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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현황

1. 지목별 현황

❍ 2015년 현재 삼척시의 행정구역 총 면적은 1,187.1㎢이며,� 이중 임야가 1,044.9㎢로

88.0%,� 농경지인 전,�답이 71.9㎢로 57.8%이며,� 대지는 7.9㎢로 0.7%로 조사됨

❍ 도시적 토지이용의 확대로 농지 및 임야의 구성비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대지,� 공장용지

등의 구성비가 늘어나는 추세임

(단위 : ㎢, %)

구분 계
대지 공장용지 하천용지 학교용지 유지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2011 1,186.5 7.5 0.6 0.9 0.1 27.0 2.3 1.2 0.1 1.1 0.1

2012 1,186.7 7.6 0.6 0.9 0.1 27.1 2.3 1.2 0.1 1.1 0.1

2013 1,186.6 7.7 0.6 0.9 0.1 27.0 2.3 1.2 0.1 1.1 0.1

2014 1,186.5 7.8 0.7 0.9 0.1 26.9 2.3 1.2 0.1 1.1 0.1

2015 1,187.1 7.9 0.7 1.4 0.1 26.9 2.3 1.5 0.1 1.1 0.1

[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분 계
전 답 임야 도로 기타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2011 1,186.5 56.5 4.8 15.6 1.3 1,045.9 88.1 17.3 1.5 13.4 1.1

2012 1186.7 56.9 4.8 15.6 1.3 1,045.4 88.1 17.3 1.5 13.6  1.1

2013 1186.6 56.7 4.8 15.5 1.3 1,045.3 88.1 17.5 1.5 13.6  1.1

2014 1186.5 56.6 4.8 15.4 1.3 1,045.2 88.1 17.6 1.5 13.7  1.2

2015 1187.1 56.5 4.8 15.4 1.3 1,044.9 88.0 17.6 1.5 13.8  1.2

자료 : 삼척시 통계연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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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별 현황

❍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지역이 76.80㎢로 6.4%,� 비도시 지역이 1,114.17㎢로�

93.6%로 나타남

❍ 2015년 현재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이 9.53㎢로 12.4%,� 상업지역이�

0.94㎢로 1.2%,� 공업지역이 7.11㎢로 9.3%,� 녹지지역이 55.85㎢로 72.7%를 차지하며,�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이 3.37㎢로 4.4%를 차지함

(단위 : ㎢, %)

구분 합계
도시지역 비도시

지역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면적 1,190.97 76.80 9.53 0.94 7.11 55.85 3.37 1,114.17

구성비 100.0 6.4 0.8 0.1 0.6 4.7 0.3 93.6

자료 : 삼척시 통계연보, 2016

[표] 용도지역 현황

(단위 : ㎢, %)

도시지역 면적
도시지역

비고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76.80 100.0 12.4 1.2 9.3 72.7 4.4

자료 : 삼척시 통계연보, 2016

[표] 도시지역 용도지역 비율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별 현황

[그림] 삼척시 토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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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가용지분석

가. 분석기준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삼척시의 토지이용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기개발지,�

개발가능지,�개발억제지,�개발불능지로 구분한 후 중첩 분석을 통해 추출

❍ 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0�삼척 도시기본계획의 개발가능지 분석기준을 조정

❍ 법적인 제한사항을 제외한 임의적인 범위설정이 가능한 표고,� 경사 등의 지표는 지역여건에�

맞게 지표의 범위를 설정하여 적용

구 분 내 용

기
개발지

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구역 및 기타

 ∙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사업예정지

 ∙ 산업 및 농공단지, 관광지

도시계획시설
 ∙ 공간시설(공원⋅녹지 제외),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개발
불능지

자연환경
 ∙ 경사도 도시지역 20°이상, 비도시지역 25°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하천  ∙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하천시설, 방재시설

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
억제지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기타  ∙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공간시설(공원⋅녹지)

개발
가능지

자연환경  ∙ 경사도 도시지역 20°미만, 비도시지역 25°미만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기타  ∙ 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외 지역

[표] 개발가능지 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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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개발지 개발불능지

개발억제지 개발가능지

[표] 개발가능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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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결과

❍ 삼척시의 행정구역 전체면적 중 기개발지는 2.6%인 30.59㎢이며,� 대부분 도시지역을 중심

으로 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과 개발진흥지구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함
❍ 개발억제지와 개발불능지는 약 86.6%로 산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림지역 등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함

