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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현황 및 여건분석 

1. 현황

가. 주택

1) 주택 현황

❍ 2015년 일반 가구 수는 28,703호로 2010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보급률은 2015년 113.18%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단위 : 호)

구분
일반

가구수

종류별 주택수
주택

보급률(%)합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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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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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주)「비거주용건물내주택」항목삭제 (2013)

[표] 주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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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규모

❍ 2015년 25,279호 중 40㎡~60㎡� 9,645호로 전체 38.2%를 차지하며,� 60㎡~85㎡�

29.1%,� 20㎡~40㎡� 12.6%,� 85㎡~100㎡� 8.3%,� 100㎡~130㎡� 5.2%,� 165㎡~230㎡�

1.8%,� 230㎡초과 1.4%,� 20㎡이하 0.8%�순으로 나타남

(단위 : 호)

구분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1990 23,483 19,276 2,039 1,560 56 552 

1995 22,930  15,281 4,982 1,611 120 936 

2000 23,882  13,968 7,243 1,539 145 987 

2005 23,984  13,167 8,512 1,375 328 602 

2010 24,950  12,710 10,266 1,323 245 406 

2015 25,279  12,824 10,555 935 564 401 

20㎡이하 207 162 6 X 24 15 

20㎡~40㎡ 3,189 1,394 1,640 64 55 36 

40㎡~60㎡ 9,645 3,045 5,723 593 237 47 

60㎡~85㎡ 7,356 3,821 2,987 233 225 90 

85㎡~100㎡ 2,092 1,919 86 32 12 43 

100㎡~130㎡ 1,302 1,117 102 5 5 73 

130㎡~165㎡ 677 599 11 8 5 54 

165㎡~230㎡ 453 420 X X X 32 

230㎡초과 358 347 X X X 11 

자료 : 삼척통계연보(2016)

주) 빈집제외, 5 미만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X 표기

[표] 주택규모별,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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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노후도

❍ 2015년 건축연도별 주택은 1990~1999년 1,263호로 가장 많았으며,� 1980~1989년

1,095호,� 1997년 이전 1,048호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 수는

372호 이상으로 나타남

(단위 : 호)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합계 29,471  14,023 12,607 1,477 864 500 

1997년이전 1,048  981 X 34 X 33 

1980~1989년 1,095  51 647 313 63 21 

1990~1999년 1,263  94 961 111 70 27 

2000~2004년 214  43 134 X 32 5 

2005~2009년 199  13 179 X X 7 

2010년 X X X X X X

2011년 5 X X X X X

2012년 18 X X X 14 X

2013년 107 X 24 X 80 X

2014년 107 X 83 23 X X

2015년 135 9 24 61 41 X

자료 : 삼척통계연보(2016)
주) 빈집제외, 5 미만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X 표기

[표] 건축연도별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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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쇠퇴현황

1) 쇠퇴진단

q 쇠퇴진단의 방법론

❍ 도시쇠퇴의 양상 및 원인을 경제ㆍ사회ㆍ문화ㆍ물리적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

하고,� 도시의 잠재력과 자원을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함

❍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도시 내에서 생활권 단위나 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

❍ 범위의 권역을 설정하여 도시의 쇠퇴의 양상 및 원인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시재생의

방향을 달리 도출

❍ 쇠퇴를 진단하는 때에는 교차분석 및 복합쇠퇴지수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쇠퇴 진단 및 여건분석을 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

q 쇠퇴진단 지표설정

❍ � 삼척시의 쇠퇴진단을 위해 공간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등 지역의 종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의 범위를 동(행정동)�기준으로 실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집계구 데이터(115개)로 추가 조사하여 분석

❍ 등급이 높을수록 양호(1등급 :� 심각,� 5등급 :� 양호)

구분
인구‧사회부문

(6개)
산업‧경제부문

(11개)
물리‧환경부문

(6개)

활용데이터

인구변화율

노령화지수

고령인구수

노년부양비

경제활동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총 사업체수 증감율

총 종사자수 증감율

고차산업 종사자 비율

주요산업별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도소매업 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 비율

제조업체 증감율

도소매업체 증감율

소형주택비율

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노후건축물비율

부동산공시지가

접도율

[표] 활용지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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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쇠퇴진단 종합분석

