451호

(1973.11.19)

[표] 삼척시 유원지 현황

※ 자료 : 삼척시 도시ㆍ군관리계획 자료. 2017년 기준

[그림] 삼척유원지

[그림] 맹방유원지

� �

[그림] 정라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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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q 자연자원(산림 및 해안)의 훼손 우려

❍ 삼척시는 산지면적이 행정구역의 86.2%로 매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산림의

골격을 형성하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삼척시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매우 우수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최근 10년간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신규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산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연산지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동시에 삼척시의 해안은 국토의 수변녹지축을 형성하고 해수욕장과 모래사장,� 해안사구,�

해식애 등 삼척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위치하여 활용가치가 큼

❍ 해안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유원지 및 관광지의 개발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보전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q 자연공원(대이리 군립공원) 보전ㆍ관리 필요

❍ 대이리 군립공원은 1996년 지정되어 현재까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관리기관인

삼척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공원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계획이 미비하여 다수의 관광객에 의한 자연자원과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됨

q 공원 집행률 저조

❍ 2017년 현재 삼척시 1인당 공원지정면적은 20.2㎡/인으로 법적기준(6㎡/인)을 상회하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4.0㎡/인으로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며,�조성률이 20.0%로 매우 저조한 편임

❍ 여가시간의 증가에 의한 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부족하여 공원조성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됨

q 생활권별 공원면적의 불균형

❍ 삼척시의 공원은 삼척생활권에 63.6%가� 편중되어 있으며,� 그 외 원덕생활권(20.2%)과

근덕생활권(15.9%),� 도계생활권(0.3%)에 분포하여 있음

❍ 1인당 공원면적은 원덕생활권 43.6㎡/인,� 근덕생활권 34.2㎡/인,� 삼척생활권 21.4㎡/인,�

도계생활권 0.3㎡/인이며,�하장생활권은 공원이 전무하여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큼

❍ 공원서비스는 시민의 행복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살기 좋은 삼척시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선 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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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실효

❍ 공원 지정이후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의 법적기한 만료에 따라

자동 실효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삼척시의 경우 2015~2017년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공원면적이 감소하였으나,�

1인당 공원면적은 여전히 법적기준(6㎡/인)을 상회하므로 정량적인 측면은 문제가 없음

❍ 그러나 공원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소외지역이 발생하므로 도시지역의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q 주제공원의 부재

❍ 삼척시의 주제공원은 2017년 현재 근덕생활권의 수변공원 1개소(28,113㎡)가�전부임

❍ 주민의식조사결과 삼척시에 필요한 공원의 유형은 체육공원(14.3%),� 문화공원(12.7%),�

수변공원(12.0%)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공원이용행태와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조성이 요구

되므로 추가적인 조성이 필요함

❍ 특히 삼척시는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이 전무한 상태로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제공원의 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함

q 시설녹지 집행률 저조

❍ 2017년 현재 삼척시의 시설녹지는 총 33개소 306,626㎡이며,� 주로 근덕 및 삼척생활권의

철로변과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음

❍ 집행률은 전체 41.7%로 저조한 편이며,� 완충녹지(57.2%)보다 경관녹지(26.2%)의 집행률이

저조함

❍ 그러나 미조성 시설녹지의 70%� 이상이 현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근덕생활권의 삼척방재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완료 후 집행률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q 유원지의 재검토

❍ 삼척시는 3개소의 유원지가 지정되어 있으며,�현재 평균 85.3%가�집행되어 이용 중임

❍ 그러나 삼척유원지의 경우 지정 이후 40년이 경과되었으나 집행률은 64.8%로 부진하여

주변 여건의 변화와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유원지는 여가 및 관광의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지정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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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녹지 현황도

[그림] 공원녹지 현황도



Ⅶ. 공원녹지

369

 기본방향

1. 공원녹지 미래상

❍ 도시기본계획 상 삼척시 도시미래상을 반영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삶이 있는

도시의 의미로 “청정한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중심도시,�삼척”을 공원녹지 미래상으로 설정함