❍ 분석을 통한 개발가능지는 전체면적의 10.9%인 128.92㎢로 나타남

구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1,186.53 100.0

기개발지 30.59 2.6

개발억제지 906.15 76.4

개발불능지 120.87 10.2

개발가능지 128.92 10.9

[표] 개발가능지 분석

[그림] 개발가능지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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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

1. 주거용지 소요량 추정

가.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방법

1) 밀도방식에 의한 소요면적 산정

q 주거용지내 수용인구 산정

❍ 2015년 현재 도시지역 내 거주인구는 전체인구의 70,839의 77.8%인 55,120명이 거주

❍ 사회적 증가인구 대부분 기존 도시지역 및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유입이 예상

되는바 이를 고려하여 도시지역 내 인구 수용률을 평균 92.2%로 설정하고,� 주거용지 내

수용률은 98.0%로 설정

❍ 목표연도 계획인구 중 주거용지 내 수용률은 상주인구의 90.4%인 80,353명으로 설정

[표] 도시지역 및 주거지역 수용인구 추정 (단위 : 인, %)

구    분 계획인구
도시지역내 수용인구 주거용지내 수용인구

수용률 인구 수용률 인구

삼척 대생활권(행정구역 전체) 88,900 92.2 81,992 98.0 80,353

삼척 남양, 성내, 교동,
정라, 미로 50,757 95.0 48,219 98.0 47,255

도계 도계, 신기 13,212 95.0 12,551 98.0 12,300

원덕 임원, 호산, 가곡 8,130 90.0 7,317 98.0 7,171

근덕 근덕, 노곡 15,450 90.0 13,905 98.0 13,627

하장 하장 1,351 - - - -

 ※ 2035년 총 계획인구 중 상주인구 88,900인으로 계획 (비상주인구 제외)

q 인구밀도 설정

❍ 2015년 삼척시 주거지역의 인구밀도 평균은 42.1인/ha로 원덕 및 근덕 도시지역의 밀도가�

평균보다 낮음

[표] 도시지역별 주거지역 밀도현황 (단위 : 인, %)

구    분 현재인구
주거지역
인구 (인)

주거지역 면적
(㎢)

인구밀도
(인/ha)

생활권 평균 69,448 43,434 10.32 42.1

삼척 남양, 성내, 교동,
정라, 미로 42,612 31,831 6.68 47.6

도계 도계, 신기 13,604 7,914 1.41 46.0

원덕 임원, 호산, 가곡 6,621 2,223 1.33 16.7

근덕 근덕, 노곡 6,611 1,466 0.90 16.3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통계지도 활용(주거지역 인구, 면적) http://map.ngii.go.kr
※ 하장면은 도시지역이 없어 미표기 (행정구역인구 : 1,39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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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00m×100m� 격자인구로 인구밀도 분석결과 대부분

인구밀도가 100인/ha이하인 저밀지역으로 분포

구분
총계 40인/ha이하

40인/ha
~60인/ha

60인/ha
~80인/ha

80인/ha
~120인/ha

120인/ha 이상

격자
개수

비율
격자
개수

비율
격자
개수

비율
격자
개수

비율
격자
개수

비율
격자
개수

비율

계 1,680 100.0 1,420 84.5 72 4.3 57 3.4 38 2.3 93 5.5

삼척 1,002 100.0 827 82.5 38 3.8 38 3.8 25 2.5 74 7.4

도계 254 100.0 195 76.8 22 8.7 12 4.7 8 3.1 17 6.7

근덕 171 100.0 163 95.3 3 1.8 2 1.2 2 1.2 1 0.6

임원 85 100.0 80 94.1 - - 3 3.5 2 2.4 - -

호산 168 100.0 155 92.3 9 5.4 2 1.2 1 0.6 1 0.6

삼척 도시지역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통계지도 활용(250m×250m 격자인구) http://map.ngii.go.kr

[그림] 인구밀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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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 도시지역 근덕 도시지역

임원 도시지역 호산 도시지역

[그림] 인구밀도 현황

�

❍ 인구밀도는 신도시계획기준 상 제시된 개발밀도를 고려하되,� 생활권 현황 인구밀도 및 특성과�

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저밀정책 등을�감안하여 밀도 설정

- 삼척 및 도계생활권을 제외하면 고밀로 분류되는 지역이 없으므로 삼척생활권 이외 지역은�

고밀지역 배분 제외(삼척도시지역만 제3종일반주거지역 입지)

❍ 인구배분비율은 각�생활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표]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 원단위 (단위 : 인, %)