❍ 집계구별 정량적 지표를 중첩분석을 통해 5개 등급으로 쇠퇴등급을 분석

❍ 삼척시 동별 인구사회 부문 /� 산업경제 부문 /� 물리환경 부문을 종합한 쇠퇴진단 결과

1등급 4개,� 2등급 4개 지역,� 3등급 1개 지역으로 분석됨

❍ 삼척시는 12개 읍면동중 8개(66.6%)의 읍면동이 쇠퇴 1·2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석탄산업 사양화 정책에 따라 인구의 지속적 감소,� 제조업 분야의 전반적인 감소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삼척시 전체(개) 4 4 1 2 1 12

비 율(%) 33.3 33.3 8.3 16.8 8.3 100.0

[표] 쇠퇴진단 종합분석

[그림] 쇠퇴진단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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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1. 도시재생계획

q 지역 특성 활용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 역사,� 자연,� 문화(인문)자원 등 지역 보유자산,� 인구 및 가구특성 등 거주자특성을 고려한

마을단위의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q 신·구도심의 균형적 발전 및 도시기능의 회복

❍ 생산과 소비,� 상업과 유통,� 문화와 복지,� 교육과 예술,� 주거와 생활환경 등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회복

q 경제성장 신 동력 창출을 통한 도시경제의 활력회복

❍ 폐광지역 및 농산촌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육성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도시의 경제적 기능회복

q 창조적 재생시나리오 수립

❍ 미래 트랜드에 부합하는 창조적 재생 로드맵 작성하고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삼척의 가치,�

브랜드를 형성 및 홍보

q 빈집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

❍ 빈집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및 미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가능한 공용공간으로 조성

q 도시 커뮤니티의 부활

❍ 지역경제의 침체와 함께 수반된 지역 정체성의 약화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신뢰와

협력 등 사회적 자본의 회복을 통한 역동적인 도시창조

❍ 지역 내 대학 및 교육기관,� 행정기관을 이용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추진 지원

❍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의 지원체계 구축

2. 도심 및 시가지정비

q 지역에 맞는 도심 및 시가지 정비방향 계획

❍ 도심 및 시가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방향을 유도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다양하고

유연한 정비 유도

❍ 주민주도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되 대규모사업을 지양하고

소규모 민간주도 정비방향을 유도

❍ 지역사회의 역할강조,�문화유산 자원의 보전,�환경의 지속성 등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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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한 유동인구 흡수로 도심공동화 방지

❍ 기존 상업지역의 기반시설 정비와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를 통해 기존 상권 활성화와

도시 중심성 강화

❍ 중앙시장의 현대화사업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문화의 거리 정비를 통하여 문화/여가 기능을 확충

q 비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 비도시지역 취락지구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지역과의 균형발전

❍ 저밀도로 이용되는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생활기반 시설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 농어촌마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기반시설 확대 및 소규모 도시

재생 등을 유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과 마중물역할 부여

❍ 공공시설 네트워크 체계와 교통수단 확보 및 연계로 지역주민의 문화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3.주거환경계획
q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정비 및 합리적 주택공급계획 수립

❍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주택공급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정책 제시

q 다양한 주거단지 개발

❍ 실버인구의 분리를 막고 지역사회 시민구성원으로의 활동을 장려 할 수 있는 생활SOC�신설

- 고령화 추세에 맞는 실버인구를 위한 주거단지를 개발하여 공급

-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통한 실버인구 커뮤니티케어사업추진(돌봄서비스 등)

- 재교육 및 재취업을 반복하는 순환형 주기를 위한 단지특성을 계획

- 사회경제여건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및 기반시설을 계획

❍ 주택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녹색성장형 그린 홈 보급 확대

q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 빈집 정비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 CPTED개념 도입하여 범죄예방

q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

❍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

q 정주공간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화를 도모

❍ 교육,� 의료,� 정보,� 경제 분야의 긴밀한 접근환경 향상도모

❍ 농촌 간 주택간 지리적 연계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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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탄소 녹색도시 주거단지 조성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 인접한 하천과 주변의 공원을 연결하는 토지이용을 구성하고,� 주거지와 상업지 곳곳에

소규모 공원을 계획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용적률 추가 등 인센티브적용

❍ 자연통풍 및 환기시스템을 유도하고 고효율 기기사용을 권장

 추진전략

1. 도시재생계획

가. 추진전략

q 문화 예술을 매개로 한 재생계획

❍ 전통시장을 지역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시장의 잠재가치를 극대화 하는 계획 검토

❍ 도계 작은 영화관 건립,� 권역별 문화예술 창업공간 설치 등의 특화 계획 도모

q 독특한 문화와 전통배경의 테마특화거리조성

❍ 지역문화 특화산업 등을 연계하여 스토리가 있는 테마거리 연출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력 창출

q 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의 탄광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조적 재생으로 활기회복 도모

