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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방재 및 안전

 현황분석

1. 풍수해 

가. 풍수해 피해현황 

❍ 2006년 제3호 태풍 「에위니아」,� 2007년 제1호 태풍 「나리」,� 2010년 제7호 태풍 「곤파스」,�

2011년 제9호 태풍 「무이파」,� 2012년 제15호,� 제14호 태풍 「볼라벤,� 텐빈」,� 2013년,�

2014년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인한 풍수해가 발생함

❍ 2006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액은 2011년도가 6,938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ha, 천원)

구분
사망
실종

이재민
침수
면적

피해액

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2006 - - 74 15,513,588 - 39,437 663,918 12,905,798 1,904,435 

2007 - - - - - - - - -

2008 - - 2 - - - - - -

2009 - - - - - - - - -

2010 - 1 5.00 6,257 - - 4,757  - 1,500  

2011 - 1 2.02 6,938,266  - 100,985  - 3,979,793  2,857,488  

2012 - - 37.66 2,670,793  3,000 3,290 2,438 2,655,980  6,085 

2103 - - 13.63 2,357  - - 2,357 - -

2014 - 12 - 1,538,425  75,000 - - 251,209  1,212,216  

2015 - - - 1,949,441  - - - 1,148,321  801,120  

자료 : 삼척통계연보(2016)

[표] 풍수해 피해현황

[그림] 풍수해 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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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안침식

가. 해안침식 피해현황

❍ 삼척시는 16개의 해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산동 증산해변에서 원덕읍 월천해변까지의�

해안선 길이는 약 45km,� 백사장이 존재하는 자연해안은 약 15km� 임

❍ 삼척시의 16개 해변은 GW34~GW41�구역의 8개 표사계로 구분

- 표사계 :� 모래수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모래수지 파악을 위해 더 이상

의�공간을 연안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는 영역

[그림] 삼척시 표사계별 해변현황

구분 지역
해빈폭(m) 침식율(%)

침식여부
침식요인 최근침식

여부평균 최소 길이 면적 어항 직립호안 기타

GW34
증산 58.2 51.3 26.1 22.9 ○ ○ ○
삼척 81.8 65.9 67.6 85.6

GW36

한재밑 39.3 32.2 77.2 93.5 ○ ○ ○
상맹방 41.4 36.8 97.4 99.8 ○ ○ ○
하맹방 47.1 42.0 84.3 95.8 ○ ○ ○
맹방 61.5 49.9 68.6 74.0
덕산 53.4 49.0 57.7 59.2

GW38

궁촌 100.2 89.3 30.1 4.0 ○ ○ ○
원평 26.1 22.2 89.0 97.3 ○ ○ ○
문암 31.8 20.9 57.2 54.1 ○
초곡 34.7 29.7 11.9 1.3

GW39
용화 55.3 50.2 26.5 11.2 ○ ○ ○
장호 28.1 25.7 81.1 91.3 ○ ○ ○ ○

GW40 임원 24.4 20.7 46.1 46.7 ○ ○ ○

GW41
월천 0.0 0.0 100.0 100.0
고포 54.9 51.6 4.7 5.4

자료 : 삼척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2017.04)

[표] 삼척시 침식현황 및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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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안침식 원인분석

1) 동해시 추암동 추암해변 ~ 삼척시 갈천동 삼척해변(GW34)

❍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침식과 퇴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2) 교동 작은후진해변~새천년도로(GW35)

❍ 백사장이 존재하지 않아 제외

3) 근덕면 한재밑해변~덕산해변(GW36)

❍ 해변 배후지의 해안도로와 산책로 및 시설개발로 인한 사구점령

❍ 마읍천 상류지역의 수중구조물에 의한 토사공급 차단

❍ 기후변화에 따른 큰 물결의 내습빈도 증가와 함께 인위적인 시설물에 의한 파랑(잔물결과

큰물결)�완충구간의 감소

4) 근덕면 남부해변(GW37)

❍ 백사장이 존재하지 않아 제외

5) 근덕면 궁촌해변~초곡해변(GW38)

❍ 궁촌항 확장공사 이후 파랑이 집중 되면서 원평해변이 침식되었고,� 이후 침식 구간은

남측으로 확산되고 있음

❍ E/SE� 계열의 파랑에 의한 북측으로의 퇴적 진행과 북측과 남측의 어항 시설에 의한 표사의

순환 이동 차단

❍ 유입하천으로 부터의 토사유입 감소

6) 근덕면 용화해변~장호해변(GW39)

❍ 장호항 방파제 건설에 의한 파랑 흐름 변화 및 집중

❍ 배후지 호안에 의한 반사파로 모래 유실

❍ 표사계 내 모래총량 부족

7) 원덕읍 임원해변(GW40)

❍ 임원항 확장에 의한 북측으로의 표사이동(해변 북측 퇴적,� 남측 침식)

8) 원덕읍 월천해변~고포해변(GW41)

❍ 호산항을 기준으로 북측에 남부발전과 남측에 LNG삼척기지가 건설되고 있음

❍ 호산천과 가곡천이 이런 시설물 사이에서 토사유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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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재발생

가. 화재발생현황

❍ 화재는 2009년 실화 135건,� 방화4건,� 기타7건,� 총 14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2010년 2,329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건, 천원, 명)

구분

발생 소실

계 실화 방화 기타 동수
이재

가구수
면적

2006 89 41 3 45 21 8 990 

2007 103 101 1 1 36 7 31,035 

2008 117 107 4 6 13 8 52,356 

2009 146 135 4 7 22 5 8,571 

2010 140 136  2 2 9 6 3,886

2011 153 147 1 5 12 4 4,834 

2012 122 110 3 9 87 3 5,142 

2103 123 116 2 5 15 6 7,140 

2014 114 111 3 - 29 10 13,242 

2015 133 129 2 2 17 1 203,265 

구분
피해액

재산피해
경감액

인명피해
이재민수 구조인원

계 부동산 동산 계 사망 부상

2006 230,383 102,937 127,446 - 11 1 10 14 5 

2007 308,014 118,819 189,195 - 6 2 4 11 61 

2008 211,081 130,748 80,333 - 5 1 4 24 6 

2009 273,300 117,396 155,904 - 7 3 4 9 1 

2010 2,329,537 299,608  2,029,929  - 2 - 2 12 3 

2011 250,862 113,988  136,874  56,622 5 1 4 6 9 

2012 1,737,218  653,933  1,083,285  9,518 61 2 59 6 4 

2103 475,969 245,425  230,544  3,913,094  3 - 3 6 2 

2014 475,426 228,071  247,355  3,485,958  4 3 1 15 4 

2015 309,339 80,407 228,932  836,475  5 - 5 - -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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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요인별 화재발생으로는 2011년이 153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실화는 부주의 97건,�

전기적요인 32건,�기계적요인 14건 등으로 순서로 나타남

(단위 : 건)

구분 계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폭발)

화확적
요인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방화

명확
방화
의심

2006 89 - - - - - - - - - - -

2007 103 26 5 3 - 2 64 1 - - 1 1 

2008 115 22 4 - - 2 75 4 - 2 2 4 

2009 146 24 7 - 3 1 95 3 2 1 3 7 

2010 140 30 10 - - 1 91 4 - - 2 2 

2011 153 32 14 - 2 2 97 - 2 - 1 3 

2012 122 29 8 - 1 - 72 - 1 1 2 8 

2103 123  29 11 - 1 2 73 - - - 2 5 

2014 114  24 10 - 1 1 65 10 - 1 2 -

2015 133  19 8 5 1 4 85 7 1 1 1 1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나. 산불피해현황

❍ 산불피해는 2015년 20.20ha�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3,055백만원으로 나타남

❍ 이중 논밭두렁 1.70ha,� 피해액 36백만원,� 기타 18.50ha,� 피해액 3,018백만원으로

2006년 이후 가장 큰 피해액이 나타남

(단위 : ha, 천원)

구분
합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어린이불장난 기타

면적 피해액 면적 피해액 면적 피해액 면적 피해액 면적 피해액

2006 0.50 - 0.40 - - - - - 0.10 -

2007 6.00 30,508 0.50 2,600 - - - - 5.50 27,908 

2008 0.10 - 0.10 - - - - - - -

2009 0.10 333 0.10 333 - - - - - -

2010 68.03 1,705,737 - - - - - - 68.03 1,705,737 

2011 0.80  41,996 0.20 8,151 - - 0.10  6,300 0.50  27,545 

2012 0.22  19,290 0.21  19,290 - - - - 0.01  -

2103 1.12  78,378 0.90  63,294 - - - - 0.22  15,084 

2014 1.10  47,078 0.60  24,647 - - - - 0.50  22,431 

2015 20.20  3,055,644  - - 1.70  36,797 - - 18.50  3,018,847  
자료 : 삼척통계연보(2016)

[표]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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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

가. 범죄발생현황

❍ 2015년도의 범죄발생은 2,586건이며,�검거는 2,179건으로 84.3%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음

❍ 이 중 특별범이 1,3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범 529건,�지능범 348건,� 절도범 195건,�

기타형사범 142건,� 강력범 32건,�풍속범 11건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건)

구분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10 2,221 2,061 23 25 186 193 453 425 

2011 2,160 1,812 21 18 194 107 546 479 

2012 2,212 1,783 12 12 182 68 443 394 

2103 2,448 2,005 29 26 233 114 500 439 

2014 2,452 2,006 16 16 303 166 455 400 

2015 2,586 2,179 32 24 195 127 529 496 

구분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10 283 230 29 26 100 96 1,147 1,066 

2011 241 185 24 21 102 96 1,032 906 

2012 298 238 18 18 113 101 1,146 952 

2103 266 190 22 21 89 85 1,309 1,130 

2014 229 185 9 8 130 126 1,310 1,105 

2015 348 287 11 11 142 139 1,329 1,095 

자료 : 삼척통계연보(2016)

[표] 범죄발생 및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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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

가. 교통사고발생

❍ 교통사고 발생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13건으로

자동차 1만대당 기준 125.4건으로 나타남

❍ 자동차종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승용차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 70건,� 기타

45건,� 이륜차 27건,� 버스 24건,� 특수 2건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유형별

자동차
1만대당

인구
10만명당

인구
10만명당

차대사람 차대차

2006 323 142.1 7 9.7 601 832.6 54 247

2007 370 158.7 14 19.8 670 946.4 63 275

2008 369 154.7 20 28 721 1,009.40 55 264

2009 372 134.5 12 16.6 656 913 49 273

2010 329 116.5 14 19.4 542 746.7 73 223

2011 351 132.6 12 16.4 587 802.6 42 271

2012 364 100.6 9 12.3 684 934.5 44 274

2103 406 146.3 14 19 666 946 56 293

2014 414 145 12 16.4 680 932.2 76 292

2015 413 125.4 8 11.1 711 993.9 58 311

구분
사고유형별 자동차종류별

차량단독
철도

건널목
승용차 버스 화물 특수 이륜차 기타

2006 22 - 194 36 64 1 16 12

2007 32 - 230 29 77 4 18 12

2008 50 - 248 25 67 4 4 21

2009 50 - 248 25 67 4 4 21

2010 33 - 208 23 55 3 21 22

2011 38 - 209 29 60 - 6 47

2012 46 - 222 21 53 3 25 40

2103 57 - 231 28 76 - 31 40

2014 46 - 257 22 78 1 15 41

2015 44 - 245 24 70 2 27 45

자료 : 삼척통계연보(2016)

[표] 교통사고발생(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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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장비

가. 소방장비

❍ 소방장비는 총 42대로,� 특수소방차 33대,� 행정차 8대,� 기타 1대로 구성됨

❍ 소방공무원은 삼척소방서 159명으로,� 그 이외 의용소방대원 357명,� 여성의용소방대원

285명이 있음

(단위 : 대)

구분 합계

특수소방차

고가차 굴절차 물탱크차 구급차 지휘차
재난

지원차
순찰차

화재
조사차

2015 42 1 1 3 9 1 1 1 1

구분

특수소방차 행정차 기타

화학차 배연차
구조

공작차
펌프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트레일러

2015 1 1 1 12 5 1 2 1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소방장비

7. 주요방재시설현황

❍ 삼척시의 하천은 지방하천 13개소가 있으며,�댐은 하장면 광동리 일원에 광동댐 1개소가 있음

구분

하천(㎞) 댐(m)

하천
개소

총연장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
수량 높이 길이

총
저수량
(백만톤)

만수
면적
(㎢)

2015 13 180.9 147.7 120.4 27.3 81.5 1 39.5 292.0  11.0  1.04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주요 방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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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21개소로,� 정비완료지구 16개소,� 사업중인 지구 4개소,� 계획중인

지구 1개소로 구성됨

번호 지  구  명
지정
면적
(㎢)

위     치 유 형
위험
등급

지정
일자

해제
일자

추진
사항

1  정라동 
나릿골지구 0.03   정라11통

 (금다정식당앞 도로일원) 붕괴위험 다 1996.
06.15

2001.
12.03

정비
완료

2  성내동 성남지구 0.03   성내27통
 (시립박물관 일원) 침수위험 나 1996.

06.15
2001.
12.08

정비
완료

3  남양동 기린지구 0.03   남양 19통
 (진주초교앞 저지대) 침수위험 나 1996.