[그림] 삼척시 공원녹지 미래상

2. 계획목표

❍ 풍부한 녹지와 깨끗한 해양이 살아 숨 쉬는 “청정도시”� 조성

❍ 매력적인 문화 ․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문화도시”� 조성
❍ 도시 곳곳에 살아 숨 쉬는 녹지로 활력이 넘치는 “생태도시”� 조성

3.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계획목표 기본방향 추진전략

청정도시

§ 광역녹지축인 백두대간의 보전 및 복원

§ 해양 및 내륙수계의 보전

§ 산림축과 수변축의 연계거점 미비

§ 도시지역 내 공원녹지네트워크 구축

§ 보전계획 수립 및 훼손지역 녹지 복원

§ 수변축 보전 및 복원계획 수립

§ 산림축과 수변축의 결절부(Hub)보전

§ 하천, 가로수 등 선형의 녹지축 조성 및 정비

문화도시

§ 시민들의 주제공원 조성요구 수용

§ 도시정체성을 담은 공간 조성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원 조성

§ 유원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삼척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제공원 조성

§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조성계획 수립

§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원계획 수립

§ 지역자원을 활용한 유원지 추가 조성

생태도시

§ 지역별 균등한 공원서비스 제공

§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정비

§ 공원조성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 자연공원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방안마련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우선조성 및 대체시설 조성

§ 존지ㆍ해제계획 수립 및 공원확보방안 제시

§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다양한 재원 확보

§ 관련법규에 의한 보전관리계획 수립

[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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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전략

가. 청정도시

q 광역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

❍ 광역녹지축인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산림녹지축으로 설정하여 보전함

❍ 백두대간은 국토산림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녹지로 절대보전이 필요하므로 「백두대간 보호

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훼손을 방지함

❍ 삼척도시지역과 인접한 산림지역은 도시확장에 따른 녹지의 파편화가 우려되므로 개발사업

시 복원 및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녹지축의 연계성을 확보함

❍ 개발사업 등에 의한 녹지축의 훼손 및 단절을 피하고 완충녹지 설치와 저밀도 개발을 지향함

q 해안 및 내륙수계의 보전

❍ 동해안 지역의 청정한 바다와 해안림은 국토 동측의 수변축을 형성하며,�해일에 대한 방재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원임

❍ 현재 삼척시는 해안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해안림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복

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추후 개발사업 시 인위적인 해안선의 변경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함

❍ 내륙하천 및 저수지(습지)를 보전 및 정비하여 생태성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함

q 산림축과 수변축의 연계허브(HUB) 설정

❍ 육백지맥,� 사금지맥의 산림축과 해안축이 연계되는 공간과 하천축과 해안축이 연계되는 공간

은 생태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크므로 결절부(Hub)로 설정하여 보전함

❍ 낙동정맥 중 육백지맥의 분기점인 백병산은 낙동정맥 중 최고봉으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

을 보유하고 있으며,�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보전의 가치가 있음

q 도시지역 내 공원녹지네트워크 구축

❍ 면(⾯)적 산림녹지와 선(線)적 녹지축 및 수계축,� 점(点)적 녹지거점,� 도시지역 내 공원녹지

거점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하여 가로수,�녹도 등 선형의 녹지를 적극 도입함

❍ 도시 내 녹지율 확보를 위하여 녹지지역은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지양함

❍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등 삼척시의 하천은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선형의 자연자원으로 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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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도시

q 지역자원을 반영한 주제공원 조성

❍ 주민의식조사결과를 적극 수렴하여 체육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역사공원을 조성함

❍ 삼척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과 다양한 이용행태를 수용하는 체육공원을 조성함

❍ 삼척 정원대보름제,�이승휴제왕운기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이 가능한 문화공원을 조성함

❍ 동해안에 위치한 삼척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수변공원(바다낚시공원)을 조성함

❍ 주요 하천(오십천 등)의 공원화로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선형의 녹지축을 조성함

q 도시정체성을 담은 공간 조성

❍ 공원녹지 미래상인 문화도시 삼척의 실현을 위하여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발굴함

❍ 생활권별 테마(문화관광,�첨단산업,�자연생태 등)에 부합하는 대표공원을 조성함

❍ 삼척시의 역사적 특색을 반영하는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재를 보전ㆍ정비하고 도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취함

