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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6기의 힘찬 출발과 함께 숨 가쁘게 달려온 2014∼2015년  강릉시정을 역사에 남기는 

백서를 발간합니다.

  지난 2년여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크고 굵직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

에 휩싸이게 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를 겪었으며, 103년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최악의 가뭄 등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주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발전의 초석을 더욱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착공과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구축이   본격화 되었고, 원주~

강릉간 철도 대관령 터널 관통, 도심 지하화 착공, 올림픽 특구 지정, 녹색도시체험센터

(e-zen) 준공, 시립화장장 개장을 비롯하여, 동계올림픽의 전초전 격인 제96회 전국체육대

회를 최고의 성공체전으로 치러내며 올림픽 도시 강릉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평가에서도 2014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상(대통령상), 제23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2015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장관상,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 페어 최우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우리보다도 몇 곱절이나 큰 전국의 쟁쟁한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이룩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하나 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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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시민여러분의 노력과 땀으로 이러한 많은 성과와 변

화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하나 된 힘으로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넘어 강릉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

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민선4기와 5기가 강릉의 변화와 발전의 초석을 다져온 기간이었다면, 민선 6기는 꽃을 피

워 결실을 거두는 매우 의미 있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염원을 담아“세계속의 강릉건설”의 위대한 강릉비전을 현실로 이뤄가겠습

니다. 강릉시정이 변화의 중심에서 열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백서발간에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

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항복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날로 창대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강 릉 시 장

강릉시장 최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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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도시브랜드

강릉의 상징물

미소와 행복이 넘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세계 속의 강릉”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창조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자치실현도시

첨단산업 중심의 신성장

경제거점도시
나눔과 배려로 따뜻한

복지도지

환경을 존중하는 미래형

녹색시범도시

시 정 방 향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주는 소나무의 이미지를 통해 관강
휴양도시로써 강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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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상징물

강릉시기  Flag of Gangneung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발전하는 미래를 
향한 강릉인의 기상을 표현하며, 파란색의 역동적 
물결 터치는 청정자연의 싱그러움과 강릉인의 강
인성, 고유의 전통을 귀하게 일구어 나가는 강릉
인의 역사의식을 동양적 조형감으로 표현함.

소나무  Pine Tree

우리시 어느 곳에서나 울창한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상록수로, 사시사철 푸른 잎은 변하지 않는 
지조와 충절, 그리고 꿋꿋한 강릉인의 기상을 상
징함.

백일홍  Crape myrtle

붉은 꽃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강릉시민의 쾌활성과 연속적인 
생명력을 상징함.

호랑이  Tiger

선악을 구분하는 영물로 우리지방의 설화나 전설
에 자주 등장하며 강릉시민의 용맹성과 자주성을 
상징함.

고니  Swan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 된 보호종으로 겨울
철에 우리 지역을 자주 찾아오는 겨울 철새이다. 
고니(백조)는 예로부터 길조로 알려져 풍년을 기
원하며, 청순하고 깨끗한 순백색의 자태는 학문과 
지조(志操)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 정서를 상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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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시민의 노래

밝고 명량하게
황 금 찬  작사
한 동 환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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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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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강릉시 연혁
 
▣ 上 古
BC 127以前 城邑國家 形態인 濊國이 形成
BC 127    漢武帝 元朔 2年 滄海郡을 設置 함.
BC 109    漢武帝 元封 2年 臨屯郡을 設置 함.
BC  82    臨屯郡은 玄菟郡에 編入 함.
BC  75    樂浪郡은 嶺東 7縣에 東部都尉를 設置 함.
AD 30     後漢은 東部都尉를 폐함. 自治國家인 東濊가 成立.
AD 313    高句麗 美川王 14年 河西良(또는 何瑟羅)이라 稱함

▣ 新 羅
397  柰勿王42年 何瑟羅州가 新羅의 東域이 됨.
512  智證王13年 何瑟羅州 軍主 伊湌라 異斯夫가 于山國을 征伐함
639  善德女王8年 何瑟羅州를 北小京으로 삼고 沙凔 眞珠에게 지키게 함
658  太宗武烈王5年 北小京을 罷하여 河西州로 삼고 都督을 두어 지키게 함
757  景德王16年 河西州를 溟州로 고치고 9郡 25縣을 둠

▣ 高 麗
936  太祖19年 溟州를 東原京이라 改稱하고 臨瀛館을 세움
940  太祖23年 東原京을 다시 溟州라 稱함
983  成宗 2年 河西府로 稱함
986  成宗 5年 溟州都督府로 改稱
992  成宗11年 溟州牧으로 改稱 (牧使를 임명)
1178 明宗 8年 沿海 溟州道로 改稱
1263 元宗 4年 江陵道로 改稱
1268 元宗 9年 慶興都護府로 昇格 됨
1308 忠烈王34年 江陵府로 改稱
1388 禑王14年 交州 江陵道로 改稱
1389 恭讓王元年別號를 臨瀛이라 함 (6主縣 16屬縣을 둠)