06.15
2001.
12.08

정비
완료

4  도계읍 달전지구 0.03   도계읍 도계4리
 (장원초교 건너편 비탈사면) 붕괴위험 가 1996.

06.15
2000.
12.18

정비
완료

5  정라동 봉황지구 0.033   정라14통, 15통
 (시외버스터미널옆 일원) 침수위험 나 1996.

04.03
2011.
10.10

정비
완료

6  정라동 
건너불지구 0.02   오십천 하류지역

 (삼척교 - 삼척항 구간) 침수위험 나 1996.
10.23

2004.
11.18

정비
완료

7  도계읍 절골지구 0.06   도계읍 흥전4리
(석공 흥전갱 폐경석 적치장밑) 붕괴위험 나 1996.

06.15 사업중

8  정라동 막장지구 0.03   정라13통
 (파라다이스 모텔옆 일원) 붕괴위험 나 1996.

06.15
2004.
11.18

정비
완료

9  원덕읍 길곡지구 0.03   원덕읍 노곡3리 붕괴위험 다 1999.
12.10

2004.
11.18

정비
완료

10  남양동 사직지구 0.15   남양15통
 (삼척소방서 일원) 침수위험 나 1996.

06.15
2000.
12.18

정비
완료

11  남양동 
시가지지구 0.25   남양,성내,교동

 (시가지지역 일원) 침수위험 나 2003.
11.07

2011.
10.10

정비
완료

12  성내동 읍상지구 0.04   성내4통, 5통
 (삼척의료원 - 죽서루일원) 침수위험 나 2003.

11.07
2011
.10.10

정비
완료

13  남양동 사직지구 0.15   남양1통,2통,16통,17통
 (사직택지 일원) 침수위험 가 2003.

11.07
2013.
06.18

정비
완료

14  남양동 오분지구 0.20   남양19통,20통,21통,23통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침수위험 나 2003.

11.07
2004.
11.18

정비
완료

15  성내동 자원지구 0.10   성내19통
 (삼척중학교앞 일원) 침수위험 나 2003.

11.07
2011.
10.10

정비
완료

16  교동 후진지구 0.15   교동2통
 (큰후진 마을내) 침수위험 나 2003.

11.07
정비
완료

17  정라동 정라지구 0.05   정라3통,4통,5통
 (정라육교 인근지역) 침수위험 나 2004.

09.07 사업중

18  도계읍 흥전지구 0.06   도계읍 흥전1리,2리
 (흥전초교 일원) 붕괴위험 나 2005.

01.03
정비
완료

19  정하동 
나릿골지구 0.06   정하동 산7번지

 (나릿골(금다정뒷편) 일원) 붕괴위험 나 2015.
04.03 계획중

20  근덕면 장호지구 0.02  근덕면 장호리 1번지
 (장호항 일원) 붕괴위험 나 2015

.04.03 사업중

21  도계읍 
도계3리지구 0.03  도계읍 도계리 308-5번지

 (도계읍사무소 뒷편) 붕괴위험 나 2015
.04.03 사업중

자료 : 삼척시내부자료(2017)

[표]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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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삼척시 취약지역 모식도

9. 삼척시 부문별 취약지역

❍ [건강]� 부문은 인구밀도가 높은 정라동이 1순위 지역으로 선정됨

- 정라동은 삼척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는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홍수,� 폭염,�

미세먼지,� 오존농도 상승에 의한 건강 취약성 종합지수가 높게 나타남

❍ [재난/재해]� 부문의 취약성 종합지수 1순위 지역은 근덕면으로 폭설 및 해수면 상승에

의한 기반시설 취약성이 특히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재난/재해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꾸준한 유지관리

가�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재대책 수립 시 취약지역을 감안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 [농업]� 부문의 취약성 종합지수를 종합한 결과,�벼 생산성 및 가축 생산성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미로면을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선정함

- 농축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감안하여 향후 취약성이 낮아

지는 지역에 재배지를 배치하거나,� 농경지로 개발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

❍ [산림]� 부분의 취약성 종합지수를 살펴보면,� 병해충에 의한 소나무의 취약성 및 가뭄에

의한 산림식생의 취약성이 높은 원덕읍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판단됨

❍ [해양/수산]� 부문은 수온변화에 따른 양식업의 취약성을 평가한 것으로 근덕면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물관리]� 부문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정라동을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선정함

❍ [생태계]� 분야의 가장 취약

한 지역으로 곤충의 취약성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도계읍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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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종합적인 도시방재정보체계 및 종합행정체계 구축

-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및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안전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각종 화재 및 범죄 등 다양한 재난을 포함한 종합적 계획 수립

- 안전관리 저변 확대를 위한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의 활성화

❍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개발을 지양하고 최근 기후이변 등을 고려한 방재대책 수립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와 재난위험시설의 장‧단기 계획수립
- 재해/재난 위험지역에 대하여 방재/방화지구 지정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인

방재 기법 적용

❍ 각종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및 급경사지 정비로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 및 관리 등의 개념을 통해 환경의�

물리적 설계를 통한 안전한 도시 조성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조합계획 및 재난발생시 대응을 위한 재난현장 표준

작업절차(SOP)� 구축을 통한 통합적 재난대비계획 마련

❍ 국민참여형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전문가 육성

❍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재난 안전사고 사망자 40%�감축 추진

 실천전략

1. 방재 및 안전계획

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q 재해위험도에 따른 시설 및 지역관리

❍ 재난‧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을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 관리 도모
❍ 구조 및 상태 등의 위험이 우려되거나 규모 및 이용인구 면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있는 시설 및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장‧단기 정비 및 관리계획의 수립하여 조속하고 지속적인 방재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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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지침 수립

❍ 풍수재해저감계획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 및 하천부지의 점용이나 전용을 제한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방지 및 저감

❍ 저류지,� 저류조 등 유량 조절 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의 분류 및 월류의 개선책 마련

q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을 활용한 방재저감 효과 증대

❍ 도시개발에 따른 녹지공간의 축소,�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우수 유출량 증대,� 첨두 유출량

증대에 따른 수해 위험성에 중점을 도고 우수 유출 조절 방안 강구

❍ 투수층 증가,� 사면 식재 등을 통한 지표면 체류효과 증대 및 침투면,� 침투 능력 증대

q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적극 도입

❍ 도시의 개발 및 정비,� 건축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을 제공할 수 있는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적극 도입

❍ 주민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 범죄방지효과 증대

q 광역적 재난정보전달체계 정비

❍ 재난 발생 보고,� 전파 및 초동대응 대책 및 재난상황의 전파를 중앙 및 광역적으로 일원

화되도록 체계를 구축

❍ 긴급구조대책,� 조직편성 및 운영 등을 유관기관과 일체화하여 수행토록 정비 및 보완

q 친환경적 우수관리시스템 도입

❍ 하천의 직선화 및 인공구조물 등의 설치를 지양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유속의 저감�

및 생태환경 조성

❍ 저류지 등의 설치시 가급적 자연형 형태로 조성하여 생태공간 제공 및 경관향상에도 기여

q 원도심의 방재대책

❍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 및 방화대책 이행 정도에 대한 조사 실시

❍ 시가지 및 소도읍의 소방도로와 산악지역의 임도 확보를 통한 화재대비책 점검 및 정비

❍ 지진,� 화재 발생시 대비곤란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정비대책 마련

❍ 도로에 면한 담장,� 노상주차장 최소화,� 전신주,� 입간판 설치 제한 등

q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재난 대비 재난관리자,� 재난실무자,� 다중이용시설 안전실무자,� 주택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민ž관ž군의 협조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훈련 등의 심화 및 정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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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 자율적 재해대응체계 구축

❍ 재난 발생시 대비처 제공,� 피난계획 수립 등에 주민 참여 유도

❍ 방재시설의 민간부문 시행시 지원체계 연구 및 인센티브 부여

❍ 주민자치활동 및 주민교류 행사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양

나. 시설계획 수립시 재해저감대책

q 교통ž물류계획

❍ 광역교통망을 형성하는 교통시설은 호우ž강풍ž지진 등의 재해에 강한 구조로 건설하고,�

도로ž철도ž교량 등의 건설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

❍ 중요 도로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로변의 건축물 현황을 파악

하여 재해 시 대피와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q 기반시설계획

❍ 하천이나 강변도로의 계획은 유역별 종합치수계획 등 상위 보고서의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계획하며,� 이상강우 및 돌발홍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 및 도시개발여건 고려

❍ 하천,� 배수시설,� 하수도시설 등은 통합하여 설계함으로써 내수침수 및 저지대 범람 예상

지역의 범람피해를 방지

❍ 방재간선도로를 지정하고 그곳에 지하공동구를 건설하여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전화,� CATV� 등의 생활관련시설을 수용

❍ 재해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원(⽔源)의 다원화,� 시설의 다계열화,� 시설간의

연결관 정비를 추진하고,� 배수관망의 요소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긴급시의 급수 거점을 확보

하며 또한 발생시 급수 능력의 유지를 위해 취수시설,� 정수시설 또는 배수시설 등에 대한�

방재 안전성을 확보

q 공원ž녹지계획

❍ 공원녹지,� 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재해 발생시 일시적인 대피장소 및 응급활동의 중심

이 될 수 있도록 방재거점으로 계획

❍ 설치 가능한 다양한 우수침투시설과 연계하여 수해관리에 활용

❍ 우수에 의한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원,� 광장 등의 녹지에 침투시설을 도입하고

하천망과 연결하여 효율적인 우수유출저감이 되도록 계획

❍ 침투형 우수유출저감시설과 저류형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녹지와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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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확립

가.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 ·� 조정

❍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등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 시 장

통  제  관

재난유형별 담당국장

담 당 관(상황총괄반장)

재난유형별 담당과장

재난안전상황실장

상황
총괄반

협   업   기   능   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
황
관
리
총
괄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긴
급
통
신
지
원

시
설
응
급
복
구

에
너
지
기
능
복
구

재
난
수
습
홍
보
반

물
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교
통
대
책

의
료
․

방
역

자
원
봉
사
관
리

사
회
질
서
유
지

수
색
구
조
․

구
급

자료 :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

[표]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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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긴급구조통제단

❍ 삼척시 지역의 긴급구조 활동의 총괄 ․ 조정 및 지휘 ․ 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활동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초기 재난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기능과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활동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가동되는 중앙현장지휘소의 역할

통제단장

소방서장

통합지휘팀

총괄지휘부 방호조사담당

방호구조과장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안전담당

예방담당
위험물담당자
홍보담당자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
황
분
석

상
황
보
고

작
전
계
획

서
비
스
지
원

자
원
지
원

구조
진압

현장
통제

응급
의료

항공
통제

구
호
지
원

시
설
복
구

오
염
통
제

구조담당
구조주임
예방(건축)
예방(다중)

예산장비담당
방호주임

통신담당자

현장대응과장
구조진압담당
안전센터장

구급대장, 담당자

소방행정담당
용도주임

회계담당자

자료 :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

[표] 긴급구조 통제단 구성



2035 삼척 도시기본계획  제3장 부문별 계획

402

다. 삼척시 산불 현장통합지위본부

현장지휘본부장
(삼척시장)

보좌 : 산림녹지과장
시청 상황실
자원조성담당
산불담당자

현장상황분석
보고자료작성

유관기관협의회 홍보대책반

군·경찰·소방등
삼척국유림관리소
삼척동해태백산림

조합

공 보 담 당

홍보자료배포
주민행동요령

종합상황반 지상진화지휘부 공중진화부 보급지원부

휴양녹지담당
국유림관리소

기획담당

산림보호담당
산림경영담당
산불방지담당

산림항공관리본부
강릉항공관리소장
소방항공통제반

자치행정담당
계약관리담당

예산담당
예방의약담당

시·군총괄반 시·군지상지휘반 헬기통합지휘 시·군지원반

전체상황분석
유관기관협조
진화전략수립
부별자원배정
부별임무조정
상급기관보고

지상진화지휘
진화자원배치
진화임무부여
진화지역배정
지상통신유지

헬기공역지정
급수지역지정
급유지역지정
공중통신유지

진화장비지원
급식지원

의료구호지원
지원사항정리
지원물품회수

 

※개별 임무 미부여자는 
담당업무와 동일

진화대대
(산림녹지과장)

보좌 : 산불방지담당          

진화1중대
(전문진화대)

진화1중대
(전문진화대)

진화3중대
(국유림진화대)

진화4중대
(군부대)

진화5중대
(경찰, 

유관기관)

진화소대 진화소대 진화소대

자료 :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

[표] 삼척시 산불 현장통합지위본부 구성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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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취약지역에 따른 세부목표

가. 건강

1)　방향 및 세부목표

q 목    표 : 기후 적응대책 및 의료기반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

q 세부목표

❍ 전염병 예방과 관리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및 야외활동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

❍ 의료 서비스 질적 제고

2) 추진전략 및 적응대책

q 전염병 예방과 관리강화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친환경 방역활동 강화

- 지역주민 야외활동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진드기 기피제를 비치하여�수시

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진드기 감염병 예방

- 진드기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강화

❍ 친환경 방역활동 강화

-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사업의 연중추진 실시로 감염병 예방

- 친환경적,� 물리적,� 효과적인 방역활동추진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

q 취약계층 건강 보호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냉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복지 증진

q 삼척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

❍ 삼척의료원 운영비 국가지원사업으로 의료기반을 강화하여 삼척시민의 보건복지 증진

q 시민이용시설에 대한 폭염 대비시설 강화

❍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건강보호 뿐만 아니라 피서철 관광객의 유치 효과

까지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나. 재난/재해

1) 방향 및 세부목표

q 목    표 : 홍수와 폭우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주민안전 확보

q 세부목표

❍ 지역적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방재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재해 적응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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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및 적응대책

q 지역적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남양동,� 성내동의 저지대 밀집지역의 하수도 중점관리를