❍ 공원조성 초기단계부터 준공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함

q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원 조성

❍ 광역적 이용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주로 동해안에 위치한 관광 및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북측

의 동해시 및 남측의 울진군으로 연결되는 광역 문화관광축을 형성함

❍ 삼척시는 연간 6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삼척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이용이

동반되므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거점으로 활용함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생활권별,�관광자원유형별 연계테마를 설정하여 특화함

q 유원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유원지 내 장기간 미집행된 공간의 재검토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

❍ 유원지 조성으로 지역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유원지의 신설을 검토함

❍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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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태도시 조성

q 지역별 균등한 공원서비스 배분

❍ 도시공원의 균등한 배분을 위하여 공원서비스율 분석을 통해 소외지역 위주로 공원을 배치함

❍ 공원조성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시 1인당 공원면적의 법적기준 이하인 지역을 우선 조성하

여 균등한 공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생활권의 소규모 취락지역은 마을숲,� 학교숲,� 공공기관쉼터 등 공원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공원서비스를 제공함

q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정비

❍ 장기미집행 공원실효(공원일몰제)에 대비한 공원정비계획을 수립함

❍ 실현 불가능한 신규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를 위한 방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상위계획 상 삼척시에 계획된 공원사업과 국가공원제도,� 환경부 및 산림청 주관의 생태마당,�

도시숲 등 다양한 공원확보방안을 마련함

❍ 택지개발,�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법규에 따른 공원녹지면적 확보 비율을 엄수함

q 공원조성을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 목표연도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2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자본에 의한 공원조성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민간공원 추진 시 지역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의 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함

q 자연공원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대이리 군립공원은 1998년 지정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

❍ 「자연공원법」� 제17조의3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

❍ 최근 환경부의 도립ㆍ군립공원 관리지원정책3)에 따라 자연자원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함

3) 국립공원관리공단 보도자료 2017.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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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원녹지체계구상

[그림] 공원녹지 체계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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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계획

1. 공원녹지 조성방안

가. 공원계획

q 친환경적인 공원 조성

❍ 삼척시는 백두대간,� 낙동정맥 등 국토의 핵심 산림자원과 104.5㎞의 해안선 및 해식애 해안

사구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여 보전의 가치가 매우 큼

❍ 따라서 공원조성 시 면밀한 여건검토를 통하여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q 장기미집행 공원 정비

❍ 장기미집행 공원을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공원은 해제하며,� 장래 도시공원의

미래상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원은 존치함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2014.12,�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적용하고

기능적,�위치적,�경제적 사항을 검토하여 우선해제대상은 해제함

❍ 미집행공원 중 존치대상 공원의 경우 다양한 형태와 컨셉을 적용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현황조사를 통하여 주변 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경으로 부적합한 경우 경계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q 공원조성계획 (1인당 공원면적지표 설정)

❍ 주민의식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등

주제공원을 확충함

❍ 주제공원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특화된 시설을 도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함

❍ 장기미집행 공원검토에 따른 존치 및 해제와 주제공원 등 확충의 결과 1인당 공원면적지표는�

현재 20.2㎡/인에서 목표연도인 2035년에 11.6㎡/인을 설정함

❍ 이는 기정면적 대비 8.6㎡/인이 감소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기준면적

(6.0㎡/인)을 충족하는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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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정 (2017년) 변경 (2035년) 증감

합계
개소 34 38 증) 4

면적(㎡) 1,444,699 1,030,720 감) 413,979

생활권
공원

근린공원
개소 16 12 감) 4

면적(㎡) 1,387,269 588,934 감) 798,335

어린이공원
개소 14 12 감) 2

면적(㎡) 25,069 22,473 감) 2,596

소공원
개소 3 3 -

면적(㎡) 4,248 4,203 감) 45

주제
공원

수변공원
개소 1 3 증) 2

면적(㎡) 28,113 55,113 증) 27,000

체육공원
개소 - 1 증) 1

면적(㎡) - 50,000 증) 50,000

역사공원
개소 - 4 증) 4

면적(㎡) - 55,866 증) 55,866

문화공원
개소 - 2 증) 2

면적(㎡) - 54,131 증) 54,131

묘지공원
개소 - 1 증) 1

면적(㎡) - 200,000 증) 200,000

1인당공원면적
인구 : 71,534인

20.2㎡/인
인구 : 88,900인

11.6㎡/인
감) 8.6㎡/인

[표] 현황대비 증감비교표(공원)

q 생활권별 공원배분계획

❍ 생활권별 공원확충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삼척,�원덕,�근덕생활권의 경우 기정 대비 1인당 공원면적은 감소하였으나,�법적기준을 충족함