❍ 도계읍의 탄광자원인 급수탑,� 인클라인,� 스위치백 등 역사자원을 활용한 탄광산업현장

학습이 가능한 마을로 조성

❍ 석탄폐석을 재활용한 유리조형 테마파크 및 유리제품 개발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q 농어촌자원의 창의적 활용으로 새로운 지역 활력 창출

❍ 1차 산업 경제생활 형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 가능한 콘텐츠 개발

q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삼척해녀마을,� 해녀식당,� 어촌체험마을 등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역 재생

❍ 해양관광지역의 연속적인 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新해양문화관광루트를 조성

❍ 요트마리나 항만시설 조성 및 연관서비스 집적을 통해 우수한 해변자원과 통합적 해양

문화를 형성

❍ 동굴 관광산업 네트워크를 강화한 교육체험형 테마관광지 개발

q 커뮤니티 기반형성을 통한 지역문화의 계승 및 발전

❍ 마을주민의 공동체의식 회복과 삶의 문제 해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존의

마을 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구축

❍ 전통문화,� 행사 등 보존가치가 있는 무형자원 및 향토생활 문화의 계승관련 활동·지역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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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재생 전략계획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

q 계획의 배경

❍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인구유출

- 석탄산업 부흥(탄광개발 및 오일쇼크)에 따라 전국 각지 노동자가 몰리면서 삼척시 동지역�

및 도계역 주변으로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됨

- 1990년대 이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삼척시의 핵심산업인 석탄산업이 축소‧폐업
하고,� 연쇄적으로 지역 소득기반 하락 및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의 침체기를 맞이함

❍ 물리적 도시재생의 한계

- 그동안 추진된 도시재생 관련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은 물리적 중심의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졌음

- 이런 물리적 도시재생 사업은 지차체의 재정확보 어려움,� 지역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

참여 미흡 등 한계성을 나타내어 사업진행 부진 및 구역해제 등의 문제 및 정비 후 개선

효과도 미흡한 실정임

q 계획의 목적

❍ 지속가능한 종합적 중·장기 기본방향 설정

- 삼척시의 장기적 도시재생방향에 대한 공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정책 제시

- 잠재력 발굴,�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목표 및 과제도출

- 쇠퇴진단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및 계획수립 방향 제시

❍ 파급효과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 활성화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재생방안 공간 구체화 및 실현

- 활성화지역에 대해 주체별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연계

- 개별적 도시재생사업 간 공간계획 및 사회·경제 프로그램,� 주민조직 등 연계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기반 구축

- 주민참여 및 지역주민의 자생력 확보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방안

- 도시재생대학 주민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활성화 도모

-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대학 원활한 운영ㆍ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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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q 유형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설정 (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 경제기반형

- 도시의 기능과 산업을 쇠퇴지역에 유치하고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좋은 전략적 재생사업(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연계･협력하여 추진

-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정비･개발(앵커사업)과 연계하여 고용･산업기반 창출 및 문화･
관광･복지 등 도시서비스 확충

❍ 근린재생형

- 공동체･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재생사업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생산적 복지

증대

- 대상지에 적합한 지역의제 및 도시재생 사업을 도출하여 근린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계획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복지전달
q 주거환경 재생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확대

❍ 주민 커뮤니티 시설 조성,� 주택 개보수,� 공지를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 등 추진

❍ 도로,� 녹지,� 하천 등 선적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공간 연계

q 주민역량 강화

❍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자치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 도시재생대학,� 마을리더만들기 등 주민리더 양성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향상 및 수익 재투자로 사회적 가치 창출

q 지역자산 활용

❍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 강화

❍ 지역축제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는 특화거리 조성

❍ CCTV를 활용한 안전한 마을 홍보 및 마을방범대 등의 자치조직 운영

q 관련 계획간 연계

❍ 기존 추진되고 있는 관련사업간 연계

- 마을만들기,� 기반시설 정비,�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3)� 목표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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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생태도시 삼척

추진전략 세부내용

풍요로운

활력경제 재생

• 고용기반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 마련

• 구도심 및 쇠퇴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 전통시장별 테마 발굴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유산, 지역자산을 활용한

창조문화 재생

• 랜드마크 공간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 중심거점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강원대(삼척⋅도계)를 활용한 젊은 문화도시로의 도시재생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주환경 재생

• 노후지역 재생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계기마련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복지기능 강화