통한 침수예방사업 시행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방재역량 강화�

및 재난재해 적응 기반구축

- 단계별로 장호지역 외 16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위험을 저감하고 주민안전을

도모함

지역명 주소
사업량

정비계획
사면 현황 연장(m) 높이(m)

장호1 근덕면 286 계단식옹벽 2,310 207 ′15년
장호 근덕면 1 낙석방지망 180 6 ′16년
정라2 정상동 산55-1 계단식옹벽 380 10 ′16~′17년
정하7 정상동 산38-1 옹벽 120 5 ′16~′17년

도계3리 도계읍 308-5 앵커식옹벽 120 8 ′16~′17년
정하6 정하동 112  계단식옹벽 120 3 ′17년

정하나릿골 정하동 산7 앵커식옹벽 40 6 ′17~′18년
교동 교동 688-2 계단식옹벽 120 8 ′18년

산양리 원덕읍 1,002  낙석방지망 40 5 ′19년
정라1 정상동 산41 계단식옹벽 230 60 ′19년
정라5 정상동 산254 계단식옹벽 320 20 ′19년
정라6 정상동 산85-2 이주보상 90 10 ′19년
정하1 정하동 산1-1 계단식옹벽 40 3 ′19년
풍곡리 가곡면 산99 옹벽설치 150 30 ′20년
오분 오분동 산17-1 옹벽 60 10 ′20년
정하4 정하동 산7 옹벽 100 3 ′20년
정하3 정하동 42-3 옹벽 60 6 ′20년
정하2 정하동 산7 옹벽 40 8 ′20년

자료 : 삼척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5)

[표] 삼척시 붕괴위험지역의 지정현황

다. 농업

1) 방향 및 세부목표

q 삼척시의 농업부문 적응대책의 방향은 국가 및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추진하여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되, 삼척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삼척시의 실정에 

맞는 농업부문의 추진전략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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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1. 취약성 평가 결과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안배

2. 주민 인식조사 결과 인식도가 높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대처

국가 및 
강원도 대책

적응 작물 및 재배 기술 개발, 병해충 방제, 토양보존, 기반확충 

 Keyword 병해충 관리, 적응 작물 발굴, 재배 기술 개발, 기반 강화

취약지역 미로면, 노곡면, 근덕면, 신기면

주요 사항

･ 농업부문의 주요 취약지역 : 벼 생산성 및 가축 생산성의 취약성이 높은 미로면
･ 주요 기후인자 : 평균기온 상승(2.18℃증가)과 강수량 증가(397.45mm 증가)
･ 주민 인식 조사 결과
  - 지역 내 재배작물 종류 변화 증가, 작물/과수 생산량 변화 > 재배/사육시설 
피해 증가 > 농경지 토양 침식 발생 증가 > 가금류 생산량 변화
･ 대책의 시급성 : 건강과 재난/재해 다음으로 농업이 차지함

q 목    표 : 기후변화 적합수종 발굴 및 기반강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q 세부목표

❍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적응 재배기술 개발

❍ 적지적산 대체작목 도입,� 농업 기반시설 강화

2) 추진전략 및 적응대책

q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 소득작물 병해충 방제 및 관리방안 구축,� 병충해확산방지

q 기후변화 적응 재배기술 개발

❍ 기능성 작목 재배시범,� 새소득작물 선발 지역적응 시험 및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

공급 시범

q 적지적산 대체작목 도입

❍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대체작목육성(오미자,� 더덕,� 도라지 등)

❍ 고원포도(머루)� 육성 및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

❍ 고랭지싱싱풋고추 육성지원(방풍벽,� 약제 등)

q 농업 기반시설 강화

❍ 상습 가뭄지역(미로면)에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안정적이고 시의적절한 용수 공급 도모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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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삼척시 농업부문 추진전략 모식도

라. 산림

1) 방향 및 세부목표

q 목    표 :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후 적응기반 마련

q 세부목표

❍ 산림자원의 보호관리.�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림자원 조성

❍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2) 추진전략 및 적응대책

q 산림자원의 보호관리

❍ 산림 병해충 방제

- 산림병해충(일반·돌발)� 방제 및 생활권 민간진단컨설팅 사업 추진

- 소나무류 이동 단속 실시 및 소나무 고사목 검경·제거 사업 추진

❍ 산불 발생 위험(기존 산불발생 지역)�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및

산불 조기진화를 위한 진화자원(진화대,� 진화차)� 확보 총력

-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6월 말일까지 산불전문진화대원 인원 확대 및 근무기간 연장

운영 검토

- 진화자원 확보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인건비 예산지원 협조(강원도)

❍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등)�시행

-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들과 의견수렴 철저

- 태풍 및 장마철 대비 우기 전 사방댐 설치사업 완료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친환경 사방댐 설치 및 유지·보수 실시

- 생태순환을 위한 친자연적인 자제 및 생태이동 단절 극복을 위한 공법적용

- 사방댐 연계 계류보전사업 추진 및 보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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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림자원 조성

❍ 경제림 위주의 조림실행으로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 조성

❍ 도로변 경관조림 및 지역특화림 확대 조성을 통한 공익성 강화

❍ 기후변화에 적합 또는 적응력이 강한 수종을 시범적으로 실시

q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환경정비 작업을 통한 건전한 가로수 유지 관리

❍ 가로수 식재 시 우리시 기후에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

❍ 도심지 내 공한지를 활용한 쌈지 숲 조성

❍ 삼척시 가로수위원회 자문을 받아 조성

마. 물관리

1)　방향 및 세부목표

q 목    표 :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

q 세부목표

❍ 수자원 보호 체계 마련,� 맑은 물 공급 인프라 구축

2) 추진전략 및 적응대책

q 수자원 보호 체계 마련

❍ 수원지 개발 및 노후시설 개량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2016~2020년)

- 대상지역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52개소

- 사 업 량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1식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 단년도 사업

- 사 업 비 :� 2016년도(640백만원),� 2017년도(800백만원),� 2018년도(800백만원),�

2019년도(400백만원),� 2020년도(400백만원)