구    분
인구밀도 인구배분율

고밀 중밀 저밀 고밀 중밀 저밀

생활권 평균 120 120 80 8 11 81

삼척 남양, 성내, 교동,
정라, 미로 160 120 80 15 15 70

도계 도계, 신기 160 120 80 10 10 80

원덕 임원, 호산, 가곡 160 120 80 5 10 85

근덕 근덕, 노곡 - 120 80 - 1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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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정식

❍ 인구밀도 배분비율은 삼척시 주택유형별 현황을 고려하여 설정

❍ 주거용지 면적 산정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4-2-5)에 의하여 삼척시 토지이용을

감안,� 10%�증가시켜 산정


  








Ra : 주거용지 면적
Poi : 주거입지별 인구(명)
di : 주거입지별 인구밀도(인/ha)
I…n : 주거입비별 인구밀도 구분

[표] 도시지역별 주거지역 밀도설정 (단위 : 인, %)

구    분 수용인구 인구배분비율 목표밀도 소요면적 비고

계 80,353 　 　 9.975

삼척

고밀

47,255

15% 160 0.487

중밀 15% 120 0.650

저밀 70% 80 4.548

도계

고밀

12,300

10% 160 0.085

중밀 10% 120 0.113

저밀 80% 80 1.353

원덕

고밀

7,171

5% 160 0.025

중밀 10% 120 0.066

저밀 85% 80 0.838

근덕

고밀

13,627

0% 160 -

중밀 10% 120 0.125

저밀 90% 80 1.686

             

2) 주택호수방식에 의한 방법

q 주택보급률과 가구당 인구

❍ 주택보급률은 강원도 종합계획(2012~2020)상 2020년 주택보급률(112%)� 및 주변 지자체�

사례 검토를 통하여 110%�설정

❍ 가구당 인구는 통계청 자료 및 삼척시 현황을 고려하여 2.1인으로 설정

q 주택보급률과 가구당 인구

❍ 2015년 삼척시의 주택유형은 단독⋅다가구 :� 연립⋅다세대 :� 아파트 =� 56.9%� :� 5.7%�

:� 37.4%로 최근 10년간 연립⋅다세대는 지속적으로 감소

❍ 통계 및 지역특성 및 장래 균형 주택배분을 고려 주택유형별 구성비는 단독⋅다가구 :�

연립⋅다세대 :� 아파트 =� 55%� :� 5%� :� 4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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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호 비율(%) 호 비율(%) 호 비율(%) 호 비율(%)

2005년 29,009 100.0 16,795 57.9 2,162 7.5 10,052 34.7

2015년 32,487 100.0 18,499 56.9 1,842 5.7 12,146 37.4

연평균 증가율(%) 0.97 -1.59 1.91
자료 : 삼척시 통계연보, 2016

[표] 주택유형별 현황

q 산정식

주거용지 소요면적  = 
1호당 주택면적 × 소요주택수

용적률 × (1-공공공지율) × (1-혼합률)

상주인구(인)
주거용지 

수용인구(인)
가구당 

인구(인/가구)
주거용지내 
가구수(가구)

주택보급률(%)
주거용지내 

소요주택수(호)

88,900 80,353 2.1 38,263 110 42,089

[표] 주거용지 내 소요주택수

              ※ 2035년 상주인구 : 88,900명 (주간활동인구 제외)

구  분
주택배분율

(%)
주택수
(호)

호당면적
(㎡/호)

용적률
(%)

공공공지율
(%)

혼합율
(%)

소요면적
(㎢)

계 100% 42,089 - - - - 10.522

고밀지역 40% 16,836 100 200 40

10

1.559

중밀지역 5% 2,104 150 150 40 0.390

저밀지역 55% 23,149 200 100 40 8.574

[표] 주택호수 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

3)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 밀도방식과 주택호수방식에 의한 두가지 방법으로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 후 추정방법

의 두가지의 값 중 낮은 값을 목표연도 주거용지 소요면적으로 수용

❍ 목표년도 2035년 이용인구에 의한 주거용지 산정 :� 9.975㎢

구분 기 결정 관리지역 
면적

산출면적
적용 (㎢)

밀도방식 주택호수방식

소요면적 10.085 9.975 10.522 9.975

[표] 주거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소요면적 (A) 시가화용지 (B) 시가화예정용지 (A-B)

9.975 9.715 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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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용지 소요량 추정

가. 소요면적산정의 전제

1) 상업용지 이용인구산정

❍ 상업용지 수요는 목표연도 상업지역 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 상업용지 이용인구는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주간활동인구 포함)� 및 동시이용률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60%적용