❍ 도계생활권의 경우 법적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나,� 최근 도계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하이원

추추파크 등이 조성되었으며,� 각종 관광시설사업(높은터관광지,� 미인폭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공원서비스를 대체하고 있음

❍ 하장생활권은 전체가 비도시지역이며,�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공원을 조성하기에

부적합하므로 공원서비스 대체시설을 조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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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구(인) 공원면적(㎡) 1인당 공원면적(㎡/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1,531 88,900 1,444,699 1,030,720 20.2 11.6

삼척생활권 43,004 50,757 919,073 858,182 21.4 16.9

도계생활권 13,711 13,212 4,345 21,428 0.3 1.6

원덕생활권 6,680 8,130 291,211 89,640 43.6 11.0

근덕생활권 6,731 15,450 230,070 61,470 34.2 4.0

하장생활권 1,405 1,351 - - - -

[표] 생활권별 공원배분계획

※ 기정 : 2017년 기준 / 변경 : 2035년(목표연도)

※ 자료 : 삼척시 도시ㆍ군관리계획 자료. 2017년 기준

q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계획

❍ 현재 공원면적이 현저하게 부족한 도계생활권(0.3㎡/인)과 공원이 전무한 하장생활권은 공원

대체시설로 도시녹화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공원서비스를 제공함

❍ 공원대체시설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공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숲,�마을숲,�자투리땅 녹화,�보호수 및 공공기관 쉼터 등임

q 단계별 공원조성계획

❍ 삼척시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20.2㎡/인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

면적 6.0㎡/인을 상회하고 있으나,� 공원지정면적 대비 공원조성면적의 비율이 20.0%로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4.0㎡/인에 불과하여 법적 기준면적(6.0㎡/인)에 미치지 못하므로 2035년까지�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조성률을 증가시켜야 함

❍ 공원조성은 접근의 용이성,� 위치적 특성,� 토지매입의 적정성,� 향후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단계별로 시행함

❍ 공원별 조성방안은 공원의 유형,� 조성목적,� 지역정체성,� 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

와 컨셉을 적용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 본 도시기본계획과 추후 수립될 공원

녹지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함

연번 시설의 
세분 공원명

공원면적(㎡) 최초
결정일

지역
구분

검토
사항

단계별 
계획기정 증감 변경

총계 1,444,699 감)413,979 1,030,720 　 　 　

생활권공원 합계 1,416,586 감)800,976 615,610 　 　 　

생활권공원(근린공원) 1,387,269 감)798,335 588,934 　 　 　

1 근린공원 정상공원 436,700 감)233,857 202,843 1974.07.19 삼척 면적변경(감소) 1

[표] 공원계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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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설의 
세분 공원명