바. 해양/수산

1) 방향 및 세부목표

q 목    표 : 수산자원 및 해안 보호를 통하여 해양 경제의 지속성 확보

q 세부목표

❍ 자연재해 복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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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및 적응대책

q 자연재해 복구

❍ 기후변화,�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해안침식 모니터링 및 대응

- � 연안정비 사업 추진 및 원인자 부담에 의한 해안 복구

q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 바다숲(해중림)�조성

- 연안 갯녹음(백화현상)� 해역의 확대 억제 및 회복 유도

- 갯녹음 발생해역에 적합한 바다숲 조성용 대상 해조류 선정 설치

- 해역에 적합한 종묘이식 가능한 어초 시설 및 바다숲 조성기법 적용으로 바다숲 조성

효과 제고

❍ 바다목장화 추진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 바다목장을 조성,� 어장관리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 단기간에 걸쳐 과학적,�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연안해역�

수산자원조성 효과 극대화연어치어 방류,� 향토어종 방류 및 서식 환경 개선

❍ 어린연어 생산방류사업

- 연어를 동행안의 새로운 어업자원으로 육성,�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 기반을 마련

(5개 하천(오십,� 마읍,� 전천,� 주수,� 낙풍천))

❍ 향토어종 방류 및 서식환경 개선

- 수산자원 특성화 및 신 소득원 창출을 위한 내수면 자원조성의 일환으로 향토어종의 방류�

및 서식환경 개선을 통해 어업자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함(향토어종 방류 :� 은어 등 5종

382,500마리)

사. 생태계

1) 방향 및 세부목표

q 목    표 : 보호 정책을 통한 육상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q 세부목표 

❍ 생태계 위험 요소 저감

2) 추진전략 및 적응대책

q 생태계 위험 요소 저감,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피해예방사업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사업 확대실시

- 피해예방사업 연차적 확대 추진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수렵장 운영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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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척시 풍수해저감대책

가. 풍수해저감대책

1) 바람재해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 삼척시는 산림과 높은 녹지율로 인해 풍속의 감속요인이 있지만 지형적으로 산지 및

구릉지가 상대적으로 많아 기본풍속 보다 높은 풍속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삼척시 관내 위치하는 바람재해 발생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피해이력을 조사한 결과 최근

까지 피해이력이 없어 별도의 구조적 대책은 필요 없는 것으로 검토됨으로 바람재해 저감

대책으로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강풍에 의한 바람재해 저감대책을 제시함

피해원인 및 양상 저감대책

§ 전력 ‧ 통신시설 파괴
§ 정전, 화재 등 발생

§ 전력 ‧ 통신 시설 두절에 대비한 이차적 대비 시설이나 
장비 구축

§ 건물 부착물이나 지붕,
§ 유리창 등 붕괴 ‧ 이탈 ‧낙하

§ 간판이나 건물 부착물의 결착 강화, 안전한 위치로 
이동/평상시안전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 노후 혹은 재래식 주택 유지 ‧ 보수 및  개량 공사계획 
‧실시

§ 유리창 등의 고정 및 강화

§ 교량의 변형, 파괴, 붕괴 등
§ 풍압에 강한 교량검토 및 차량 통행 제한, 도로시설물 

최소화등의 대책 수립

§ 차량 피해, 가설물 붕괴, 대형 
건설 장비 등

§ 의 전도 등
§ 도로 시설물 파괴

§ 차량 대피
§ 위험우려 가설물 철거, 대형 건설 장비의 결착 강화
§ 가로수 수목을 도복 피해에 강한 품종으로 교체
§ 도로시설물의 규모나 형태가 풍압에 강한 형태를 도록 

시설기준을 마련 및 시행
§ 태풍 내습시 피해 우려 도로 사전 통제

§ 국지적 난류에 의해 간판 등이 
날아가거나 
전선절단 피해 발생

§ 평상시 건물 부착물 결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실시
§ 노후되거나 방치된 건물 부속 시설 철거 및 보수

§ 농업시설의 손상 또는파괴
§ 농작물의 물리적 손상

§ 농업 관련 시설의 결착을 강화
§ 질소비료의 과다 사용을 지양, 3요소 비료를 골고루 시비
§ 태풍 내습 이전 농작물에 대해 주요 병해 사전 동시 방제 

실시
§ 수심을 깊게 하여 이상 이삭의 발생 및 도복 방지
§ 줄 지주를 이용한 농작물 도복 방지
§ 태풍 내습 후 이상 이삭이 발생되면 신속히 물을 

살포하여 등 등숙비율 향상
§ 습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자료 : 삼척시 풍수해저감조합계획수립(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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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

q 재해정보지도 활용방안

❍ 주요기관 및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삼척시가지 일원은 삼척오십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삼척오십천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과거 태풍 “루사”,�

“매미”� 내습시 침수피해가 발생

❍ 침수방지를 위해 하천시설과 내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및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나,� 설계규모를 초과하는 호우발생시 침수는 불가피한 실정임

❍ 저지대 시가지에 대한 비구조적 대책으로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여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3)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q 우수유출저감시설

❍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으로 대별되며,� 저류형 저감시설은 유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저류공간을 통하여 조절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며,� 침투형

저감시설은 우수가 지표면을 흐르는 과정에서 침투율을 증가시켜 홍수유출량을 저감

q 우수저감시설의 설치계획

❍ 삼척시내 시가지역은 최근 진행중인 기후변화,� 인구집중 및 도시화에 따른 우수유출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설치 가능지역을 검토

❍ 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저류시설은 위험지구 후보지가 위치하는 유역내 학교운동장,�

공원 등 침수형 저류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여야 함

4) 방재교육 및 홍보강화

❍ 삼척시 관내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재교육 자료 및 홍보 자료의 제작 및 보급,�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위한 방안 강구,� 읍면동 방재담당자 및 방재교육 담당자대상의�

세부과정 교육 등을 제시하여야함

구분 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방재교육 및 홍보강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재교육 

실시/방재교육자료 작성
200

연간
200백만원

[표] 방재교육 및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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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풍수해보험의 활성화

❍ 풍수해 보험은 재난발생시 구호,� 지원 이상의 규모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대규모 피해발생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구분 계
대상물유형

면적(㎡)
주택 세입자

계 801 333 468 58,944

도계읍 118 41 77 6,839

원덕읍 39 31 8 2,848

근덕면 76 18 58 10,157

하장면 3 3 - 849

노곡면 27 17 10 3,604

미로면 49 26 23 4,977

가곡면 11 2 9 747

신기면 7 1 6 511

남양동 165 119 46 8,779

성내동 138 30 108 11,082

교동 41 4 37 2,194

정라동 127 41 36 6,357

[표] 삼척시 풍수해보험 가입현황(2016년기준)

6) 해안침수예상도를 활용한 해안지역 재해 정보지도 작성 보급

❍ 삼척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진대비 중장기계획에 일환인 해안침수예상도 작성이

조속히 이루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삼척시 해안 전역에 대한 폭풍

해일분석,� 파랑분석을 실시하여 해안시설 피해 및 해안침수예상지역을 포함한 재해지도

작성용역을 제안해야함

구분 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방재교육 및 홍보강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재교육 