• 기반시설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간 격차와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는 공동체 재생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 구축

•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기반 구축

• 도시 자생력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거점 공간 조성

[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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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기본구상

❍ 효과적인 도시재생의 실현을 통해 도시전반의 파급효과 극대화,� 도시재생 사업간 연계성

확보,� 각� 지역 간 소통으로 조화로운 도시발전 도모

권   역 위    치 특성(상위 및 관련계획) 도시재생 기본방향

삼척권역 삼척도시지역 업무, 중심상업 교육, 문화 중심
대학로 및 삼척항 도시재생

거점을 통해 도시재생 파급 확산

도계권역 도계도시지역
지역행정, 교육, 관광‧위락, 석탄산업 

등
전통시장 정비, 도계로 주변상가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근덕권역 근덕도시지역
지역행정, 전원주거, 관광휴양, 

근교농업
관광자원 및 지역축제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임원·호산
권역

임원･호산
도시지역

지역행정, 해안관광, 공업, 근교농업
상가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 배후지 재생

[표] 권역설정 및 기본구상

[그림] 도시재생 권역별 기본구상(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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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역별 기본구상

q 삼척권역 재생방향

재생전략 내 용

주민조직 형성
및 활성화 유도

•주민조직(마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마을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 체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구축

•새천년해안도로, 삼척해수욕장, 삼척항 등의 관광자원과 쏠비치호텔&리조트
및 펠리스호텔 등 숙박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벨트 구축

구도심 활성화
•기 조성된 대학로 특화거리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추가개발
•삼척중앙시장 및 중앙로 주변 상가와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성내동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방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재생사업 연계
및 신규사업 발굴

•대학로 및 삼척항 일원에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 파급력 확산
•죽서루 ~ 오십천 ~ 삼척항을 연결하는 문화 · 예술 스토리텔링 산책로 조성
엑스포타운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개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재생

•화력발전소 건설(예정)에 따른 지역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 창구 필요
•주민 화합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화합 장소 조성

[그림] 삼척권역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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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계권역

재생전략 내 용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및 부족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오십천 정비 및 운동 · 휴게공간 조성과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수변
공간 조성

주민조직 형성
및 활성화 유도

•주민조직(마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마을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체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구공탄마을(새뜰마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생적 도시재생
역량강화 도모
•지역 상권강화를 위한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재생거점 조성
•도계석탄공사 이전(예정)부지 및 도계역 광장을 활용한 재생거점 공간 조성
•다양한 거점 공간에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휴식· 편의시설 조성

특화거리 조성
•전두시장과 도계로 주변상가를 연결하는 특화거리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
•근대 모습이 유지 되어 있는 건축물 및 간판 정비를 통하여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근대 풍경 촬영장소로 조성하여 문화재생 기틀 마련

상생적
관광네트워크 구축

•주변 관광지(하이원 추추파크, 블랙밸리CC, 신리너와마을)와 유리마을 체험장
및 도계역(스위치백) 등을 연계하여 삼척 내륙의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그림] 도계권역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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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덕권역 

재생전략 내 용

주민조직 형성
및 활성화 유도

•주민 참여 및 리더교육을 통해 지역조직 활성화와 이에 따른 관리·운영 체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교가시장 및 해안변 상권강화를 위한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세대간 갈등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화합 장소 조성

산업단지와
공생전략 구축

•근덕 도시지역 남측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환경저해 최소화 및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해 경제 활성화 도모

해양스포츠
거점 육성

•해수욕장 및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스포츠 거점 도시 육성
•숙박시설과 각종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로 해양레포츠 동호인들의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는 해양레포츠 타운 조성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근덕면사무소 및 교가시장 일대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지역상권재생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생활 환경 개선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마읍천 정비 및 운동· 휴게공간 조성과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수변
공간 조성

동해안권
관광벨트 구축

•해안변을 따라 조성된 해수욕장(맹방, 덕산 등), 숙박시설 및 지역축제(맹방
유채꽃축제 등)를 연계한 동해안권 관광벨트 구축

[그림] 근덕권역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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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호산권역

재생전략 내 용

해양에너지 물류
거점 도시 조성

•LNG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제도마련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주민조직 형성
및 활성화 유도

•주민 참여 및 리더교육을 통해 지역조직 활성화와 이에 따른 관리·운영 
체계지원 프로그램 마련
•임원항 주변과 호산시장 주변 등 지역 중심상권 강화를 위한 상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상권 회복을
통한 경제 재생