공원면적(㎡) 최초
결정일

지역
구분

검토
사항

단계별 
계획기정 증감 변경

2 근린공원 죽서루공원 32,460 감)32,460 - 1981.03.16 삼척 공원유형변경
(근린→역사) 1

3 근린공원 남양공원 19,720 증)2,322 22,042 1974.07.19 삼척 면적변경(증가) 1

4 근린공원 성남공원 111,600 감)111,600 - 1974.07.19 삼척 장기미집행
시설폐지 1

5 근린공원 사직공원 26,110 감)1,897 24,213 1981.03.16 삼척 면적변경(감소) 1

6 근린공원 오분공원 159,220 - 159,220 1974.07.19 삼척 존치 1

7 근린공원 육향공원 6,210 - 6,210 1988.07.07 삼척 존치 1

8 근린공원 교동공원 41,366 - 41,366 1994.12.26 삼척 존치 1

9 근린공원 이사부사자공원 28,590 - 28,590 2009.07.17 삼척 존치 1

10 근린공원 정하공원 38,550 감)2,571 35,979 2010.07.09 삼척 면적변경(감소) 1

11 근린공원 호산공원 40,065 감)6,732 33,333 1977.04.19 원덕 면적변경(감소) 1

12 근린공원 임항공원 20,660 감)20,660 - 1977.04.19 원덕 장기미집행
시설폐지 1

13 근린공원 수로부인헌화공원 224,580 감)224,580 - 1979.06.12 원덕 공원유형변경
(근린→문화) 1

14 근린공원 교가1공원 118,890 감)118,890 - 1973.11.19 근덕 장기미집행
시설폐지 1

15 근린공원 교가5공원 69,710 감)69,710 - 2000.05.12 근덕 장기미집행
시설폐지 1

16 근린공원 공원 12,838 - 12,838 2009.06.05 근덕 존치 1

17 근린공원 해망산공원 - 증)7,300 7,300 - 원덕 신설 2

18 근린공원 도계시민휴식공원 - 증)15,000 15,000 - 도계 신설 2

생활권공원(어린이공원)　 25,069 감)2,596 22,473 　 　 　

생활권공원(소공원)　 4,248 감)45 4,203 　 　 　

주제공원 합계 28,113 증)386,997 415,110 - 　 -

1 수변공원 수변공원 28,113 - 28,113 2009.06.05 근덕 존치 1

2 수변공원 바다낚시공원 - 증)20,000 20,000 - 원덕 신설 4

3 수변공원 원당수변공원 - 증)7,000 7,000 - 삼척 신설 4

4 체육공원 미로면체육공원 - 증)50,000 50,000 - 삼척 신설 2

5 역사공원 죽서루공원 - 증)15,866 15,866 1981.03.16 삼척 공원유형변경
(근린→역사) 1

6 역사공원 초당굴 - 증)20,000 20,000 - 근덕 신설 3

7 역사공원 준경묘 - 증)10,000 10,000 - 삼척 신설 3

8 역사공원 영경묘 - 증)10,000 10,000 - 삼척 신설 3

9 문화공원 수로부인헌화공원 - 증)26,131 26,131 1979.06.12 원덕 공원유형변경
(근린→문화) 1

10 문화공원 삼척문화공원 - 증)28,000 28,000 - 삼척 신설 4

11 묘지공원 등봉공원 - 증)200,000 200,000 - 삼척 신설 1

[표] 공원계획내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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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미집행 녹지 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2014.12,� 국토교통부)｣의 기준으로 삼척시

미집행녹지의 기능적,� 위치적,� 경제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존치 및 해제함

❍ 완충녹지는 주변의 개발사업,� 토지이용 등 변경여건과 시설 내 사유지 현황을 고려하여 경계

를 조정함

❍ 경관녹지는 기존 주거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함

❍ 연결녹지는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각종 사업 시행 시 녹지의 연결이 필요한 지역

에 배치하여 삼척시 녹지의 연계성을 확보함

q 녹지조성계획

❍ 존치하는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경우 개소수는 적으나 면적이 넓어 많은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므로,�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연도 내 조성을 완료하도록 함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 법적녹지면적 확보기준을 준수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

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계획함

❍ 삼척시의 86.2%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 개발 시 기존 자연환경의 추가적인 훼손방지를 위한�

버퍼존(Buffer� Zone)으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결정함

❍ 녹지조성 시 주변 지역의 식생 등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성 검토를 수행하여 주변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함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합계
개소 33 32 감) 1

면적(㎡) 306,626 293,478 감) 13,148

완충녹지
개소 25 25 -

면적(㎡) 152,740 150,105 감) 2,635

경관녹지
개소 8 7 감) 1

면적(㎡) 153,886 143,373 감) 10,513

연결녹지
개소 - - -

면적(㎡) - - -

[표] 현황대비 증감비교표(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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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원지계획

q 기정 유원지 정비

❍ 현재 지정되어 있는 유원지 3개소는 공원대체시설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미집행 상태의

일부면적을 조속히 집행하도록 함

❍ 삼척유원지의 경우 현재 6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정 이후 40년이 소요되어

주변 여건의 변경에 따라 면적의 재검토가 필요함

❍ 정라유원지는 최근 주변에 다양한 관광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며 삼척시가지와 인접하여 삼척