❍ 상업지역은 이용인구 분담율과 1인당 점유면적,� 공공공지율 등을 감안하여 소요면적 추계

❍ 각종 추정 원단위는 인근 도시의 사례 및 2020�삼척 도시기본계획의 원단위를 검토하여 선정

q 산정식

상업용지 소요면적  = 

상업지역 이용인구 × 1인당 상면적

평균층수 × 건폐율 × (1-공공공지율) × (1-혼합율)

 ∙ 이용인구는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와 동시이용률을 고려하여 산정

 ∙ 산정을 위한 원단위 적용

   - 목표연도의 계획인구 : 118,800

   - 1인당 평균 상업용지 면적 : 15㎡

   - 상업용지 적용 인구비율 : 60%

   - 평균층수 : 3층

   - 건폐율 : 70%

   - 공공공지율 : 40%

   - 혼합율 : 10%

2) 상업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 상업용지 면적 산정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4-2-5)에 의하여 삼척시 토지이용을

감안,� 10%�증가시켜 산정

❍ 목표연도의 상업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1.037㎢가�필요한 것으로 분석

❍ 상업용지의 확장으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공간의 외적인 확산 방지하고,� 관광수요와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구  분
계획인구

(인)
이용인구

(인)

1인당 
평균 

상업면적
(㎡)

평균층수
(층)

건폐율
(%)

공공
공지율

(%)

혼합율
(%)

소요면적
(㎢)

계 118,800 71,280 15 3 70 40 10 1.037

[표] 상업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소요면적 (A) 시가화용지 (B) 시가화예정용지 (A-B)

1.037 0.99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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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용지 소요량 추정

1) 2차산업 종사자 인구 산정

❍ 2035년 2차산업 종사자수 취업전망 및 2차산업 구조전망과 해당 업종별 부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공업용지 면적을 산출

- 목표연도 계획인구 중 2차산업종사자 추정을 통해 산정된 13,850인을 적용

구분 단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총인구 인 74,540 81,220 85,560 88,900

15세이상 인 67,238 73,422 76,577 78,515

경제활동인구 인 38,998 43,319 45,946 47,109

　
취업자

인 38,218 42,453 45,027 46,167

% 98.0% 98.0% 98.0% 98.0%

경제활동참가율 % 58.0% 59.0% 60.0% 60.0%

취업인구 인 38,218 42,453 45,027 46,167

　
1차산업

인 8,026 8,066 7,655 6,925

　 구성비(%) 21.0% 19.0% 17.0% 15.0%

　
2차산업

인 10,319 11,887 13,058 13,850

　 구성비(%) 27.0% 28.0% 29.0% 30.0%

　
3차산업

인 19,873 22,500 24,315 25,392

　 구성비(%) 52.0% 53.0% 54.0% 55.0%

[표] 경제활동인구 추정

2) 종사자 1인당 부지면적 설정

q 산정식

공업용지 소요면적  = 

2차산업인구 × 1인당 부지면적 × 공업용지율

1 - 공공공지율

❍ 2035년 광업⋅제조업 종사자수는 13,850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종사자를 나타내는�
분야는 광업부문으로 7,494인(54.1%)를 나타냄

❍ 목표연도의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10.654㎢가�필요한 것으로 분석



Ⅱ. 토지이용계획

109

산업분류
종사자수
(2015)

1인당 
부지면적

종사자수
(2035)

공업용지 
수요

계 3,336 - 13,850 10.654

광업 1,805 1,135 7,494 8.506

제조업 1,531 221.5 6,356 2.149

식료품제조업 411 212.1 1,706 0.362

섬유제품  제조업 19 387.9 79 0.03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74 456.7 307 0.14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120.1 108 0.01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06 521.7 2,516 1.313

1차 금속 제조업 15 245.2 62 0.01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7 181.7 444 0.08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100.7 125 0.013

전기장비 제조업 52 113 216 0.0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200.3 62 0.012

가구 제조업 21 215.6 87 0.019

기타 제품 제조업 73 185.9 303 0.056

기타 82 205.6 340 0.070

자료 : 산업입지원단위 산정 연구(2015.3)의 종사자 1인당 업종별 부지면적 원단위
 주 : 광업원단위는 도계광업소,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의 종사자 1인당 평균 부지면적을 적용

[표] 경제활동인구 추정

2) 산업입지 정책 및 수요에 의한 수요추정

q 강원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11)

❍ 강원도 계획기간 내 (2017~2026년)� 계획입지 총 공급규모 대비 순수요 면적

                                                                            (단위 : ㎢)