•임원항 주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중심상권 (회센터 및 건어물 상가) 활성화
•호산시장과 주변 상권의 인프라 확충 및 정비로 발전단지 및 산업단지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생활 환경 개선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방재시설 및 방범시설 확충을 통해 원주민과 신규 유입인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그림] 임원･호산권역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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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계획

q 추진체계 구축

❍ 전략사업실,�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주체들간 정기적인 사업추진

협의회운영을 통해 긴밀히 협력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력재생에 대한 의식 함양과 합의 형성이 중요함에�

따라 지속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림] 추진체계구축

7) 추진체계 구성

q 전략사업실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업무의 원활한 협의와 진행을 위하여 타부서와의�

연계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하며,� 추진과정에서의 단계별,� 주체별 역할의 명확성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위한 총괄 ·� 조정

❍ 현재는 삼척시 전략사업실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추진 전담조직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TF팀 구성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구성

❍ 단기적으로는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기반구축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를

구성하여 도시 재생 전담조직으로 개편

❍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별(주거,� 상업,� 문화예술 등)� 재생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 추진

q 도시재생지원센터

❍ 지역 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주체(주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간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지역리더 발굴육성과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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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수행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총괄 지원기능 수행

❍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자생 프로그램�운영

q 주민협의체

❍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주민 전체의 직접적인 참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 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제도화 된 것이 없고,� 여건에 따라 위원구성�

및 운영방식이 서로 달라짐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제시

❍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 하도록

하고,� 주민조직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구별로 구성·운영

8)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단계별 집행계획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은 차등 적용되며,� 추후 국비 및 도비

를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마중물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활성화계획에 관련기금을 활용한 세부적인 재원조달계획을 포함

❍ 역량강화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비(도시재생

센터,� 주민협의체,� 재생대학 운영 및 소규모 재생사업)는 도시재생사업 재원과 별도로 마련

하여 지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

구분
대학로 

주변지구
삼척항

주변지구
도계역

주변지구
근덕면사무소

주변지구
임원우체국 
주변지구

원덕읍사무소
주변지구

면적(㎡) 193,000 383,000 131,000 66,000 78,000 94,000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5순위 4순위 2순위
뉴딜사업

유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주거지지원형 주거지지원형

사업비
162억

(2018년 
뉴딜선정)

250억
(2018년 
뉴딜선정)

150억
(2019년
추진계획)

150억
(2020년 이후 추진계획)

국비/지방비
국비 85억

지방비 77억
국비150억

지방비100억
국비 85억 : 지방비 65억 (비율 6:4)

(2018년 강원도 기준)

자료 :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8

[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단계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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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 및 시가지 정비

q 주민참여형 정비계획 수립

❍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비사업의 추진

❍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신뢰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 행정기관이 주도하던 공급자 중심의 정비사업을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q 도심 내 불균형 방지대책 마련

❍ 각�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여,�지역 특색에 맞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불균형 방지

❍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기반시설의 정비와 기존 대중교통노선을 개선하여,� 내·외부로

통하는 교통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 주요상권 등 인구밀집지역과 외곽 저밀도 지역 간 상호 연계하여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계획

q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

❍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시가화용지 및

비시가화지역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개발 및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q 도시지역별 시가지정비계획

❍ 삼척도시지역

-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심 내 창업 공간,� 각종 공공

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 유치

-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업지원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 죽서루,� 삼척향교 등의 역사를 간직한 구도심의 중심기능을 살려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활성화 효과를 주변으로 파급시켜 지역의 경쟁력 회복

- 도심 및 교통거점 중심으로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집적하여 콤팩트 도시화 추진

- 유휴 국공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청년창업,� 복합문화 공간,� 마을 공동작업장

등 공급

❍ 근덕·임원·호산·도시지역

- 노후 주택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 빈집조사를 실시하고,� DB를 구축하여 체계적 빈집정비 추진

-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노후건축물 개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노후건축물�

개량사업 지원

-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 방재 시설 및 방범시설 확충을 통해 원주민과 신규 유입인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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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계도시지역

- 도시재생사업 및 무연탄 비축기금의 확대조성을 통해 폐광지 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재생형 도시숲 모델(국·공유지,� 나대지 등에 녹색 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등

조성방안 마련)을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및 부족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 오십천 정비를 통한 운동·휴게 공간 조성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전두시장과 도계로 주변상가를 연결하는 특화거리 조성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