▣ 朝 鮮
1457 世祖 3年 江陵大都護府에 鎭을 설치하고 二府. 四郡. 二縣을 管轄 함
1666 顯宗 7年 江陵大都護府는 江陵縣으로 降下 됨
1675 肅宗元年 江陵縣을 다시 江陵大都護府로 復元 됨



제1부  시정개요

14

1782 正祖 6年 다시 江陵縣으로 격이 낮아짐
1789 正祖13年 江陵府로 復元 됨
1895 高宗32年 江陵府의 管轄區域이 平海에서 歙谷郡까지로 됨
1896 高宗33年 江陵郡으로 改稱 하고 21개 面을 管轄 함 

▣ 大韓帝國
1906 江陵郡 管轄. 臨溪面, 道岩面이 旌善郡으로, 珍富面, 蓬坪面,
        大和面을 平昌郡으로, 內面이 각각 麟蹄郡으로 移管 함.
1913 北一里面, 北二里面, 南一里面을 합쳐 郡內面으로 改稱 함.
1914 郡內面을 江陵面으로 改稱하고 南一里面, 南二里面을 城南面으로, 嘉南面을 河南

面으로 改稱 함.

▣ 臨時政府
1920 城南面, 德方面, 資可谷面을 합쳐 城德面으로 改稱하고, 河南面에서 나누어진 
        一部를 丁洞面에 編入 함.
1931 江陵面이 江陵邑으로 昇格 됨.(4. 1.)
1938 丁洞面 鏡浦面으로 改稱 함.
1940 新里面이 注文津邑으로 昇格 됨.(11. 1.)
1942 望祥面이 墨湖邑으로 昇格 됨.

▣ 大韓民國
1955 江陵邑, 城德面, 鏡浦面을 法律 제369호로 江陵市로 昇格(9.1)

江陵市를 제외한 지역은 溟州郡으로 改稱
1963 縣南面이 襄陽郡에 編入(1. 1)
1973 旺山面 南谷里, 九切里를 旌善郡에 編入(7. 1)
1980 溟州郡 墨湖邑과 三陟郡 北坪邑을 합쳐서 東海市로 昇格(4. 1)
1983 邱井面 彦別里가 江東面으로, 邱井面 山北里가 城山面으로,

連谷面 坊內里 일부가 注文津邑으로 編入(2. 15)
南門洞, 城南洞을 합쳐서 中央洞으로 改稱하고,
校洞을 校一洞, 校二洞으로 나눔(9. 30)

1989 溟州郡 江東面 雲山里를 江陵市 月呼坪洞에 編入(1. 1)
1995 江陵市와 溟州郡을 統合하여 江陵市로 編入(1. 1)

浦南洞을 浦南一洞과 浦南二洞으로 分離(3. 1)
1997 玉川洞 일부를 城南洞에, 浦南洞 일부를 玉川洞과 草堂洞에, 玉川洞, 笠岩洞, 草

堂洞, 松亭洞 일부를 浦南洞에 笠岩洞, 柄山洞, 鶴洞 일부를 月呼坪洞에, 見召洞 
일부를 柄山洞에 각각 編入(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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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中央洞과 林塘洞을 中央洞으로, 長峴洞, 魯岩洞, 月呼坪洞을 江南洞으로 笠岩洞
과 斗山洞을 城德洞으로, 楡川洞, 竹軒洞, 雲亭洞, 苧洞을 鏡浦洞으로 각각 洞合 
함.(10. 1)

2001 江陵市 洪濟洞 1001番地로 移轉 開廳(12. 17)
2006 江陵市 월호평동 일부를 학동으로 編入함.(10. 4)
2007 江陵市 錦鶴洞의 일부와 林塘洞의 일부를 玉川洞으로 編入함.(12.26)
2009 江陵市 城山面 金山里 일부( 동 학)을 洪劑洞으로 編入함(1. 4)
2009 江陵市 沙川面 芳洞里 일부를 大田洞으로 編入함(12. 23)
2009 江陵市 大田洞 일부를 沙川面 芳洞里로 編入함(12. 23)
2011 市廳舍 도로명 주소 부여, 강릉 로 33(홍제동)(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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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입지여건

1.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한반도의 허리인 태백산맥 동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동해바다, 서쪽으로는 
홍천군 내면, 평창군 진부면과 관령면에 각각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동해시 일원, 
정선군 임계면과 북면에, 북쪽으로는 양양군 현북면과 현남면에 도내 5개 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 동해와 연접한 64.5㎞의 긴 해안선은 강원도 해안선 318㎞중  20.2%를 점유하고 있으
며,서측은 오 산, 관령, 석병산 등 1,000m이상의 높은 태백산맥에 접하고 있으며 동측
으로 3개의 산악축이 전개되고 그 중앙에 남 천이 흐른다.
￮ 해안 및 산악지역을 上함하고 있어 해안형과 내륙형을 겸비한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
을뿐만 아니라 우수한 역사적 문화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시로서 고도의
멋과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문화․교육의 도시, 녹생성장의 도시이다. 경․위도상의 위치는다
음과 같다.