2015년 12월 말
총 공급면적

계획기간내 (2017~2026년) 
총 수요 면적

계획기간내 (2017~2026년) 
순수요 면적

비고

20.92 30.64 9.72

자료 : 강원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7~2026)(2016.11)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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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산단재생,� 미분양,� 미개발 면적 현황
                                                                            (단위 : ㎢)

산단재생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미개발 산업시설용지 면적

미분양 미개발 경제자유구역 계

0.31 1.62 2.0 1.2 4.82

자료 : 강원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7~2026)(2016.11) 보고서

❍ 강원도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결과
                                                                            (단위 : ㎢)

2015년
계획입지

현황

계획입지
공급면적
(17~26)

계획입지 순수요면적(A) 선공급
면적
(B)

재개발, 
재정비 면적

(C)

미분양, 
미개발면적

(D)

휴/폐업
면적
(E)면적 적용률

6.5 1.18 5.35 55% 1.59 0.31 4.82 1.25

자료 : 강원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7~2026)(2016.11) 보고서
계획입지 공급면적 : 순수요면적과 추가수요 면적 감안하여 산정 [A + B + C – (D + E)]

q 삼척시 2035년 공업용지 수요추정

❍ 강원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11)에서 산업입지 공급규모 추정시(2017~2026년)� 예측한

연평균 증가율(3.8%)을 2035년까지 준용하여 반영 공업용지 수요량을 추정

                                                                            (단위 : ㎢)

2015년 12월 말
총 공급면적1)

계획기간내 (2035년) 
총 수요 면적2)

계획기간내 (2035년) 
순수요 면적

비고

1.07 2.26 1.19

주 : 1)「강원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고서」상의 2015년 삼척시 현황 반영 (개별입지+계획입지)
    2) 강원도 생산액 원단위 시계열 분석결과 연평균증가율 3.8%를 2035년까지 준용하여 적용

❍ 삼척시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결과

- 2035년 까지 수요추정결과 삼척시의 계획입지 공급면적은 0.60㎢로 추정

                                                                            (단위 : ㎢)

2015년
계획입지

현황

계획입지
공급면적
(17~35)

계획입지 순수요면적(A) 선공급
면적
(B)

재개발, 
재정비 면적

(C)

미분양, 
미개발면적

(D)

휴/폐업
면적
(E)면적 적용률

0.13 0.60 0.65 55% 0.20 - 0.244 -

주 : 1)「강원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고서」상의 2015년 삼척시 계획입지 현황 반영
    2) 계획입지 공급면적 : 순수요면적과 추가수요 면적 감안하여 산정 [A + B + C – (D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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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수요 추정 (삼척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 제조업 부지면적 및 생산액 원단위 시계열 분석을 통한 사업입지 수급계획 수요추정

결과와는 별도로 계획이 고시된 개발사업을 추가수요로 추정

- 강원도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승인 고시된 「삼척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면적

2.945㎢를 공업용지 추가 수요로 반영

※ 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8-1호,� 2018.1.5.)

� � � �

□ 참고 :� 지역개발계획(삼척시 관련)

� ∙ 개발권역․성장연계축의 발전방향 :� 고원남부권 +�고원관광․에너지개발축
� � -� 에너지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육성

� � -� 에너지산업(삼척),� 국제관광(속초),� 해양산업(강릉,� 동해)� 연계 개발

구분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용지 면적

계획입지 
공급면적

추가
수요면적

총 수요면적

공업용지 면적 6.768 0.600 2.945 10.313

[표] 공업용지 수요면적 추정

(단위 : ㎢)

3)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출은 일반적으로 2차 산업의 종사자수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삼척시의 공업지역은 우리나라의 시멘트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양

시멘트의 공장부지 및 환동해권 에너지 허브인 종합발전단지,� LNG생산기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업용지 추정이 어려움

❍ 따라서 종사자수에 의한 산정방식 보다는 삼척시의 특성에 맞는 산업입지 정책 및 추가적�

산업단지 수요에 의한 방식으로 목표연도 공업용지 소요면적 선정

구분
2차산업 종사자수에 의한 

산정방식(㎢)
산업입지 정책 및 수요에 의한 

방식(㎢)
비고

공업용지 면적 10.654 10.313

[표] 공업용지 소요면적 산정결과

(단위 : ㎢)

소요면적 (A) 시가화용지 (B) 시가화예정용지 (A-B)

10.313 6.768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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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별 소요면적 산출결과

구분
2017년 현재 용도지역 현황 2035년 소요면적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7.852 100.0 21.325 100.0 증) 3.473