실시/방재교육자료 작성
200

연간
200백만원

[표] 해안분야 재해지도 작성

7) 해안재해 방재대책 수립

❍ 삼척시(동해안)�재해발생유형에 맞는 특성분석을 통한 해안재해 방재대책 수립

- 해안분야 전문가 집단을 편성하여 최우선 시행토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척시(동해

안)�해안재해 분야에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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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순찰 ‧ 탐방을 통한 재해위험조사

- 재해발생의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재해발생상황을 예상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찾아 사

전 대응하는 평소의 활동을 통해 재해발생의 최소화를 도모

- 연2회(태풍 대비 :3~4월,� 너울성 고파랑대비 9~10월)

- 평상시 순찰 ‧ 탐방을 위한 주요 조사 지역

*�항 혹은 어항 건설 중인곳(현재 궁촌항,� 초곡항 등),� 해안도로(새천년도로)

� � � 하천의 모래 유출이 줄어든 곳,� 해안가 호안 구조물(세굴이 심한곳)

나. 시행계획 수립

❍ 경제성,� 사업효과,� 사회적 여건,� 비구조적 저감대책의 지속적 시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년차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3단계로구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함

저감대책 계획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고

바람재해저감대책 제안 1∼2년차 -
기준풍속

상향조례 제정

풍수해보험 활성화방안 제안

1∼10년차 - 지속적시행

풍수해 관리지구 관리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제안

광동댐 운영체계 개선대책 활용

재해
유형별
유지
관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내수배제시설 유지관리

토사재해방지시설 유지관리

사면재해방지시설 유지관리

재난 예·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 수립 1∼4년차 538

사면계측관리 및 급경사지 주민대피 계획 1~10년차 -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포함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 1~2년차 400

해안재해 방재대책 수립

1~10년차

220

방재교육 홍보 및 강화 200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7,230
총 10개 
지방하천

자료 : 삼척시 풍수해저감조합계획수립(2017)

[표] 전지역 단위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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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대책
시행
계획

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사업계획(년차)

1 2 3 4 5 6 7 8 9 10

▪ 재난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수립 삼척시 538

▪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
  (해안침수예상도 포함)

삼척시 400

▪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강원도 7,720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 풍수해 보험 활성화 및 방재교육
   홍보강화

삼척시 220

▪ 해안재해 방재대책 수립 삼척시 220

▪ 광동댐 운영체계 개선대책 활용 수자원공사 -

▪ 사면계측관리 및 급경사지 
   주민대피 계획

삼척시 -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검토 삼척시 -

▪ 홍수터관리 방안 삼척시 -

▪ 풍수해관리지구 상시점검 삼척시 -

▪ 바람재해저감대책 삼척시 -

▪ 재해유형별 유지관리대책 삼척시 -

[표] 전지역 단위 저감대책 연차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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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가. 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1) 폭우재해

❍ 폭우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결과 성내동 1개의 집계구역에서 1등급 지역으로 분석되었고,�

도계면,� 남양동,� 성내동,� 교동 등 일대에 2등급 지역이 74개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미래 새로운 재해취약지역

종합 재해취약성(폭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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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염 

❍ 폭염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결과 시가지가 위치한 성내동,� 교동,� 정라동,� 남양동 일대가

폭염에 대하여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미래 새로운 재해취약지역

종합 재해취약성(폭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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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설재해

❍ 폭설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결과 산악지형인 도계읍,�신기면 직접영향권 지역 분석되었고,�

교동,� 성내동,� 남양동,� 정라동 시가지 지역 일부가 높은 등급으로 나타남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미래 새로운 재해취약지역

종합 재해취약성(폭설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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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뭄재해

❍ 가뭄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결과 교동,� 성내동,� 남양동 일대에 I등급 지역으로 직접영향권�

지역으로 검토되었고 도계읍,� 근덕면,� 남양동 일대에 II등급 지역으로 도출됨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미래 새로운 재해취약지역

종합 재해취약성(가뭄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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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풍재해

❍ 강풍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결과 근덕면,� 원덕읍 일대에 I등급 지역으로 나타났고.� 도계

읍,� 남양동,� 성내동 일대에 II등급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미래 새로운 재해취약지역

종합 재해취약성(강풍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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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수면상승재해

❍ 해수면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 결과 1등급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덕읍,� 근덕면,�

정라동 일대에 2등급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미래 새로운 재해취약지역

종합 재해취약성(해수면 상승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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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결과

❍ 폭우재해의 분석결과 119개의 집계구중 75개소가 I~II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도계읍,�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일부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폭염재해의 분석결과 119개의 집계구중 82개소가 I~II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도계읍,�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미로면,� 근덕면 일부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폭설재해의 분석결과 119개의 집계구중 90개소가 I~II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도계읍,�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미로면,� 근덕면,� 신기면 도심지와 산지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뭄재해의 분석결과 119개의 집계구중 76개소가 I~II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일부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강풍재해의 분석결과 119개의 집계구중 28개소가 I~II등급으로 나타났으며,�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남양동,� 성내동 중 해안변 위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수면상승재해의 분석결과 119개중 해안변 1km를 기준으로 축소하여 분석.� 42개의

집계구중 4개소가 II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원덕읍,� 근덕면,� 정라동 일부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 도시계획 수립방향

1) 기본방향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녹지,� 교통,� 방재,� 하천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부합된

계획 수립 필요

❍ 재해취약성 등급별로 도시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별

단위시설계획 등 수립 시 해당지역의 재해취약성 및 저감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도시계획 수립방향

❍ 토지이용측면에서는 취약성 높음 지역에는 오픈스페이스를 배치하고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보전계통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권장

❍ 특히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은 적정공간을 이격하여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방지토록 함

❍ 재해취약성 등급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제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한,� 건축물 설치 제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활용,� 방재시설 강화 등을 제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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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시계획 수립방향

직접

영향권

Ⅰ

등급

∙ 토지이용대책 및 제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방재지구 지정검토

∙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설치 제한 적극 검토

∙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을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극 도입

∙ 방재시설(하천, 하수도 등) 기준 강화 및 확충

Ⅱ

등급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설치 제한 검토

∙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을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극 도입

∙ 방재시설(하천, 하수도 등) 기준 강화 및 확충

간접

영향권

Ⅲ

등급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방재시설(하천, 하수도 등) 기준 강화 및 확충

∙ 현행 방재기준에 적합한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Ⅳ

등급
∙ 현행 방재기준에 적합한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표] 취약등급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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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재난 관리대책

가. 풍수해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발생가능지역을 근원적 위험요인을 해소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정비로 피해 최소화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붕괴위험지역의 체계적 관리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자연재해 사전예방