- 구공탄마을(새뜰마을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생적 역량강화 도모

3. 주거환경정비계획

q 기존주거지 정비의 활성화

q 저밀도로 이용되는 원도심의 기존 주거지정비를 통해 생활권 및 공간구조를 정비하고 주민

편의를 향상

q 주거환경개선 및 방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q 민간개발 적극 장려

❍ 공공의 행정기능과 민간의 자금 및 실무경험을 결합하여 주택공급 활성화

❍ 민간 자본의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자본 유치

q 사회경제여건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 생활수준의 향상과 교통여건의 향상과 맞물린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1)� 및�

셰어하우스(Share� house)� 등 다양한 주택공급수요에 맞춘 주거단지 조성

❍ � 생활 속 자연과 동화가 가능한 친환경 전통한옥 주거단지 조성

❍ � 소득수준,� 주거상태등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q 주택건설용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 정주여건 개선과 난개발의 방지,� 장래 인구 증가,� 주거수요의 충족 등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택지를 조성하고 제공

❍ 택지개발사업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마달1지구,� 자원1지구 등 입지조건이

우수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택지개발사업 추진

1) 도시와 농촌 양쪽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중에는 도시에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행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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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 삼척 전 지역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을 설치 지원

❍ 청정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생성을 통하여 자급적인 생활기반 마련

❍ 주변 자연환경과 친밀하며 거주자가 생활 속 자연과 동화가 가능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q 저탄소 녹색도시 주거단지 조성 및 친환경 설계기법 적용

❍ 비오톱 등 식생과 자연을 연계하는 그린네트워크구상을 통한 바람길을 조성하고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완화

❍ 생태면적률 확보와 도시경관 향상 및 에너지 부하절감,� 동식물의 생육･생식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 녹화계획

❍ 자연지반녹지는 물론 인공 녹지와 함께 투수 및 차수공간 등을 확보하여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환경 조성

❍ 화석연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q 녹색 리모델링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녹색개념의 개선과 활용 추진

❍ 노후주택,� 학교 등의 기존 건축물의 녹색개념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탄소배출량,� 자연자원

활용,� 건축물 녹화,�녹색 경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을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개선 추진

❍ 옥상 녹화 및 부분적인 벽면녹화,� 우수와 중수의 활용,�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설치 장려

q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정비

❍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공동체 및 유기적 특성을 유지

q 삼척시 일원 귀농･귀촌 활성화

❍ 귀농･귀촌 지원센터(상담창구)� 운영,� 귀농인의 집(귀농체험병행)조성운영,� 귀농귀촌 정착

및 영동 교육지원,� 귀농인 정착금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교육실시로 마을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이주민의 주민화합 도모

q 미래형 에코은퇴자촌 조성

❍ 도시의 중산층 은퇴자들이 정주할 수 있는 복합 주거 공간 조성

❍ 은퇴자를 배려한 새로운 삶의 공간제공 및 휴양시설과 연계한 레저시설 조성

❍ 에너지 제로화 마을로 조성(수소빌리지)

q 주거복지의 향상 및 적정 주거면적 소비지원

❍ 삼척시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상회하므로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이상

의 주거환경을 확보

❍ 1~2인 가구 등이 사용하기 적절한 규모의 검토를 통한 주택공급을 통해 적정 주거면적

소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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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대책 수립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최소 주거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5.27)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 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주)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q 주택수요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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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급률 현황을 고려하여 115%�설정

❍ 가구당 인구는 통계청 자료 및 삼척시 현황을 고려하여 1.8인으로 설정

❍ 감실주택수는 불량주택 철거,� 노후주택 개량 및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대체되는 주택으로�

실수요주택수의 1.0%를 적용

❍ 실수요 가구수는는 56,797호이며,� 주택수요는 15,813호임

구분 단위 2015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계획인구 인 70,839 74,540 81,220 85,560 88,900
가구당 인구 인/호 2.1 2.0 1.9 1.9 1.8
가구수(A) 호 34601 37,270  42,747  45,032  49,389  

주택보급률(B) % 113.18 114.00  114.50  114.80  115.00  
실수요가구수 호 39,161 42,488  48,946  51,696  56,797  
신규주택수요 호 - 3,326  6,458  2,751  5,101  
감실주택수 호 - 392  425  489  517  

신축주택수요 호 - 2,935  6,033  2,261  4,584  
주택총수요 호 - 2,935 8,968  11,229  15,813  

주) 1)신규주택수요 = 실수요가구수 - 전단계 실수요가구수
   2)감실주택수 = 전단계 실수요가구수 x 1%
   3)주택총수요 = 신축주택수요의 누적수치

[표] 주거용지 내 소요 주택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