주거지역 10.085 56.5 9.975 46.8 감) 0.110

상업지역 0.999 5.6 1.037 4.8 증) 0.038

공업지역 6.768 37.9 10.313 48.4 증) 3.545

[표] 용도별 소요면적 산출

 용지별 관리계획

1. 시가화용지

❍ 시가화용지는 현재 시가화가 형성된 기개발지로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위치

별로 표시

❍ 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된 용도지역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시가화용지 계획을

통한 도시계획 일관성 확립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시가화용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로 반영

- 비도시지역에 입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리용지로 반영

2. 시가화예정용지

❍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발전축과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질적⋅양적 기준을 제시

❍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 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며,�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 향후,� 시가화예정용지 중 관리용지로 전환될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
용지로 전환할 수 없음

❍ 시가화예정용지의 세부용도 및 구체적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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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계획의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개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한 경우

-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우선 지정

-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항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필요한 지역을 지정

-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

- 동해선 철도공사 사업 등의 여건변화로 삼척역을 중심으로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
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 및 경관 등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용도

지역 및 용적률 부여

3. 보전용지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해당 토지를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으로 선정�

-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중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우선적

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도시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제외)

-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상 필요한 지역,� 호소와 하천구역 및

수변지역

❍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류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지정하되,�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유수되는 우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비율을 강화하는 등 방재

대책을�미리 수립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보전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도시 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용지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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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지역의 관리방안

가. 주거지역

❍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적정한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하여 계획

❍ 기존 시가지의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건축물의 현황 및 삼척시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 신규 대규모 주거지역은 저층,�중층,� 고층주택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세분

❍ 일반주거지역의 제1·2·3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계획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하며,� 특히 자연녹지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가급적 저층·저밀도로�

개발

나. 상업지역

❍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

❍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

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

❍ 도시 내 기반시설의 기존 용량과 장차 확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고 특히,� 국지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신시가지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상업지역을 세분·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용을�

제고하도록 함

다. 공업지역

❍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시켜야 함

❍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하여야 함

❍ 토지의 혼합이용으로 인한 토지이용간의 상층을 억제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의 지정을

최소화 함

라. 관리지역의 세분 기본방향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보전산지의 해제 등 농림지역에서 새롭게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 장기발전계획과 공간구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적성평가결과에 기반한 토지등급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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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시가화지역의 관리방안

1) 비시가화지역 관리방안의 필요성

❍ 삼척시가 장기적으로 도시성장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 목적의 성장관리방안 도입 필요

❍ 특히,� 단기간 집중 개발로 인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점적인

개별공장 입지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2) 난개발 방지를 위한 추진전략

q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

❍ 시가화예정용지의 체계적 관리

-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관리 및 무분별한 개발 제어

- 체계적 개발유도를 통한 시가화예정용지의 효율적 정비

❍ 계획관리지역 관리방안 마련

- 계획관리지역 내 유형별 관리방안 수립(주거,� 산업ㆍ유통,� 관광ㆍ휴양 등)

❍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적 관리방향 설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 기 확정된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개발행위를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유도

q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관리방안 강구

- 부정형 용도지역ㆍ지구의 재정비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정비

❍ 도시 미ㆍ경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노후건축물 관리 및 장래 공가관리방안 제시

- 주요 간선도로변 개발행위 제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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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도관리 및 기타계획

가. 밀도별 관리방향

q 저밀지구 계획

❍ 주변 인접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정주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공원,� 자연경관지구 등 도시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공원 인접지,� 구릉지 및

급경사지에 입지한 저층주택지 등은 저밀개발 유도

q 중밀지구 계획

❍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 자연경관의 훼손 및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 평지에 입지한 주택지의 중층주택이 밀집된 곳 등은 중밀개발 유도

q 고밀지구 계획

❍ 고층,� 고밀도 개발된 아파트단지,� 간선도로에 면한 지역 중 도시기반시설(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의 확충이 가능한 지역을 고밀지구로 유도

❍ 돌출형 개발(나홀로 아파트 등)� 무분별한 고층개발과 이로 인한 도시경관,� 자연환경의 훼손�

등 우려가 있는 지역은 난개발 방지

나. 재개발⋅재건축 관리방향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밀도로 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기반

시설의 추가 확보 및 경관 등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용도지역 및 용적률 부여

다. 맞춤형 산지관리체계 방향

❍ 도시형 산지유역형 :� 산지유역 내 도시용지 면적이 35%�이상인 지역

- 쾌적한 정주공간 마련,� 도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 숲 등 녹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