[그림] 재난발생시 상황관리 체계도

나. 해안침식 

❍ 해안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해안침식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규모 배치,� 공법 등의

조정 및 선정을 통해 해안침식영향을 최소화 해야하며 해안침식을 보수,� 복원,� 유지할 수 있는�

사후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제,�도류제 등 해안침식 방지시설 설치 및 연안정비사업 실시

❍ 해안별 특성에 따른 연안침식 원인규명과 대응기술 개발

❍ 장기적인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계획·수립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사업을 지속

❍ 연안침식관리구역기준 마련과 연안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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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사

❍ 시 홈페이지,� 각종 언론사,� 홍보물,� 마을앰프 등을 통한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구축

❍ 경보발령사항 및 황사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신속 전파

❍ 황사(미세먼지)�재 비산 방지를 위한 물청소 실시

라. 폭염

❍ 폭염 특보에 따른 국민 행동 요령 홍보 등 한발 앞선 효율적 대응 체계 확립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관계 부서별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폭염 분야 상황 관리 및

협조 체계 유지

❍ 폭염 특보가 발령되었거나 무더위가 예상될 경우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사전

DB구축

재난도우미 연락처 
DB 구축

→

크로샷 DB 구축

→

폭염 예상 시
재난문자 서비스

→

방문·안부전화, 
행동 요령 홍보 등
보호·건강관리 

활동

방문건강관리, 
노인지원 담당부서

폭염담당부서
폭염 담당 부서 폭염 담당 부서 재난 도우미

[표] 폭염 상황 관리 체계도

재난문자 입력
(폭염담당부서)

→ →

크로샷 시스템

→

도우미에게 정보 제공

[그림] 폭염 예상 시 재난문자 서비스 체공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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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재난 관리대책

가. 화재

1) 화재

❍ 대형화재사고 발생 적극 방지 및 유사시 대응태세 확립

❍ 소방기구체제 강화 및 소방시설 현대화하여 시설확충

❍ 지역별 의용소방대원의 충분한 확보와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정기소방훈련 실시 등

소방조직 활성화

❍ 화재 및 구조·구급 장비 개산·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등 특정 시기별·계절별 화재예방 대책 운영

❍ 발화원인 및 연소상황,� 피난상황 등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2) 문화재 화재

❍ 문화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므로 화재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적･물적인 사전예방조치

- 문화재지역 화재발생 위험요인 제거 및 예방사업 추진

- 문화재 및 문화재 보유시설 방화선 구축을 통해 산불방지 및 경관보호,�환경개선 효과 기대

            [그림] 문화재 및 문화재 보유 시설물 방화선 구축 기본모델

❍ 문화재 화재예방 관리실태 점검

-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방수총,� 저수조 등)� 관리 실태 점검

❍ 문화재 화재대비 진화대원 등 진화훈련 및 교육실시

- 목조문화재 소방합동훈련 실시

� �



Ⅷ. 방재 및 안전

425

3) 산불

❍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방안 및 개인별 역할 개선 보완

- 위기대응 시 골드타임 내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필요

- 국민안전처 행동매뉴얼 서식에 따른 전면 개정 필요

❍ 산불감시 및 진화 지휘 등을 위해 구축한 감시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및 화질·송수신

등 개선으로 감시기능을 강화

❍ 밀착형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시행

- 무속행위 다발지,� 불법야영지,� 입산통제구역 시･종점 등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에 홍보･
감시기능을 강화

나. 가스사고

❍ 고령자 세대 및 서민층 등 사고 취약계층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 차단기

(타이머콕)�보급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추진

❍ 주택 등 LPG� 용기 사용시설의 노후 배관 교체 유도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체 연료공급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다. 전력사고

❍ 변전소,� 발전소,� 송·배전선로 등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를 통해 사고예방

❍ 전력공급 시스템의 자동화 및 구역화

- 전기 사고 시 정전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사전 지정된 배전선로의

부하를 교대로 차단하여 전체 전력계통의 붕괴를 방지

라. 화생방사고

❍ 화생방 재난 취약시설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예방활동 강화

❍ 역,�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근무자에 대한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을 숙지시키고,� 사고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 대피유도 방송안내문 비치

❍ TV� 및 신문,� 책자를 통한 화생방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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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관리대책

가. 도로교통사고

❍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삼척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교통신호등 정비 및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표지판 개선

❍ 유관기관ㆍ단체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활동 추진

- 교통안전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교통안전 홍보 실시 등 각종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

❍ 어린이 보호 및 홍보활동 강화

-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행정지도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표지,�미끄럼방지포장,�과속 방지턱 및 교통안전 관련 현수막 설치

나. 어린이집

❍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위험한 실내․외 환경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보수 등

❍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

환경 개선 도모

❍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및 보육교직원의 행동지침과 안전관리 및 교육 실시

❍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하고,�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다. 물놀이

❍ 물놀이 안전시설 수시점검 및 보강

- 국비보조 및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이동식 거치대),�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시설 수시점검 및 확충

❍ 사망사고가 물놀이 관리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관리 지역 및 위험 구역

추가지정･조정이 필요

❍ 강풍 및 호우 시 안전사고에 대비 현장통제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을 강화

❍ 물놀이 위험구역 및 빈발지역 집중관리(6~8월)

- 위험구역에는 안내표지판 및 안전선을 설치하여 출입통제

- 안전관리요원(유급감시원 등)을 고정배치하고,� 현지여건상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

인력(자원봉사자 등)을 활용,�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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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범죄예방 

❍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 외벽창문은 골목길과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방범용CCTV는 주택가 범죄취약공간으로 감시의 효율성(감시범위,�주변 인지성)을�고려하여 설치

❍ 주민공동체·자치단체·경찰의 연대를 통한 방범대책 마련

❍ 범죄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시민홍보 및 청소년 대상의 범죄예방홍보 교육을 통한 사고예방

[그림] CPTED기법의 활용예시

9. 국민 안전교육
q 국민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 안전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안전교육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교육 사각지대 발굴･해소
q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연간 51차시 이상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영역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장애인,� 노인,� 영유아 부모 등 안전교육,�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및 주부･임산부 대상 식약품�
안전교육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균형 있게 안전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육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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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의 확대로 학교방문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이동식 안전체험교실

운영,� 가스 안전체험,� 연안사고,� 바다생존 체험 등 체험교육을 실시

❍ 6대 안전 분야별(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

안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

q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각종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q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 안전교육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안전교육의 자격 학위 경력 등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등록하여 DB화하고,� 안전교육

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공공 교육기관 등의 전문 강사로 활동지원

� �

q 사회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공공교육기관과 읍･면･동 주민

자치센터 등에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운영
❍ 주민지역공동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학습 공동체 지원

❍ 삼척시 농어촌 민박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