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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의 특성과 현황

 도시의 성장과 변천

1. 도시 연혁

❍ 삼척시는 역사적으로 부족국가시대 실직국(悉直國)� 또는 실직곡국(悉直⾕國)이라 하여 진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삼국시대에는 신라에 속하여 실직주(悉直州)라 칭함

❍ 통일신라시대에 삼척군으로,�고려시대에 삼척현으로,�조선시대에는 삼척군으로 개칭

❍ 1938년 삼척면이 삼척읍으로 승격,� 1986년 삼척읍이 삼척시로 승격하였으며,� 1995년 삼척

시와 삼척군을 삼척시로 통합

시대별 연 도 연      혁

삼국시대
이전

부족국가
시대

∙삼척을 실직국(悉直國) 또는 실직곡국(悉直谷國)이라 
하여 진한 영역에 포함

삼국시대

102년 ∙삼척이 신라에 합병 (파사이사금 23년)

468년 ∙삼척이 고구려에 합병 (장수왕 56년)

505년
∙삼척을 실직주(悉直州)라 칭(稱)함, 신라 장군 이사부가 
수복 (지증왕 6년)

통일신라

639년
∙삼척을 진주도독부(眞珠都督府)로 개칭(改稱) 
(선덕여왕 8년)

658년 ∙삼척을 북진(北鎭)으로 개칭(改稱) (무열왕 5년)

757년
∙삼척을 삼척군(三陟郡)으로 개칭 (경덕왕 16년)
∙죽령현(竹嶺縣), 만향현(滿鄕縣) 혹은 만경현(滿卿縣), 
우계현(羽溪縣), 해리현(海利縣)의 4현(縣)을 둠

고려시대

995년 ∙삼척을 척주(陟州)로 개칭(改稱) (성종 14년)

1018년
∙삼척을 삼척현(三陟縣)으로 개칭하고 현령(縣令)을 둠 
 (현종 9년)
∙우계현(현 옥계면)이 강릉부로 편입

조선시대

1393년 ∙삼척을 삼척부(三陟府)로 승격(昇格) (태조 2년)

1413년 ∙삼척을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로 개칭 (태종 13년)

1631년
∙삼척도호부 관내 9개 행정기관을 둠 (인조 9년)
∙매곡(邁谷), 부내(府內), 노곡(蘆谷), 덕번(德蕃), 북평
(北坪), 박곡(璞谷), 미로(眉老), 소달(疎達), 장생(長生)

1738년

∙9개 행정구역을 12개 면(面)으로 조정 (영조 14년)
∙말곡(末谷), 부내(府內), 노곡(蘆谷), 근덕(近德), 원덕
(遠德), 미로(未老), 소달(所達), 상장성(上長省), 하장성
(下長省), 견박곡(見朴谷), 도상(道上), 도하(道下)

1895년 ∙삼척도호부를 삼척군으로 개칭 (고종 32년)

[표] 삼척시 연혁

    자료 : 삼척시 통계연보(2016)



2035 삼척 도시기본계획  제1장 계획의 기조

8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5년 현재

시대별 연 도 연      혁

1900년
대

전반기

1914년
∙12개 면중 부내, 말곡면을 합하여 부내면(府內面)으로, 
도상, 도하, 견박면을 합하여 북삼면(北三面)으로 개칭

1917년 ∙부내면(府內面)을 삼척면(三陟面)으로 개칭

1938년 ∙삼척면이 삼척읍(三陟邑)으로 승격

1945년 ∙북삼면이 북평읍(北坪邑)으로 승격 (현재 동해시)

1900년
대

후반기

1960년
∙상장면(上長面)이 장성읍(長省邑)으로 승격 (현재
태백시)

1963년 ∙소달면(所達面)이 도계읍(道溪邑)으로 승격

1973년 ∙장성읍 황지출장소가 황지읍으로 승격 (현재 태백시)

1980. 4. 1
∙북평읍이 동해시(東海市)로 승격 (명주군 묵호읍과 합하여)
 → 삼척군에서 북평읍 분리

1980.12. 1 ∙원덕면이 원덕읍으로 승격

1981. 7. 1
∙장성읍과 황지읍을 합하여 태백시(太白市)로 승격
 → 삼척군에서 태백시 분리

1986. 1. 1

∙삼척읍이 삼척시(三陟市)로 승격
∙남양동(南陽洞), 월계동(月溪洞), 교동(校洞), 정라동
(汀羅洞), 사직동(史直洞), 도원동(桃元洞)의 6개 동을 
행정구역으로 함

1986. 3.27 ∙원덕읍 오저출장소가 가곡면(柯谷面)으로 승격

1989. 1. 1
∙원덕읍 용화리(龍化理)와 장호리(莊湖理)가 근덕면으로 
편입

1989. 4. 1
∙도계읍 신기출장소 관할 7개리와 도계읍 마차리지역이 
신기면(新基面)으로 승격

1992.10.15 ∙월계동을 당저동(塘底洞)으로 개칭

1994.12.26
∙하장면 6개리(조탄리, 상사미리, 하사미1리, 하사미2리, 
원동리)가 태백시로 편입

1995. 1. 1 ∙삼척시와 삼척군을 삼척시로 통합

1998.10.26
∙남양동과 사직동을 합하여 남양동으로 당저동과
도원동을 합하여 성내동으로 합침

1999. 9. 9
∙삼척시조례제311호에 의거 하장면 역둔출장소와
노곡면 마읍출장소를 폐지

    자료 : 삼척시 통계연보(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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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연혁

년  도 연      혁 비  고

1938. 삼척면이 삼척읍으로 승격

1941. 04. 26
삼척, 북평, 묵호지구 도시계획 최초결정
(95.07㎢)

1963. 03. 15 삼척지구 도시계획재정비(35.52㎢) : (1차변경) 건고 제257호

1968. 08. 06
삼척, 북평, 묵호지구 광역도시계획재정비
(141.57㎢) : (2차변경)
- 삼척읍：42.710㎢, 북평읍：35.558㎢, 묵호읍:13.302㎢ 

건고 제483호

1968. 11. 18 도계 도시계획 최초결정(8.031㎢) 건고 제725호

1973. 11. 22 근덕 도시계획 최초결정(8.61㎢) 건고 제451호

1974. 08. 14 도계 도시계획 1차 재정비 결정고시 건고 제272호

1975. 08. 14 삼척, 북평, 묵호지구 도시계획 재정비(3차변경) 건고 제274호

1976. 08. 19 호산 도시계획구역 결정(0.80㎢) 건고 제415-16808호

1976. 12. 07 도계 도시계획 2차 재정비 결정고시 건고 제194호

1977. 01. 31
근덕 도시계획 1차 재정비 결정고시
(8.61→6.09㎢)

강고 제5호

1977. 04. 19 호산 도시계획 최초결정(0.88㎢) 강고 제59호

1979. 06. 12 임원 도시계획 최초결정(1.85㎢) 강고 제58호

1980. 04. 01 묵호읍과 북평읍이 통합하여 동해시로 습격

1980. 12. 01 원덕면이 원덕읍으로 승격 : 대통령령제10050호

1981. 03. 16
동해‧삼척 도시계획구역 통합(170.590㎢)
- 삼척읍 면적 : 48.880㎢

건고 제84호

1981. 07. 01 장성읍과 황지읍을 합하여 태백시로 승격

1983. 11. 09
동해 ‧ 삼척 도시기본계획 승인
- 1985. 5. 11 동해‧삼척 도시기본계획 공고

건설부

1984. 11. 09 동해 ‧ 삼척 도시계획구역 분리 건고 제440호

1985. 04. 10
임원, 호산 도시계획 1차 재정비 결정고시 건고 제149호

도계 도시계획 3차 재정비 결정고시 건고 제149호

1986. 01. 01 삼척읍이 삼척시로 승격(6개동) : 법률제3798호

1987. 07. 30
삼척 도시기본계획승인(48.471㎢)
- 삼척시 승격후 최초 도시기본계획 승인

건설부 도시
30312-16900호

1987. 09. 01
근덕 도시계획 2차 재정비 결정고시
(6.090→8.092㎢)