❍ 도시주변형 산지유역형 :� 산지유역내 도시용지 면적이 15~35%인 지역

- 접근성이 양호하여 도시용지로의 전환을 대비하되,� 건강⋅치유⋅휴양공간 등으로 활용

하고 산림공익 기능을 확대

❍ 산야형 산지유역형 :� 그 밖의 산지

- 농산촌 인근 산악지,� 구릉지 등으로 산림복지단지 등으로 이용하거나 농림어업인의 경제

활동에 제한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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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1. 시가화 용지

1) 주거용지

❍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용도 결정되어 관리되는 지역을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조정

구   분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사유기정
(2020년)

변경
(2035년) 증감

계 9.434 9.715 증)0.281  

삼척 도시지역

6.529
(시가화 주거) 6.273

(시가화 주거) 증)0.256

∙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선형을 
고려 조정∙ 임원, 호산지역
도시지역확장 반영

0.191
(시가화예정 주거)

도계 도시지역 1.405
(시가화 주거)

1.235
(시가화 주거) 감)0.170

임원 도시지역

0.229
(시가화 주거) 0.346

(시가화 주거) 증)0.117
0.186

(시가화예정 주거)

호산 도시지역

0.311
(시가화 주거) 0.964

(시가화 주거) 증)0.653
0.599

(시가화예정 주거)

근덕 도시지역 0.960
(시가화 주거)

0.897
(시가화 주거) 감)0.063

[그림] 주거용지 배분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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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거용지 감소내역 (단위 : ㎢)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소   계 10.085 감) 0.370 9.715

주 거 용 지 10.085

삼척도시지역① 감) 0.295

9.715

도계도시지역① 감) 0.019

도계도시지역② 감) 0.032

도계도시지역③ 감) 0.005

도계도시지역④ 감) 0.019

❍ 도시지역 내 시가화용지(주거용지)� 감소내역

❍ 삼척도시지역 (주거용지 감소내역)

❍ 도계도시지역 (주거용지 감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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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용지

❍ 도시관리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용도 결정되어 관리되는 지역을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조정

구   분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사유기정
(2020년)

변경
(2035년) 증감

계 1.206 0.999 감)0.207

 ∙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선형을 
고려 조정

삼척 도시지역 0.767
(시가화 상업)

0.566
(시가화 상업) 감)0.201

도계 도시지역 0.170
(시가화 상업)

0.170
(시가화 상업) -

임원 도시지역 0.062
(시가화 상업)

0.059
(시가화 상업) 감)0.003

호산 도시지역 0.133
(시가화 상업)

0.130
(시가화 상업) 감)0.003

근덕 도시지역 0.074
(시가화 상업)

0.074
(시가화 상업) -

[그림] 상업용지 배분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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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용지

❍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용도 결정되어 관리되는 지역을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조정

구   분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사유기정
(2020년)

변경
(2035년) 증감

계 3.438 6.768 증)3.330

∙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선형을 
고려 조정∙ 임원, 호산지역
도시지역확장 반영

삼척 도시지역

2.706
(시가화 공업) 3.174

(시가화 공업) 증)0.468
0.461

(시가화예정 공업)

도계 도시지역 0.375
(시가화 공업)

0.369
(시가화 공업) 감)0.006

임원 도시지역 0.057
(시가화 공업)

0.065
(시가화 공업) 증)0.008

호산 도시지역

0.271
(시가화 공업) 2.342

(시가화 공업) 증)2.071
3.149

(시가화예정 공업)

근덕 도시지역 0.029
(시가화 공업)

0.206
(시가화 공업) 증)0.1.77

방재산업단지 
도시지역

0.782
(시가화예정 공업)

0.612
(시가화 공업) 증)0.612

[그림] 공업용지 배분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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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용지

❍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리용지로 구분

❍ 기존 관리용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은 보전용지로 분류

도면
표기 위치

토지이용계획 면적(㎢)
비고

기정
(2020년)

변경
(2035년) 증감

합계 7.674 7.027 감)0.647

① 근덕면 교곡리 일원
(동양신광산)

0.148
(관리용지)

0.145
(관리용지) 감)0.00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조정

② 신기면 서하리 일원
(쌍용광산)

2.559
(관리용지)

2.498
(관리용지) 감)0.061

③ 근덕면 용화리 일원
(장호관광지)

0.167
(관리용지)

0.175
(관리용지) 증)0.008

④ 근덕면 하맹방리 일원
(초당관광지)

2.457
(관리용지)

2.485
(관리용지) 증)0.028

⑤ 근덕면 동막리 일원
(동막농공단지)

0.112
(관리용지)

0.112
(관리용지) -

⑥ 신기면 안의리 일원
(홍성산업)

0.870
(관리용지)