시민과 외부 관광객 모두가 많이 방문하고 있으므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면적을 확장함

❍ 맹방유원지는 집행률이 97.6%로 대부분 조성되어 이용 중으로 주민요청수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면적을 재검토함

q 신규 유원지 검토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동해안 및 문화관광자원 주변 등 삼척시 지역 현황을

토대로 내평계곡과 월천리의 유원지 추가 지정을 검토함

❍ 내평계곡과 월천리는 수려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동해안과 인접하여 삼척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함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41,073 1,050,564 감) 190,509

삼척유원지 372,179 132,862 감) 239,317

정라유원지 85,934 51,241 감) 34,693

맹방유원지 782,960 786,461 증) 3,501

내평계곡유원지 - 20,000 증) 20,000 근덕면 동막리 일원

월천유원지 - 60,000 증) 60,000 원덕읍 월천리 일원

[표] 현황대비 증감비교표(유원지)

[그림] 내평계곡

� �

[그림] 월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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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원녹지 계획도

[그림] 공원녹지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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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녹지 조성방안

가. 공원

❍ 신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시 지형과 유치거리,� 접근성,� 공원유형에 따른 도입시설을 고려

하여 경계를 설정함

❍ 공원계획은 친자연성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고려함

❍ 공원 내 시설물은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하여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함

q 근린공원

❍ 향후 근린공원 신규 설치 시 유치거리는 도보로 5~10분이 소요되는 거리인 500m이내로

설정하고,�면적은 1개소 당 10,000㎡이상이 되도록 계획함

❍ 생활권별 중심공원을 설정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이용행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의 공원을 조성함

❍ 공원 부지 내 자연산림이 위치하는 경우 기존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함

q 어린이공원

❍ 향후 어린이공원 신규 설치 시 유치거리는 도보로 3~6분 거리인 반경 250m� 이내로 설정

하고,�면적은 1개소 당 1,500㎡이상이 되도록 계획함

❍ 접근이 양호하고 개방적인 공간에 배치하며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감안하여 정적ㆍ동적 놀이

공간이 공존하는 공원으로 조성함

❍ 공원시설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 설치함

q 소공원

❍ 향후 소공원 신규 설치 시 면적은 1개소 당 1,500㎡을 넘지 않도록 계획함

❍ 다양한 시설의 설치보다 휴게시설을 위주로 조성하며,�법적시설면적 20%를 준수함

q 주제공원

❍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테마를 주제로 공원을 조성함

❍ 주민의식조사결과 요구도를 반영한 결과 아래와 같음

-�체육공원 :�다양한 체육시설 배치가 가능한 공간에 조성함(20,000㎡�이상)

-�문화공원 :�지역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공원 :�지역문화재의 보전과 홍보를 위한 공원을 조성함

-�수변공원 :�동해안과 하천 및 습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함

-�묘지공원 :�주민친화시설로서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공원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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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개발사업 시 해당 사업의 법적 녹지면적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

❍ 녹지 설치 시 대상지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기능에 적합한 녹지유형을 계획함

q 완충녹지

❍ 철도 및 도로와 공장,�사업장 등의 제반공해 차단과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함

❍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함

❍ 완충녹지는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ㆍ침투할 수 있도록 설치함

q 경관녹지

❍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설치함

❍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함

❍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공원과 기능이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함

q 연결녹지

❍ 연결녹지는 도시 내 공원ㆍ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선형의 녹지임

❍ 연결녹지는 녹도의 기능과 생태통로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치함

❍ 녹도 기능으로 조성 시 산책 및 휴식을 위한 가로공원의 형태로 설치하고,� 생태통로 기능으로�

조성 시 소생물의 이동통로 및 서식지로 주변의 녹지와 연결 하도록 설치함

❍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치 규모는 최소폭 10m�이상,�

녹지율 70%�이상으로 조성함

다. 유원지

❍ 유원지는 모든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하며,� 유원지 내 방문자센터를 설치하여 삼척시

유원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

❍ 고급화된 다양한 선진형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체류(숙박형)가�가능한 시설을 도입하여 연계

산업발전을 도모함

❍ 외부의 투자유치 촉진과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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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 주요계획 및 지표