강고 제87-110호

1988. 07. 01
삼척 도시계획 재정비(48.880㎢) : (4차변경)
- 삼척시 승격후 최초 도시계획 결정고시

건고 제325호

1990. 03. 03
근덕 도시계획 3차 재정비 결정고시
(구역축소 : 8.525→8.092㎢)

건고 제161호

1992. 01. 22 임원 도시계획 2차 재정비 결정고시 강고 제1992-5호
1992. 11. 17 도계 도시계획 4차 재정비 결정고시 강고 제92-137호
1993. 12. 10 2011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승인(48.880㎢) 건설부

[표] 도시계획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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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연      혁 비  고

1994. 07. 01 근덕 도시계획 4차 재정비 결정고시(8.092㎢)
강원도고시

제1994-117호

1994. 12. 07 삼척 도시계획 재정비 (5차변경)
강원도고시

제1994-190호
1995. 01. 01 삼척시와 삼척군이 합하여 삼척시로 통합됨 법률 제4774호

1995. 12. 21 호산 도시계획 2차 재정비 결정고시(1.457㎢)
강원도고시

제1995-145호

1998. 04. 27 2016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승인(1,184.028㎢)
건설부 도시

제58410-429호

2000. 05. 12 도계 도시계획 5차 재정비 (8.031㎢)
강원도고시

제2000-79호

2000. 05. 12 근덕 도시계획 5차 재정비 결정고시 (8.092㎢)
강원도고시

제2002-79호

2000. 05. 12 호산 도시계획 3차 재정비 결정고시 (1.457㎢)
강원도고시

제2002-79호

2000. 05. 12 임원 도시계획 3차 재정비 결정고시 (1.850㎢)
강원도고시

제2002-79호

2000. 05. 12

삼척 도시계획 재정비
 (48.880→49.480㎞ 증 0.6㎢) (제6차 변경)
- 항만구역 변경에 의한 도시지역확장, 
  대통령령 제15677호 ‘98. 4. 24)

강원도고시
제2000-80호

2002. 11. 12
삼척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삼척시 미로면 일원:2.419㎢)
- 삼척도시지역 49.480㎢→‘51.899㎢(증 2.419㎢)

강원도고시
제2002-272호

2003. 11. 01
삼척 도시계획 재정비 : (제7차 변경)
 (49.480→51.899㎢ 증 2.419㎢)
-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강원도고시
제2003-271호

2008. 03. 20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승인(1,187.669㎢)
강원도

지역도시과-2434

2008. 06. 09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추가승인(1,187.669㎢)
- 삼척방재산업단지

강원도
지역도시과-4967

2009. 01. 02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관리지역세분1차
강원도고시

제2008-432호

2010. 05. 03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1,192.561㎢)
- 삼척종합발전단지 및 삼척LNG생산기지

강원도
지역도시과-5468

2010. 07. 09 2015년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188.419㎢)
강원도고시

제2010-213호

2010. 07. 30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관리지역세분2차
강고

제2010-242호

2014. 01. 10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1,192.561㎢)
- 임원도시지역 및 호산도시지역 확장
  (산업단지의 배후도시 확정)

강원도
지역도시과-421

2015. 12. 14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1,192.561㎢)
- 삼척 및 근덕도시지역 (공업기능)확보

강원도
지역도시과-13809

2016. 03. 
2020년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2017. 03. 31 삼척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시설) 결정(변경)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7-128호

자료 : 삼척시 도시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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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연      혁 비  고

2017. 04. 07
삼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삼척시고시 
제2017-29호

2018. 04. 13
삼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삼척시고시 
제2018-49호

2018. 08. 17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8-100호

2019. 06. 21 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9-268호

2019. 06. 28
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삼척시고시 
제2019-72호

2019. 07. 26 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정정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9-311호

2020. 06. 19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
강원도고시 

제2020-232호

2020. 06. 19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삼척시고시 

제2020-97호

2020. 07. 01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삼척시고시 

제2020-114호

2020. 07. 10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삼척시고시 

제2020-121호

2020. 12. 30 2035 삼척 도시기본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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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위치도

 도시의 현황

1. 국토공간상 위치

가. 지리적 위치

❍ 삼척시는 국토공간상 한반도 동부,�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에 위치한 도시와 농어촌이 통합된 도‧농
통합시로서 영동남부지역의 산업,� 교통,� 관광,�

문화 등의 거점중심도시로 위도상 북위 37°02′

10″에서 37°28′26″에 경도상 동경 128°57′

01″에서 129°21′58″에 위치하고 있음

❍ 동서 45.75㎞,� 남북 48.60㎞의 거리에 이르며

동쪽은 58.4㎞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접하여 있고,�

서쪽은 정선군과 태백시에 남쪽은 경상북도

울진군과�봉화군에 북쪽은 동해시에 접하여 강원도�

2개시 1개군 및 경상북도 2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 행정구역은 2개읍(도계‧원덕)과 6개면,� 4개동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015년 현재

1,191.569㎢임

[표] 국토공간상 위치

시  청
소재지

방위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  장
지  명 극  점

강원도
삼척시
교동

592번지

동단 원덕읍 월천리 동경129° 21′ 58″ 
동서간 : 45.75㎞

서단 하장면 공전리 동경128° 57′ 01″ 

남단 가곡면 풍곡리 북위 37° 02′ 10″ 
남북간 : 48.60㎞

북단 삼척시 교동,증산동 북위 37° 28′ 26″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나. 교통상 위치

❍ 남북으로 연계되는 국도 2개노선(7호선 및 35호선)과 동서로 연계되는 국도 1개노선(38

호선)외에 국가지원지방도 1개노선(28호선)� 지방도 5개노선(416호선 ‧ 421호선 ‧ 424호선
‧ 427호선 ‧ 910호선)에 의해 인접 시‧군과 연계되고 있어 지역교통의 요충지임

❍ 철도는 영주를 분기점으로 하는 영동선이 태백,� 도계,� 동해시로 연결되고 있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내 동해선(포항~동해)이 신규사업으로 반영

❍ 2016년 9월 동해~삼척 구간의 동해고속도로 개통으로 삼척시의 관광 성수기와 출퇴근

시간의 교통정체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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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세력권

가. 행정권

❍ 삼척시의 행정세력권은 2개읍,� 6개면,�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은

1,191.569㎢� 이며,� 삼척시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삼척시청은 교동에 위치

구분 법  정  동 비  고

읍(邑) 지역 도계읍, 원덕읍 (2개읍)

면(面) 지역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6개읍)

동(洞) 지역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4개동)

나. 경제권

❍ 통학,� 통근 및 구매 등을 비롯한 경제활동과 서비스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동해시,� 강릉시

옥계면,�태백시 등은 직접영향권에 포함

❍ 동해~삼척 고속도로 개통으로 경제권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

❍ 옥계면을 제외한 강릉시,� 울진군,� 정선군 등은 간접 영향권에 포함

다. 사회․문화권

❍ 사회권은 역사적 배경,� 문화 ‧ 사회적 동질성을 갖는 지역적인 범위이므로 의료시설 전문

대학이상의 학교시설,� 항만,� 기타 서비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제권과 동일한�

권역임

❍ 울진군의 경우 경제권은 삼척시의 영향권에 포함이 가능하나 사회권에는 포함하지 않음

3. 자연환경

가. 지형 및 지세

1) 표고분석

❍ 백두대간인 태백산맥의 고적대(1,354m：삼척시‧정선군‧동해시 경계점)를 중심으로 동해

시와 경계를 이루는 청옥산(1,404m),� 두타산(1,353m),� 대이리 동굴지대의 덕항산

(1,071m)과 남측의 백병산(1,259m� :� 태백시경계),� 면산(1,245m：태백시‧봉화군과 경계)

을 분수령으로 하여 1,000m가� 넘는 고산의 산맥이 복잡한 지세를 형성하며 동저‧서고형
의 지형을 이룸

❍ 지형은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해발 600m이상이 약 46.4%를 차지하며 해안변에 위치한

동지역과 근덕,� 임원,� 호산 등의 시가지는 평균 10~20m인데 비해 내륙지역인 도계시가지

는 250m내외이고 백두대간 서측에 위치한 하장면 사무소는 해발 640m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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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계 0~200m
200~
400m