0.870
(관리용지) -

⑦ 도계읍 늑구리 일원
(도계농공단지)

0.071
(관리용지)

0.067
(관리용지) 감)0.004

⑧ 원덕읍 산양2리 일원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0.093
(보전용지)

0.093
(관리용지) 증)0.093

⑨ 도계읍 심포리 일원
(스위치백리조트)

0.495
(보전용지)

0.495
(관리용지) 증)0.495

◯10 도계읍 심포리 일원
(도계심포지구)

0.087
(보전용지)

0.087
(관리용지) 증)0.087

◯11 도계읍 상덕리 일원
(도계 골프장)

0.956
(관리용지)

0.956
(보전용지) 감)0.956 체육시설

◯12 근덕면 초곡리 일원
(황영조 기념공원)

0.025
(관리용지)

0.025
(보전용지) 감)0.025 문화시설

◯13 도계읍 황조리 일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0.267
(관리용지)

0.267
(보전용지) 감)0.267 학교시설

◯14 신기면 신기리 일원
(신기 박물관)

0.042
(관리용지)

0.042
(보전용지) 감)0.042 문화시설

[표] 관리용지 변경내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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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관리용지 배분내역도

2. 시가화예정용지

1) 기본방향

❍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음

❍ 시가화예정용지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

❍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 및 개발을 도모

❍ 시가화예정용지는 생활권별ㆍ주용도별,� 단계별 총량만을 설정하고 세부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시가화예정용지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 결정시,� 도시관리

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그 주 기능을 지원·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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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계획

❍ 2020년 시가화예정용지 중 임원⋅호산 도시지역 확장지역,�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결정

지역은 시가화용지로 변경

❍ 추정된 용도별 소요면적에서 시가화용지 면적을 감하고 남은 면적을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

- 불필요한 개발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을 방지함으로써 기존 시가지의 상권

및 재생을 촉진시켜 토지 효율성 극대화 추구

구  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소요면적(A) 21.325 9.975 1.037 10.313

시가화용지(B) 17.482 9.715 0.999 6.768

시가화예정용지(A-B) 3.843 0.260 0.038 3.545

[표] 도시지역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단위 : ㎢)

구  분 기정
(2020년)

변경
(2035년) 증감 비고

시가화예정용지 5.544 3.843 감)1.701

[표] 도시지역 시가화예정용지 변경내역 총괄        (단위 : ㎢)

❍ 비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물량은 지난 30년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연평균

면적을�기준으로 향후 20년간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면적을 예측함

구  분 합계 주거형 산업형 관광형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 4.685 0.398 0.999 2.508 0.780

[표]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단위 : ㎢)

3. 보전용지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면적을 보전용지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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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계획 총괄

❍ 2035년 삼척시 시가화용지는 24.509㎢로 전체면적의 2.1%를 차지

❍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형 0.260㎢,� 상업형 0.038㎢,� 공업형 3.545㎢로 계획하였으며,�

비도시지역의 시가화예정용지는 4.685㎢로 계획

❍ 보전용지는 1,152.625㎢로 전체면적의 96.7%를 차지

[표]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단위 : ㎢)

구   분
기정

(2020년)
변경

(2035년)
증감

구성비
(%)

계획구역 1,192.561 1,191.569 감)0.992 100.0 

시가화용지 21.752 24.509 증)2.757 2.1 

주 거 용 지 9.434 9.715 증)0.281 0.8 

상 업 용 지 1.206 0.999 감)0.207 0.1 

공 업 용 지 3.438 6.768 증)3.330 0.6 

관 리 용 지 7.674 7.027 감)0.647 0.6 

도시지역 - - -     - 

비도시지역 7.674 7.027 감)0.647 0.6 

시가화예정용지 10.831 8.528 감)2.303 0.7

도시지역 5.544 3.843 감)1.701 0.3

주거기능 0.976 0.260 감)0.716 -

상업기능 - 0.038 증)0.038 -

공업기능 4.568 3.545 감)1.023 0.3

비도시지역 5.287 4.685 감)0.602 0.4

녹지(보전용지) 1,154.782 1,152.625 감)2.157 96.7

미지정용지 5.196 5.907 증)0.711 0.5

※ 미지정용지 : 도시지역과 접한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중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한 이외 면적(공유수면 : 
삼척항(0.999), 삼척종합발전단지(2.557), 삼척LNG생산기지(1.548), 덕산항(0.435), 임원항
(0.238), 호산항(0.079), 후진항(0.045), 광진항(0.006))

※ 주거용지 환원면적(0.370㎢)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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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시기본구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