구분 단위
2017년

(현재)

2020년

(1차 사업)

2025년

(2차 사업)

2030년

(3차 사업)

2035년

(4차 사업)
현황대비

증감

계획인구 인 71,534 74,540 81,220 85,560 88,900 증) 17,366

생활권
공원

근린공원 개소 16 10 12 12 12 감) 4

기타공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개소 17 15 15 15 15 감) 2

주제
공원

수변공원 개소 1 1 1 1 3 증) 2

체육공원 개소 - - 1 1 1 증) 1

역사공원 개소 - 1 1 4 4 증) 4

문화공원 개소 - 1 1 1 2 증) 2

묘지공원 개소 - 1 1 1 1 증) 1

공원
면적

공원면적 ㎢ 1,444,699 863,420 935,720 975,720 1,030,720 감) 413,979

1인당
공원면적지표

㎡/인 20.2 11.6 11.5 11.4 11.6 감) 8.6

유원지
개소 3 3 4 5 5 증) 2

㎡ 1,241,073 1,165,457 1,259,523 1,279,523 1,339,523 증) 98,450

[표] 공원녹지 주요계획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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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획

1. 장기계획의 개요

❍ 본 공원계획은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종합적ㆍ합리적인 삼척시 공원녹지의 조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음

❍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제로 기준년도(2107년)� 대비 많은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관련 지침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여건 상 실질적인 조성이

어려운 공원은 배제하고 실현가능한 사항을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에 앞서 제시한 삼척시 전체 1인당 공원면적 지표은 11.6㎡/인으로 법적기준(6.0㎡/인)은

충족하나,�생활권별로는 도계생활권(1.6㎡/인)과 근덕생활권(4.0㎡/인)으로 부족한 상태임

❍ 이에 삼척시 재정여건과 예산확보에 따라 장기계획지표를 추가하여 제시함

2. 장기계획 내용

❍ 1인당 공원면적이 법적기준 이하인 도계 및 근덕생활권은 장기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공원

확충을 제시함

❍ 도계생활권은 도심을 관통하는 오십천을 활용한 수변공원(72,000㎡)을 조성하고,� 근덕생활권은�

교가리~덕산리 간 농경지를 활용한 근린공원(40,000㎡)을 조성하여 마을간 연계를 도모함

연번 시설의 
세분 공원명

공원면적(㎡) 최초
결정일

지역
구분

검토
사항

단계별 
계획기정 증감 변경

계 - 증)112,000 112,000 　 　 　

1 수변공원 오십천수변공원 - 증)72,000 72,000 - 도계 신설 장기

1 근린공원 근덕근린공원 - 증)40,000 40,000 - 근덕 신설 장기

[표] 장기계획(제안)

[표] 오십천수변공원

�

[표] 근덕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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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계획 지표

❍ 위와 같이 공원을 확충하는 경우 하장생활권을 제외한 모든 생활권에서 1인당 법적기준면적

을 충족함

❍ 또한 삼척시 전체 1인당 공원면적이 12.9㎡/인으로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에서 제시하는 공원면적 기준(12.5㎡/인)을 충족함

❍ 그러나 이러한 공원 확충은 삼척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여 탄력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구분
인구(인) 공원면적(㎡) 1인당 공원면적(㎡/인)

기정 변경 장기계획 기정 변경 장기계획 기정 변경 장기계획

계 71,531 88,900 88,900 1,444,699 1,030,720 1,142,720 20.2 11.6 12.9

삼척생활권 43,004 50,757 50,757 919,073 858,182 858,182 21.4 16.9 16.9

도계생활권 13,711 13,212 13,212 4,345 21,428 93,428 0.3 1.6 7.1

원덕생활권 6,680 8,130 8,130 291,211 89,640 89,640 43.6 11.0 11.0

근덕생활권 6,731 15,450 15,450 230,070 61,470 101,470 34.2 4.0 6.6

하장생활권 1,405 1,351 1,351 - - - - - -

[표] 장기계획지표

※ 기정 : 2017년 기준 / 변경 : 2035년(목표연도) / 장기 : 2035년 및 이후

※ 자료 : 삼척시 도시ㆍ군관리계획 자료. 2017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