400~
600m

600~
800m

800~
1000m

1000~
1200m

1200~
1400m

1400m
이상

면적(㎢) 1,186..53 283.97 244.36 107.89 221.86 202.90 108.80 16.53 0.22

구성비(%) 100.0 23.93 20.59 9.09 18.70 17.10 9.17 1.39 0.02

자료 : DATA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면적산출

[표] 표고분석

나. 경사도분석

❍ 삼척시는 고산준령이 많아 해변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급경사지를 이루고 있어�

개발가용부지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편임

❍ 경사분석에서 개발가능한 20°미만이 87.3%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개발이 용이한 평지

(0~10°)의 면적이 35.3%�에 불과하며,� 10~20°의 면적이 52.0%를 차지함

❍ 또한 경사 20°이상은 절벽을 이루는 지형이므로 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1,000m

이상의 고산으로 위호하고 있는 삼척시는 험준한 산악지역임을 알 수 있음

구 분 합계 0~5° 5~10° 10~20° 20~30° 30°이상

면적(㎢) 1,186.53 162.48 255.95 616.62 145.25 6.23

구성비(%) 100.0 13.7 21.6 52.0 12.2 0.5

자료 : DATA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면적산출

[표] 경사도분석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표] 표고경사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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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계분석도

4. 수계분석

❍ 삼척시의 수계는 서쪽으로 삼척오십천 권역과

동쪽으로 마읍천권역으로 구분됨

❍ 삼척시 하천은 13개의 지방하천으로 구성되어,�

총 연장길이는 180.90km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천 개수율은 평균 81.5%임

❍ 오십천은 총연장 38.7km로 심포리 나한정

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마평읍

미로면 경계에서 오십천으로 합류하여 바다로

흘러감

❍ 가곡천은 총 연장 26.3km로 도계읍 신리

오만골과 도계읍 구사리에서 발원함.

구 분 하천수 총연장

요개수

요개수
(㎞)

기개수
(㎞)

미개수
(㎞)

개수율
(%)

연도별

2005 13 188.6 - - - - 

2006 13 149.8 147.7 117.3 30.4 79.4 

2007 13.0 180.9 147.7 117.3 30.4 79.4

2008 13.0 180.9 147.7 119.9 27.8 81.2

2009 13 180.9 147.7 120.4 27.3 81.5 

2010 13 180.9 147.7 120.4 27.3 81.5 

2011 13 180.9 147.7 120.4 27.3 81.5 

2012 13 180.9 147.7 120.4 27.3 81.5 

2013 13 180.9 147.7 120.4 27.3 81.5

2014 13 180.9 147.7 120.4 27.3 81.5

2015 13 180.9 147.7 120.4 27.3 81.5

종류별
국가하천 - - -  - - -

지방하천 13 180.9 147.7 120.4 27.3 81.5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하천개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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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기상

❍ 한반도의 동부에 속하는 삼척시는 온난한 남부지방으로부터 대륙성의 북부지방으로 옮아

가는 전이지대에 속하고 있음

❍ 삼척시의 연평균 기온은 13.8℃이며,� 계절로 보면 봄(3~5월)의 평균기온은 12.7℃를 보이며,�

여름(6~8월)은 22.6℃,� 가을(9~11월)은 15.7℃,� 겨울(12~2월)은 4.1℃의 영향을 받아서

해안지방에 동백나무,� 사철나무 등 난지성 식물이 자라고,� 농가 주변에 대나무 숲이 형성

되어 있음

 

구  분
풍 속(m/s) 상대습도(%) 기 온(℃)

강수량
(㎜)

일조시간
(hr)

비고
평균 최대 평균 최소 평균

평균
최고

평균
최저

2008 2.8 13.2 63.2 16.0 13.3 17.7 9.3 947.5 2,200.5

2009 2.5 14.9 62.0 8.0 12.4 17.6 9.5 945.0 2,128.3

2010 2.6 11.1 64.0 19.6 12.5 16.9 9.3 1,0491 2,111.6

2012 2.6 14.6 65.0 8.0 12.1 16.0 8.6 1,667.5 2,425.4

2011 2.6 16.2 63.4 8.0 12.2 16.3 8.6 971.5 2,479.8

2013 2.6 10.2 62.0 19.0 13.2 17.5 9.4 1,000.5 2,479.8

2014 2.6 10.8 62.8 18.8 13.3 17.5 9.4 1,239.5 2,230.5

2015 2.5 10.7 63.3 15.8 13.8 18.0 10.1 1,010.5 2,654.0

1월 2.9 10.4 48 8.0 2.7 7.0 -1.2 17.0 1,449.0

2월 3.0 12.3 51 8.0 3.4 7.7 -0.7 7.5 1,506.0

3월 2.9 10.0 44 9.0 7.8 12.8 3.0 19.0 2,608.0

4월 3.0 11.8 63 9.0 11.8 16.3 7.7 58.5 1,875.0

5월 2.6 10.7 54 10.0 18.5 24.3 13.9 0.5 2,914.0

6월 2.4 10.3 73 18.0 19.6 23.4 16.4 143.0 1,773.0

7월 2.3 8.6 76 29.0 22.9 26.6 20.0 98.0 1,717.0

8월 1.9 13.3 82 35.0 25.2 28.8 22.1 180.0 1,985.0

9월 2.1 9.1 81 39.0 20.3 23.8 16.8 163.0 1,935.0

10월 2.1 8.1 61 13.0 16.3 20.8 12.0 25.0 2,391.0

11월 2.3 11.5 73 10.0 11.0 13.9 8.2 294.5 890.0

12월 2.3 11.7 54 1.0 6.3 10.0 2.4 4.5 1,611.0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월별 기온 및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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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문⋅사회환경

가. 인구 및 세대

❍ 2015년 현재 삼척시 주민등록 기준 인구는 71,534인으로 2009년도 72,431인에 비해

897명 정도 감소함

❍ 2015년 삼척시 인구는 전국의 0.1%,� 강원도의 4.5%로 2009년 전국의 0.1%,� 강원도의�

4.7%에 비해 감소함

(단 위 : 만인(전국,강원도), 인(삼척),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4,997.3 5,051.6 5,073.4 5,094.8 5,114.1 5,132.7 5,152.9

강원도
인구 152.5 154.3 154.9 155.1 155.5 155.8 156.4

전국대비 3.0 3.0 3.0 3.0 3.0 3.0 3.0

삼척

인구 72,431 72,584 72,848 73,194 73,783 72,939 71,534

전국대비 0.1 0.1 0.1 0.1 0.1 0.1 0.1

강원도대비 4.7 4.7 4.7 4.7 4.7 4.6 4.5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전국 및 강원도, 삼척시 인구수 변화

나. 세대수 현황

❍ 전국 세대수는 2009년 1,926만 세대에서 2015년 2,101만세대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는 2009년 61.7만세대에서 2015년 68.5만세대로 약 9.9%증가율을 보임

❍ 삼척시는 2009년 31,233세대에서 2015년 34,604세대로 약 9.7%증가율을 보임

(단 위 : 만세대(전국,강원도), 세대(삼척),%)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1,926.1 1,986.5 2,003.3 2,021.1 2,045.6 2,072.4 2,101.1

강원도
세대수 61.7 63.9 64.8 65.5 66.4 67.3 68.5

전국대비 3.2 3.2 3.2 3.2 3.2 3.2 3.3

삼척

세대수 31,233 32,482 33,388 34,066 35,362 35,204 34,601

전국대비 0.2 0.2 0.2 0.2 0.2 0.2 0.2

강원도대비 5.1 5.1 5.2 5.2 5.3 5.2 5.1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전국 및 강원도, 삼척시 세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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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구원수

q 가구원수 현황

❍ 전국의 가구원수는 2009년 2.6인에서 2015년 2.5인으로 0.1인 감소하였으며,� 강원도는

2009년 2.5인에서 2015년 2.3인으로 0.2인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삼척시의 가구원수 또한 2009년 2.3인에서 2015년 2.1인으로 0.2인 감소하여 가구원

수의 감소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단 위: 인/가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2.6 2.5 2.5 2.5 2.5 2.5 2.5

강원도 2.5 2.4 2.4 2.4 2.3 2.3 2.3

삼척시 2.3 2.2 2.2 2.1 2.1 2.1 2.1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삼척시 통계연보(2016)

[표] 전국 및 강원도, 삼척시 가구원 수 변화

q 1인 가구 현황

❍ 전국 인구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가구는 2005년 317만세대로 전체가구수의 17.7%를 차지하

였으나,� 2015년 1인가구 520.3만세대로 전체 가구수 24.7%를 차지하여 약 7%가�증가함

❍ 강원도의 경우 2005년 1인가구 21.2%에서 2015년 28.6%로 약 7.4%증가함

❍ 삼척시의 경우 2005년 1인가구 21.4%에서 2015년 29.4%로 약 8.0%증가함

(단 위: 만가구, %)

구분

2005 2010 2015

전체

1인

전체

1인

전체

1인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국 1,785.7 317.0 17.7 1,986.5 414.2 20.8 2,101.1 520.3 24.7

강원도 57.4 12.2 21.2 63.9 15.2 23.7 68.5 19.6 28.6

삼척시 2.8 0.6 21.4 3.2 0.8 25.0 3.4 1.0 29.4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표] 전국 및 강원도, 삼척시 1인가구 변화



Ⅱ. 도시의 특성과 현황

19

[그림] 2010년과 2015년 연령별 인구비율 비교

라. 주택현황

❍ 2015년 기준 삼척시의 주택유형별 주택수를 살펴보면,�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113.18%의�

주택보급률을 나타내 보이는 가운데 단독주택이 14,086동(43.3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파트 12,146(37.38%),� 다가구주택 4,413(13.58%)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 위: ㎢, 호)

연별
일반

가구수
합계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
보급률

2009 26,351 29,102 14,571 1,932 10,769 1,437 393 110.43

2010 27,357 29,348 15,707 607 11,196 1,561 277 107.27

2011 27,588 32,833 16,988 2,997 11,196 1,375 277 119.01

2012 27,788 30,065 13,898 3,305 11,196 1,375 291 108.19

2013 28,177 30,846 13,885 3,953 11,196 1,399 413 109.47

2014 28,377 32,016 13,956 4,399 11,820 1,428 413 112.82

2015 28,703 32,487 14,086 4,413 12,146 1,428 414 113.18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용도지역 지정현황

마. 인구 구조

❍ 2010년 및 2015년의 삼척시 연령별 인구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 35세 미만의 비율은

201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35세 이상에서는 2010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0~14세와 25~39세 이하의 남성 인구의 비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남성 인구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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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토지이용

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삼척시의 2015년 현재 행정구역 1,187.08㎢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면적은 임야로�

전체면적의 88.1%인 1,044.89㎢이며,� 시가화된 토지인 대지,� 공장,� 학교용지는 0.9%인�

10.867㎢에 불과하므로 삼척시는 도시적 기능보다는 농촌적 기능이 아주 강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전체의 6.4%인 75.110㎢에 불과하며,� 삼척시는

농촌적 성격이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특히 답(논)의 비율이 1.2%인

15,37㎢에 불과함

구분 계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기타

계 1,187.08 56.53 15.37 1,044.89 7.93 1.44 60.92

도계읍 164.713 8.81 0.22 145.81 1.27 0.02 8.583

원덕읍 176.710 4.83 5.23 154.89 1.01 0.54 10.21

근덕면 133.678 6.19 6.23 108.37 1.50 0.19 11.198

하장면 205.705 14.13 0.64 183.31 0.37 - 7.255

노곡면 144.706 4.61 0.48 135.46 0.30 0.005 3.851

미로면 99.416 5.85 1.13 85.68 0.49 0.06 6.206

가곡면 152.427 3.40 0.62 144.70 0.25 - 3.457

신기면 56.309 2.99 0.47 49.58 0.19 0.13 2.949

남양동 18.190 1.74 0.02 13.58 0.71 0.34 1.8

성내동 22.662 2.57 0.08 16.94 0.65 0.003 2.419

교통 9.549 1.29 0.20 5.27 0.65 0.002 2.137

정라동 3.017 0.12 0.05 1.30 0.54 0.15 0.857

구성비 100.0 4.8 1.2 88.1 0.6 0.1 5.2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지목별 읍면동별 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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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 현황

❍ 2015년에 주거지역이 9.53㎢(0.80%),� 상업지역이 0.94㎢(0.08%),� 공업지역이 7.11㎢

(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은 전체의 55.85㎢인 4.69%를 점유

❍ 비도시지역은 1,114.17㎢(93.83%)로 대부분을 차지함

(단 위: ㎢, %)

종 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190.94 100.0 1,190.98 100.0 1,190.98 100.0 1,190.97 100.0

주거
지역

소계 9.39 0.79 9.53 0.80 9.53 0.80 9.53 0.80
1종일반주거 0.88 0.07 1.03 0.09 1.03 0.09 0.95 0.08
2종일반주거 7.80 0.65 7.80 0.65 7.80 0.65 7.88 0.66
3종일반주거 0.38 0.03 0.38 0.03 0.38 0.03 0.38 0.03

준주거 0.32 0.03 0.32 0.03 0.32 0.03 0.32 0.03

상업
지역

소계 0.95 0.08 0.95 0.08 0.95 0.08 0.94 0.08
중심상업 - - - - - - - -
일반상업 0.95 0.08 0.95 0.08 0.95 0.08 0.94 0.08
근린상업 - - - - - - - -
유통상업 - - - - - - - -

공업
지역

소계 6.50 0.55 6.50 0.55 6.50 0.55 7.11 0.60
전용공업 1.16 0.10 1.16 0.10 1.16 0.10 1.16 0.10
일반공업 4.29 0.36 4.29 0.36 4.29 0.36 4.90 0.41
준공업 1.05 0.09 1.05 0.09 1.05 0.09 1.05 0.09

녹지
지역

소계 55.99 4.70 55.85 4.69 55.85 4.69 55.85 4.69
생산녹지 1.08 0.09 1.08 0.09 1.08 0.09 1.08 0.09
자연녹지 51.43 4.32 51.29 4.31 51.29 4.31 51.29 4.30
보전녹지 3.48 0.29 3.48 0.29 3.48 0.29 3.48 0.30

비도시지역 1,114.14 93.88 1,114.17 93.88 1,114.17 93.88 1,114.17 93.83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용도지역 지정현황

사. 교통시설 현황

q 도로

❍ 2015년 현재 주요 도로시설(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일반지방도)의 총연장은

757,707m로서 포장률은 72.9%임

구  분 합계(m) 포장(m) 포장률(%) 비포장(m) 미개통(m)

2010년 757,322 543,768 71.8 110,950 102,604

2011년 757,322 543,768 71.8 110,950 102,604

2012년 758,547 553,031 72.9 101,866 101,866

2013년 758,467 552,951 72.9 101,866 101,866

2014년 757,707 552,191 72.9 101,866 101,866

2015년 757,707 552,191 72.9 101,866 101,866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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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원녹지현황

❍ 2015년 현재 삼척시는 시·군립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5개소,� 근린공원 24개소,�

소공원 3개소,� 수변공원 1개소로 추계됨

❍ 삼척시의 공원면적은 2010년 5,592천㎡에서 2015년 5,600천㎡로 증가함

구 분
합   계 시·군립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2010년 53 5,592 1 3,665 25 45 24 1,852 2 2 1 28

2011년 55 5,442 1 3,665 27 50 24 1,697 2 2 1 28

2012년 55 5442 1 3,665 27 50 24 1,697 2 2 1 28

2013년 54 5,605 1 3,665 25 45 25 1,865 2 2 1 28

2014년 55 5,608 1 3,665 25 45 25 1,866 3 4 1 28

2015년 54 5,600 1 3,665 25 45 24 1,858 3 4 1 28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표] 도시공원 현황

7. 도시경제

가. 경제활동인구 

❍ 2015년 현재 삼척시의 경제활동 인구는 61.3천인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55.9%로 전국�

62.6%,� 강원도 57.5%와 비교시 조금 낮은 수준으며,� 실업인구는 0.6천인으로 실업률

1.5%를 보이고 있음

(단 위: 천인, %)

구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소계 취업자 실업자

전국 43,017 26,913 25,936 976 16,105 62.6 60.3 3.6

강원도 1,272 756 731 25 516 59.4 57.5 3.3

삼척시 61.3 34.7 34.1 0.6 26.7 55.9 55.1 1.5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국가통계포털(KOSIS)

[표] 경제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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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구조

❍ 2015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 전국의 산업비율은 1차산업 0.2%,� 2차산업 26.5%,�

3차산업 73.3%로 3차산업이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는 3차산업 비중이 7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삼척시는 3차산업 비중이 7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3차 산업 중심의 도시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단 위: 천인, %)

구분
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종사자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종사자 구성비

전국 20,889.2 100.0 39.4 0.2 5,535.1 26.5 15,314.5 73.3

강원도 580.3 100.0 3.0 0.5 113.6 19.6 463.7 79.9

삼척시 26.8 100.0 0.1 0.4 7.5 28.0 19.2 71.6

자료 : 삼척통계연보 (2016년), 국가통계포털(KOSIS)

[표] 산업유형별 종사자 현황 

다. 지역 내 총생산

❍ 2015년 삼척시의 GRDP는 2.5조원으로 전국1,565.2조원의 약0.2%를 차지하고,� 강원

도의 GRDP� 39.6조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이후의 전국 GRDP는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도는

5.3%,� 삼척시는 11.0%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국 강원도 삼척시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2010 1,265,146,117 - 30,628,086 - 1,524,491 -

2011 1,330,888,239 5.2 32,438,497 5.9 1,643,028 7.8

2012 1,377,040,530 3.5 33,853,473 4.4 1,932,374 17.6

2013 1,430,254,931 3.9 35,357,498 4.4 2,264,636 17.2

2014 1,485,504,665 3.9 37,170,302 5.1 2,511,819 10.9

2015 1,565,247,799 5.4 39,565,560 6.4 2,546,260 1.4

평균 - 4.4 - 5.3 - 11.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표] 전국강원도삼척시 지역내 총생산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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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 검토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1) 계획의 비전

❍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실현

❍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국토

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 실현

� �

2) 국토형성의 기본목표

❍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 통합된 광역적 공간단위에 기초한 新국토 골격 형성하여 지역특화발전 및 동반성장 유도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친환경국토 형성 및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재해에 안전한 국토 구현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역사․문화자원을 국토공간에 접목한 품격있는 국토 조성 및 정주환경개선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 글로벌 개발거점확충 및 대륙∼해양 연계형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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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대 추진전략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3) 권역별(강원권) 발전방향

q 비전 :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

q 기본목표

❍ 글로벌 지향의 첨단 융복합산업 육성

❍ 복합관광산업을 통한 ‘아시아의 스위스’로 도약

❍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의 신 발전 선도

❍ 환동해권 복합 교통물류거점 기반 구축

q 발전방향

주요내용 세부전략

권역 특화발전 기반 
구축과 신성장거점 

육성

∙동해안 에너지ㆍ관광벨트벨트 등 초광역개발권 발전 기반 구축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관광핵심거점 등 허브 육성
∙환동해 관광ㆍ교역축 등 특성화축 중심의 지역특화 발전전략 추진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복합교통⋅물류
기반 구축

∙고속⋅개방형 복합물류⋅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환동해권 글로벌 게이트
웨이 기능 확충

∙광역교통망 확충 및 30분대 기간도로망 구축
∙공항⋅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확충 및 녹색교통망 확충

생명⋅건강산업 
중심의 첨단지식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산업벨트(삼척~울진~경주) 및 신재생에너지벨트(삼척~태백~영월~정선)를 
구축하고, 환동해경제권을 주도할 환동해물류산업벨트를 구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 그린에너지 산업을 녹색성장 신산업으로 육성

복합관광산업 및 
저탄소녹색성장 
발전거점 육성

∙동아시아 관광허브 거점지역 조성을 위한 국제적 관광⋅휴양⋅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특성화된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재해관리 조기대응체제 구축하여 화재⋅산불⋅수해 발행 위험 대비

타 광역권간 
연계⋅협력방안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연계⋅협력하기 위해 동해안권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

자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표] 강원권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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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1) 계획의 비전

❍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2) 권역별(강원권) 발전방향

q 비전 :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q 기본목표

❍ 체류인구 250만명 달성

❍ 전국 4%�강원경제권 실현

❍ 동북아 1일 생활권 중심지대 육성

주요내용 세부전략

동북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신발전축 구축

∙한반도 통합경제권과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신발전축 조성
∙강원도 G-HI벨트를 중심으로 공간재편

활력이 넘치는 도농 
생활공간환경 조성

∙청정 자연환경과 고품질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농복합타운형 스마트 
헬스케어단지 조성

∙인구소멸에 대응해 농촌과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기초공공서비스를 집적한 
스마트 생활공동체타운 모델사업추진 등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선도하는 

광역물류교통망 확충

∙신경제구상을 선도하기 위한 광역물류교통망 구축 추진
∙양양국제공항 경제권 육성 및 국가환승터미널 구축방안 모색
∙접경지역 연결도로망 구축, 평화지역(접경지역) 연결도로 구축
∙국토 내륙 통합, 포용국토기반 광역교통망 구축

스마트 혁신산업 및 
융복합 관광육성

∙스마트 헬스⋅모빌리티⋅관광 등 스마트 라이프산업의 중점 육성
∙국가산업단지 및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신성장거점육성
∙미래 강원 농도(農道) 실현을 위한 푸드테크 거점 육성 등

365 안심⋅행복한 
안전공동체 실현

∙자연과 공생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방재실현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인프라 확충
∙재난안전 취약요소 해소 등 안전복지 강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형성

∙글로벌 산림관광, 고원경제산업 및 생태자원 중심지대 육성
∙설악산-금강산(DMZ 연결) 국제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유역관리 기반 통합 물 환경관리 기반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확립
∙환경⋅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연안의 가치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표] 강원권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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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2012~2020)

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q 비전 및 목표

q 계획의 기조

구분 내용

내부적 정체(晶體)성을 토대로 한 
국제적 표준(G표준(Global 

Standard) 추구

∙내발적 동력을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개인 및 지역 역량 실현
∙품격 높은 삶터, 삶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응형 공간기반구축
∙고속화, 스마트화, 자연생태의 효율성 높은 미래사회 공간형성
∙지역간, 산업부문간 연계･협력, 융합의 시너지로 동북아 소통 촉발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강원도 산업구조 혁신체계 완성
∙녹색성장기반의 형성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혁신기반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도시 강원도의 실현
∙강원도의 혁신과 선진화 달성의 전기 마련

[표] 계획의 기조

2) 시⋅군별 발전방향 : 삼척시

q 비전

❍ 해양⋅역사⋅문화자원⋅동굴관광이 어우러진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q 공간 발전방향

❍ 도시 및 정주 공간구성

- LNG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복합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 환동해권 물류수송을 위한 세계적 종합 물류항인 호산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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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테마마을 및 세계 동굴 문화마을 조성

- 정라진 매립지 공원화 및 해상먹거리센터 조성,� 심포지구 종합개발

- 생활권별 도계지역 등 도시환경 정비

❍ 교통망 등 구상

- 수도권 등 연계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 :� 동서 4축(안중~음성~제천~태백~삼척)

-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계망 구축 :� 동해고속도로(삼척 근덕 상맹방~동해 용정동 18.6㎞)�

조기 확충

- 국도 38호선(태백 통리~삼척 미로 4차로 45.1㎞)� 확충

q 산업 발전방향

❍ 산업발전 구상

- 복합에너지거점도시 육성 :� 원자력,� 종합발전단지,� LNG생산기지,� 클린에너지 콤플렉스

산업단지 등

- 소방 방재산업 테크노벨리 인프라 구축

∘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소방방재산업단지 및 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 소방방재산업 R&D단지,� 재해정보과학센터,� 기술연구센터,� 방재산업 비즈니스센터,� 소방
방재 교육시설 등

- 소방방재산업진흥원을 통한 기업지원과 방재관련 기업유치,� 기술개발지원,� 고부가가치제품�

양산체제 구축

- 지역연고산업육성 :� 폐석탄신소재 원료생산 집적화,� 첨단유리소재 특성화사업

- 세계유기농수산연구센터,� 국제유기농교육원 설립 등 유기농·교육특화지구 조성

❍ 관광 구상

- 삼척 관아(죽서루)� 복원,� 이승휴,� 이사부장군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화 복원

-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등 신규관광지 조성

- 환선굴·대금굴 연계개발 및 동굴관련 이벤트 정례화

- 해상 케이블카 및 해안레일바이크 연계한 해양관광자원조성,� 관광미항 개발

- 블랙벨리 골프장,� 맹방 골프장,� 파인밸리 골프장 등 대중골프장 조성

- 삼척동해왕 이사부장군 문화유적 및 성역화사업 :� 사당,� 동상,� 진동루,� 사자공원 등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육백산화훼 휴양단지,�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

파크 조성)

- 복합에너지거점도시 이미지구축을 위한 ‘New-Energy� Park� 조성’� 관광 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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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삼척관련 국가계획

1)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q 계획의 비전과 목표

q 삼척시 관련 계획 (신설계획)

❍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 추가 검토 사업 :� 향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20년까지 사업 추진 검토

구분 노선명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비고

재
정

남북
2축

강진~
완도

37.5 10,513
기본
설계 
완료

남북
7축

영덕~
삼척

117.9 46,682

동서
3축

무주~
성주

60.2 20,184

동서
6축

영월~
태백

49.7 18,239

동서
6축

태백~
삼척

42.6 17,214

계 307.9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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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q 계획의 비전과 목표

q 삼척시 관련 계획 (기 시행사업, 신규사업)

❍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사업 (~20년 기 시행사업)

- 기 시행사업은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사 진행

구
분

노선명
사업
구간

사업
내용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비고

일
반

동
해
선

부전~
울산

복선
전철

65.7 24,578 공사중

울산~
포항

복선
전철

76.5 24,341 공사중

포항~
삼척

단선
철도

165.8 30,238 공사중

❍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 (~25년 신규사업)

-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 건설

구
분

노선명
사업
구간

사업
내용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일
반

동해
신항선

삼척해변정거장
~동해항

단선
철도

3.6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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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q 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 목표 :� 총항만물동량 17.1억톤,� 항만부가가치 40조원,� 항만산업 종사자 60만명

q 세부 추진 과제

1. 항만별 특성에 맞는 물류 기능 강화
2. 배후산업 및 경제활동 지원
3. 항만공간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
4. 해양관광 활성화 및 지역밀착형 사업 확대

5. 항만 운영 고도화 및 첨단 항만 구축
6.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시스템 구축
7. 해양영토수호 강화 및 해외 진출 지원

q 삼척시 관련 계획

❍ 삼척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구분 내용

기본방향
∙태백권 시멘트 수출전진기지 및 원자재 수입지원 항만으로 육성
∙동해권 주변관광지와 조화된 시민친화적 친수시설 조성 및 시설물 정비

항만의 현황
∙위치 : 강원도 삼척시
∙항종 : 무역항(지방관리항)
∙항만구역 : 면적 1,178천㎡(수상 : 996천㎡, 육상 : 182천㎡)

관리운영계획

∙기능재정립 : 전용부두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능 유지
∙운영관리 : 재해취약지구 정비를 위한 항만내 재해방재시설 조성사업 진행중
∙환경개선 : 준설토 투지장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 시멘트 및 기타광석 등 

화물처리시 분진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 장비 지속 확충․개선

❍ 호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구분 내용

기본방향
∙배후발전단지와 LNG인수기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중심항만으로 육성
∙배후화물과 에너지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초기지 항만으로 개발

항만의 현황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노곡리, 옥원리 일원
∙항종 : 무역항(지방관리항)
∙항만구역 : 면적 24,212천㎡(수상 : 24,151천㎡, 육상 : 61천㎡)

관리운영계획

∙기능 재정립(계획없음)
∙운영관리 : 발전단지 및 LNG인수기지 관련 화물 처리를 위한 전용부두로

운영하고 대형선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선반운항 관리
어항을 이용하는 어선과 통항 선박간 충돌방지 위한 관리감독

∙환경개선 : 원료하역과 관련하여 주분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항만 구역 내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청의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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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

q 강원권 비전과 잠재력

❍ 비전 :� “어메니티산업”� 1번지,� 세계 속의 생명․건강 허브“

❍ 잠재력 :� 강원도 전체 시․군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동계올림픽을 기회 요인

으로 활용한 지역발전 추진

q 분야별 역점과제

분야 역점 과제

지역행복생활권

∙지역주도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 지역 어메니티 자원 활용 창조지역사업, 접경권 한탄강 수계협력사업,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농촌중심지 사업

일자리 ․ 경제

∙강원도형 창조산업 육성

 - 의료기기특화산업단지 조성, 강릉과학연구단지 육성, 붉은대게타운조성,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관광벨트화 사업

문화 ․ 복지 ․ 교육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기반 확충

 - 올림픽 특구 관광거점 조성, 대관령국제음악제, 민속예술축전

q 지역생활권 구성(6개)

q 강원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q 공간발전구상
(건강․생명 클러스터 조성)                 - 관광․물류벨트 구축으로 북방경제 진출 도모

전략

∙바이오․첨단의료기기 등 제조

업과 서비스산업 융복합을 

통해 헬씨에이징산업 육성

내용

∙헬씨에이징 기업 입주산단

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헬씨에이징 제품(식의약품․
화장품․의료기기) 상품화 지원

효과
∙고용유발 3,500명, 생산유발 

6,500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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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계획 검토

가.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년)

1) 비전

2) 목표

구분 기준년도(2015년) 목표연도(2021년)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225만 명 500만 명 이상

국민국내관광객 연인원 관광객 수 증대 5,293만 명 9,734만 명

관광객의 
효율적 
분산화

겨울철 집중도 증가 21.2% 25.0%

관광객 방문 상하위 지역 간 
총량 비중 균형화

86:14 70:30

관광인프라 
공급 확충

관광단지 확충 13개소 16개소

관광단지 투자실적 확대 63.2% 75.0%

지정관광지 확충 40개소 44개소

지정관광지 투자실적 확대 45.7% 75.0%

시⋅군별 계획사업 채택율 37.0% 60.0%

관광객 
소비활동 

확대

국민국내관광객 1인당
여행지출액 증가

151,100원 195,247원

[표] 제6차 권역계획 정량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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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 접근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형 관광자원 개발

- 자원⋅테마의 동질성 중심에서 접근성과 기능성 중심으로 재편

- 접근성에 의해 움직이는 관광객의 동선을 중요시

❍ 관광(단)지의 활성화 유도

- 공공 관광인프라 공급의 총량 관리

- 관광(단)지의 매력성 강화

❍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관광소권의 전략적 도입

- 문제해결 중심형 관광소권

- 해결할 문제의 성격 규명 중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관광서비스 거점의 역할 강화

-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 결절점부터 고품격 관광서비스 도입

- 2018� 평창올림픽에 따른 세계인들과 접점으로 글로벌화 시도

❍ 개발과 진흥의 유기적 결합 추구

- 관광벨트와 소권,� 관광플랫폼을 통한 개발과 진흥의 믹스

- 도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진흥사업은 분리

4) 공간구상

구분 내용 도입 기능

6대
관광벨트

① 춘천-양양 간 관광벨트 : 춘천, 홍천, 인제, 속초, 고성, 양양
② 원주-강릉 간 관광벨트 : 원주, 횡성, 평창, 강릉
③ 원주-삼척 간 관광벨트 : 원주, 영월, 정선, 태백, 삼척
④ 철원-고성 간 관광벨트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⑤ 고성-삼척 간 관광벨트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⑥ 춘천-원주 간 관광벨트 : 춘천, 홍천, 횡성, 원주

관광벨트별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자원 확충과 광역

관광네트워크 실현

관광
플랫폼

① 메인 플랫폼 :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평창
② 서브 플랫폼 : 고속도로 IC와 철도역세권 중심

FIT, 외래관광객 중심
서비스 특화지구로 기능

관광
소권

① 호수문화 관광권 :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② 융‧복합 건강산업 관광권 : 원주, 횡성
③ 설악 MICE 관광권 : 속초, 고성, 양양, 인제
④ 동계올림픽 레거시권 : 평창, 강릉, 정선
⑤ DMZ문화 관광권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⑥ 해양문화 관광권 : 동해, 삼척
⑦ 탄광지역 관광재생권 : 태백, 정선, 영월

소권별 공통적인 핵심과제의
문제해결 목적 : 
홍보·마케팅,

브랜딩, 관광 산업 육성 등

[표] 제6차 권역계획의 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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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6차 권역계획 공간구상도

q 공간별 개발방향

❍ 고성-삼척 간 관광벨트 :� 동해안르네상스 벨트

- 2017년 완성되는 동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단위 레저·휴양 관광객과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함.

- 고속도로와 7번국도 상에 인접한 크고 작은 관광도시의 서비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강원도 관광에서 차지하는 동해안 관광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함.� 각� 도시마다 유사한

내용과 규모의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특한 자원발굴을 통해

동해안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함.

- 고성-삼척 간 관광벨트는 「강원 동해안 관광의 르네상스」를 주요 과제로 하여 기 형성된

관광객들의 관심도와 소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재 관광 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

을 재정비함.

- 강원도 동해안의 면모를 발산시킬 수 있도록 광역관광 서비스를 구체화시키고 각� 관광

도시나 마을의 브랜드와 이미지 관리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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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문화 관광권 :� 동해,� 삼척

- 과거 해수욕장위주의 해안문화에서 벗어나 해양레저 및 마리나항 등 을 특화시키는 해양

문화 관광권을 형성함.

- 항구와 등대 같은 장소적 특성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전시콘텐츠 기획과 공예품�

및 기념품을 발굴하고 판매를 통해 문화적 기반을 형성함.

- 토탈해양관광 목적지로서의 장소마케팅을 통해 해양레저활동 중심지로 다각화함.

q 전략계획 사업 (삼척시 관련)

구분 내용

7번국도변 트레킹 및 

하이킹 조성사업

 ∙ 목적 : 대형 리조트 입점에 따른 관광객 증가 예상으로 볼거리 및 체험

관광조성에 필요한 공간들을 조성하여 4계절 체류형 관광지 사업 필요

 ∙ 위치 : 삼척시 정하동, 근덕면, 원덕읍, 가곡면 일원

 ∙ 면 적 : 40km

 ∙ 사업내용

  - 7번 국도변 트레킹 및 하이킹 함께할 데크로드 조성

  - 덕풍계곡 농촌체험상품개발 및 숙박시설 조성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사 업 비 : 2,800백만원(공공)

 ∙ 사업유형 : 신규사업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사업

 ∙ 목적 : ‘마을’과 ‘바다’와 ‘감성’을 연결하여 『감성의 치유 사슬』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시간을 연결 하므로 삼척 해안의 대표적『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터』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

 ∙ 위 치 : 삼척시 정하동 산13-1일원

 ∙ 면 적 : 800,000㎡

 ∙ 사업내용 : 오감체험형 감성마을 조성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사 업 비 : 2,890백만원(공공)

 ∙ 사업유형 : 신규사업

이사부 독도 평화의존 

관광명소화사업

 ∙ 목적 :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이사부 장군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상징물로 조성하여 범국민적 애국 관광명소 및 자원화 조성 필요

 ∙ 위 치 : 삼척시 정하동 오분항 일원

 ∙ 면 적 : 2,125㎡

 ∙ 사업내용 : 이사부 독도 평화의다리 L=190m×2.5m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사 업 비 : 2,590백만원(공공)

 ∙ 사업유형 :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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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종합계획도

나.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2010~2020)

1) 비전 및 목표

2) 동해안권 특화 발전방향

q 공간구상 기본방향

❍ 환동해권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부합하고

동해안권의 입지와 역할을 강화

❍ 동해안권 전체를 아우르며,� 동해안권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 동해안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q 지역별 특화방향 (삼척시 관련)

❍ 동내 중부권(강원 남부,� 경북)

:� 에너지⋅해양자원 거점

- 원자력,�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발달된

에너지 기반을 중심으로 한반도 에너지

산업 거점지대화

- 포스텍,� 경북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과�

연계한 해양과학 및 자원 개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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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별 개발사업 계획 (삼척시 관련)

q 전략계획 사업 (삼척시 관련)

❍ (전략1)� 미래 에너지⋅해양자원 신성장 동력 창출

구분 프로젝트 개발사업

글로벌
에너지벨트 조성

복합에너지 
집적단지 구축

 ∙ DME(Dimethyl Ether, 차세대 청정연료) 연료단지 조성

 ∙ 첨단 에너지단지 조성

미래 에너지
신산업 거점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범지역 조성

 ∙ 천연가스차량 시범도시 조성

❍ (전략2)� 신산업 창출 및 특화산업 기반 구현

구분 프로젝트 개발사업

융⋅복합 
산업벨트 구축

신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삼척 소방⋅방재 특화산업단지 조성

특화농산물
생산⋅유통벨트

구축

친환경 농산물 
생산거점 조성

 ∙ 친환경 농산물 특화거점 조성

❍ (전략3)� 환동해 국제관광 기반 및 융⋅복합관광 육성

구분 프로젝트 개발사업

해양 관광벨트 
구축

동해안
Blue Tour Road

 ∙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 강원 낭만가도 조성

융 복합관광
육성

문화중심의 창조 
관광도시 조성

 ∙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 삼척 이사부장군 선양사업

❍ (전략4)�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구분 프로젝트 개발사업

국제 교역 및 
협력기반 구현

특화항만 육성  ∙ 자원 및 에너지 거점항만 육성(호산항)

동해안권 
연계교통망 구축

동해안권 내부 
연계축 구축

(남~북측 연계 
교통망)

 ∙ 남북 6축 철도(울산~삼척) 건설

 ∙ 동해북부선(삼척~제진) 철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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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0년 공간구조구상도

다.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2015.12)

1) 목표 및 미래상

❍ 도시미래상 :� 친환경적 해양⋅동굴⋅관광도시
❍ 계획의 목표

- 도시공간구조 정립으로 도시별 기능 강화

- 제반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도시발전방향 설정

- 비도시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추으로 삶의 질 향상

- 주5일 근무체계 정착에 따른 관광휴양도시로 육성

2) 도시지표 설정

❍ 계획인구 :� 100,000인 (2020년)

❍ 가구당인구 :� 2.4인,� 주택보급율 106.0%,� 상수도보급률 99.0%

3) 공간구조 및 생활권계획

q 도시공간구조

❍ 1도심(삼척),� 3부도심(도계,� 근덕,� 호산),� 2도농

거점(임원,� 하장)� 공간구조 체계

q 생활권 : 5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

❍ 삼척생활권 :� 동지역,� 미로면

❍ 도계생활권 :� 도계읍,� 신기면

❍ 원덕생활권 :� 원덕읍,� 가곡면

❍ 근덕생활권 :� 근덕면,� 노곡면

❍ 하장생활권 :� 하장면

4) 토지이용계획

(단위 : ㎢, %)

구분 합계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소계 주거 상업 공업 관리 소계 도시 비도시 소계 녹지 미지정

면적 1,192.561 21.752 9.434 1.206 3.438 7.674 10.831 5.544 5.287 1,159.9781,154.782 5.196

비율 100.0 1.8 0.8 0.1 0.3 0.6 0.9 0.5 0.4 97.3 96.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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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0년 삼척 도시기본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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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원도 드론산업육성 5개년 계획 (2018 ~ 2022) (2018.04)

1) 목표 및 기대효과

❍ 계획의 목표

- 도 전역 및 3개권역 4개분야(산불감시,� 레저스포츠,� 농약방제,� 해양구조)로 나눠 육성

❍ 기대효과

- 드론육성 규제개선으로 취약한 비행여건 개선 및 기업활동 활성화

- 대학 지원 및 교육기관유치를 통한 전문가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 권역별 특성화와 드론특구조성으로 취약한 기업유치기반 확충

- 산불감시단 등 광역협력체제 운영으로 신속한 대응,� 피해 최소화

- DSI� 창립 및 드론레저스포츠 선점으로 글로벌 드론 新시장 창출

→ 향후 강원 드론상품(컨텐츠+인력)�수출 전략화로 강원도의 글로벌 위상과 인지도 제고

2) 지역별 드론산업 특화모형 

❍ 삼척시 :� 해양구조 드론 특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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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식조사

1. 조사개요

❍ 본 조사는 “2035� 삼척 도시기본계획”� 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조사하고 삼척시민과 시민단체,� 교수,� 공무원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에

적극 활용

구분 내용

목적
⦁「삼척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홍보 및 

이해와 각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한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도시발전 목표 및 비전 설정과 시설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조사형태 
및 방법

⦁조사방법 : 행정조직을 통한 배포 및 회수
 -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조사내용
⦁도시 미래상 및 생활환경
⦁공원녹지, 관광문화산업 등 부문별 계획

조사 
신뢰수준

⦁신뢰수준 95% 범위 내에서 허용오차범위는 ±5% 임

[표] 시민조사 개요

2. 표본산정

구분 계 남자 여자 무응답

성별
응답자 1,146 677 438 31

비율 100.0 59.0 38.2 2.8

[표] 시민조사 표본 산정 

구분 계 10~20대 30~40대 50대이상 무응답

연령
응답자 1,146 34 309 793 7

비율 100.0 3.0 27.0 69.2 0.8

구분 계
교수/
연구직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기타 무응답

직업
응답자 1,146 26 134 168 226 539 53

비율 100.0 2.3 11.7 14.7 19.7 47.0 4.6

구분 계 읍지역 동지역 면지역 무응답

거주지
응답자 1,146 210 621 135 180

비율 100.0 18.3 54.1 11.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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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설문조사 결과

가. 거주환경 만족도

❍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해결 과제」는 기반시설 확충(25.0%)�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그 외 답변으로는 교육문제(13.1%),� 농어촌 소득 증대(13.0%),� 환경오염 문제(12.9%)� 등이�

뒤를 이었으며,�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3.2%,� 2.4%�로 나타남

❍ 「타 지역에서 이사할 경우 고려 할 사항」은 좋은일자리(25.3%)�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그 외 답변으로는 생활편익시설(25.0%),� 교육여건(11.9%),� 개발 기대(7.8%)� 등이 뒤를

이었으며,�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5.9%,� 5.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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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상에 대한 의식 조사

❍ 삼척시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생각은 ‘있다’(78.0%)�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 「삼척시가 가진 잠재력」은� 바다,� 산,� 계곡 등 청정 자연자원(38.9%)�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에너지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30.3%),� 동해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체계

(8.5%),� 역사,� 문화 관광자원(7.8%)�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

은 각각� 1.7%,� 3.7%�로 나타남

❍ 「삼척시의 시급한 현안 과제」는,� 기반시설 확충(25.0%)�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복지시설 확충(13.1%),� 일자리 확충(13.0%),� 원도심 활성화(12.9%)�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3.2%,� 2.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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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구조구상에 대한 의식조사

❍ 「삼척시 내에서 중심지역(도심)」은,� 남양동(28.3%)�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교동(26.4%),� 성내동(9.5%),� 도계읍(5.6%)�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응답

을 하지 않은 비율은 19.8%�로 나타남

❍ 「향후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은 환선굴,� 대금굴(27.2%)�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죽서루(14.8%),� 새천년 해안유원지(10.4%),� 맹방명사십리(10.1%)�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1.4%,� 14.6%�로 나타남

❍ 그 밖에 생활필수품구입,�문화여가시설(공연,영화 등),� 의료시설 이용은 삼척시(동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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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부분에 대한 의식조사

❍ 「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할시 개선사항」은,� 도로 및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30.9%)� 응답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삼척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체증 해소(19.7%),� 교통질서 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12.8%),� 보도 및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7.5%)� 등이 뒤를 이었

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0.7%,� 23.2%�로 나타남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시 개선사항」은 버스노선 확충 및 배차간격 조정(18.3%)� 응답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정비(15.5%),� 버스운행정보 시스템

구축(14.5%),�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1.2%,�

26.1%�로 나타남



Ⅱ. 도시의 특성과 현황

47

다. 사회문화복지부문에 대한 의식조사

❍ 「사회·문화 ·복지 부문의 생활환경시설 중 중요한 시설」은,� 의료시설(61.2%)�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삼척시 문화체육시설(14.7%),� 사회복지시설(14.3%),� 공원여가시설

(8.2%)�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0.3%,� 1.3%� 로

나타남

❍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노인일자리 지원센터(29.8%)�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긴급출동시설(25.1%),� 요양병원(16.4%),� 평생교육시설(8.2%)�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0.3%,� 0.9%�로 나타남

❍ 그 밖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시설은 의료시설과 평생교육 및 문화공간이 높은 응답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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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심 및 주거환경부문에 대한 의식 조사

❍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은 단독주택(51.8%)�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평생교육 및 아파트(33.5%),� 연립,� 다세대주택(8.8%),� 다가구(3.4%)�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2.1%,� 0.4%�로 나타남

❍ 「노후주택 관리 시 선호하는 방법」은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수리(55.5%)�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새로운 주택 구입 후 이주(21.1%),� 철거 후 신축(20.4%)�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1.8%,� 1.2%�로 나타남

❍ 그 밖에 주택지 개발이 필요시 선호하는 사업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55.5%)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대부분의 삼척시 주민들은 자가(76.9%)로 거주를 하는 것으로 파악됨



Ⅱ. 도시의 특성과 현황

49

라. 경관부문에 대한 의식조사

❍ 「삼척시 경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안경관(30.7%)�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하천경관(14.7%),� 시가지경관(14.2%),� 산림경관(10.9%)� 등이 뒤를 이었

으며,�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1.4%,� 2.1%�로 나타남

❍ 「삼척시 경관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하천,� 저수지오염 및 쓰레기 방치(23.6%)� 응답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비좁은 도로,� 가로시설물(17.8%),� 노후된 건축물 및 무질서한 간판

(16.5%),� 해안선 훼손(14.6%)�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0.8%,� 2.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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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원녹지부문에 대한 의식 조사

❍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은 산책 및 휴식(23.6%)�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운동 및 건강관리(26.2%),� 친구 및 이웃과의 만남(7.6%),� 가족 단위의

소풍(5.5%)�등이 뒤를 이었으며,�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0.5%,� 24.5%�로�

나타남

❍ 「삼척시에 필요한 공원」은 체육공원(14.3%)�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문화공원(12.7%),� 수변공원(12.0%),� 역사공원(9.8%)� 등이 뒤를 이었

으며,�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0.3%,� 23.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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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제산업부문에 대한 의식 조사

❍ 「삼척시가 발전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산업정책」은 관광산업(46.6%)�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청정에너지 산업(34.7%),� 농수축산 육성(13.4%)�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3.1%,� 2.2%�로 나타남

❍ 「농촌 문제의 문제해결 및 발전을 위해 해결 할 문제」는 6차산업화추진(40.2%)�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귀농인구 유치 (17.9%),� 영농의 과학화,� 기계화(17.2%),� 영농협동조합

활성화(13.5%)�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1.1%,�

2.3%�로 나타남

❍ 그 밖에 삼척시 내 관광지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싼 물가(26.0%)가�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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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민참여부문

❍ 「주민참여 경험이 있다면 참여 형태」는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제시(31.7%)�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주민공람이나 공청회(16.8%),� 주민자치센터,� 협의체(15.3%),� 시민단체를�

통한 지역사회 활동(13.7%)�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2.9%,� 6.8%�로 나타남

❍ 「주민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단계」는 기초조사단계(24.6%)�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답변으로는 계획의 목표 및 미래상 설정 (21.8%),� 부문별계획(16.1%),� 도시공간구조

의 설정(12.4%)� 등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 및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각각� 8.0%,�

6.2%�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