  <강릉시 경‧위도상의 위치>

시청소재지 방향 극점지명 경도와 위도 직선거리 해안선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동단 옥계면 도직리 동경 129° 04′
동서최단
43.5㎞

64.5㎞
(도서부 포함)

서단 연곡면 삼산리 동경 128° 35′

남단 왕산면 고단리 북위 37° 27′
남북최단
45.9㎞

북단 주문진읍 향호리 북위 37° 54′

나. 면 적

￮ 강릉시 총 면적은 지난 1995년 강릉시와 명주군의 통합으로 2015년말 현재 1,040.4㎢로 
강원도 16,873.5㎢의 약6.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인구 도는 1㎢당 209.명(2015년말 기준)이며 강원도 평균 인구 도 91.4명 보다  2.3 배
정도 높으며, 강원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속초시(786.8명), 동해시(528명), 원주시
(372.3명), 춘천시(245.8명)에 이어 5번째로 인구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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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강릉시는 전체면적 중 林野가 80.5%(837.36㎢), 田이 5.0%(52.17㎢), 沓이 4.9%(51.17
㎢)로 구성되어 있어 산지를 제외한 이용가능 지역은 상당히 적어 도시성장의 제약이 되고 있다.

※ 자료출처 : 강원통계연보, 민원과, 지적과

2. 자연환경

가. 지 형

￮ 강릉시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백두 간의 동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시서쪽은 부분 중 
산간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산세가 동쪽으로 급격히 내려오면서 도시의 중심지역은 
평저한 구릉지 이나 주변 외곽지역은 중 산간지 를 형성하고 있다.

￮ 지세는 서쪽으로 백두 간의 능선을 따라 800m 이상의 고지 이고 동쪽으로는 동해로 
해륙양면이 잘 조화되어 있으며, 특히 백두 간 능선부를 정점으로 소백산 줄기가 동쪽
을 향하여 수많은 계곡과 명산을 따라 형성되어 그 아름다움 또한 유명하다.

￮ 해안선은 64.5㎞로 완만하고 단조로워 간척사업이나 수산 증양식에 불리하나 계절 어업
이 성행하며 어종이 다양하여 인접 산간 관광지와 연계되어 어민소득에 기여하고 있으
며, 특히 해안을 따라 넓은 송림과 모래사장, 동해의 맑은 물로 인한 해수욕장이 산재하
여 국민휴양관광지 및 향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 특히 강릉권의 관광자원은 설악권과 연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동남 관광권의 주
왕산권 및 부산․경주권과 동해안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 21세기 비철금속 소재산업의 중추도시 및 국토의 동맥을 잇는 통일시 의 환동해권 복
합물류 중추적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빙상종목 개최도시로서 국제적인 동계스上츠 메카의 도시로 발
돋움하고 있다.

나. 수문 ‧ 수계

￮ 관내의 하천은 22개의 지방하천과 129개의 소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장이 575.17
㎞에 달하고 있다.

￮ 백두 간에서 발원한 남 천, 신리천, 연곡천, 신왕천, 사천천, 위촌천, 왕산천 등의 수계는
풍부한 수량으로 곳곳에 식수와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 이중에서 연곡천과 남 천은 강릉시를 동서로 잇는 양  물줄기이며, 송천은 65㎞로 강릉
시의 하천 중에서 가장 길며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기천과 합류하여 정선으로 흘러든다.

￮ 그리고, 왕산천과 도마천은 성산면 오봉저수지에서 합류하여 강릉시내의 젖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시 남 천과 합류하여 시내를 관통하여 동해로 흐른다.

   강릉시의 주요 하천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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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하천 현황>
                               (기준 : 2015년도)

하 천 별 하천수 총연장(㎞)
제방연장(km)

개수율
(%)

계 개수 미개수

계 151 575.17 575.12 479.03 96.09

지방하천 22 255.18 247.35 222.04 25.31 89.76

소하천 129 319.99 327.77 256.99 70.78 78.41

다. 기상․기후

￮ 동지방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백두 간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동해와 접
해있어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강원도 동지방은 같
은 위도선상의 타 지방에 비해 겨울철은 온난하고, 여름철은 비교적 시원한 편이다. 따
라서 기온의 연교차는 작은 편이다.

￮ 또한, 장시간 북동기류의 유입시 겨울철은 설현상, 여름철은 지속적인 강우와 저온현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산맥의 향으로 겨울철과 봄철에는 타 지방에 비해 강풍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산불 발생시 건조한 봄철에는 형 산불로 확 되기도 한다.

￮ 강릉지역의 2015년 연 평균기온은 13.1℃로 평년(30년)의 13.1℃와 동일하 으며, 강수
량은 2015년 1,018.7㎜로 평년(30년)의 1,464.5㎜보다 445.8㎜ 적었다.

  <최근 5년간 강릉지역 기상현황>

연도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기온(℃) 12.6 12.6 13.6 13.8 13.1

최고기온(℃) 35.2 35.6 36.1 36.1 36.1

최저기온(℃) -13.5 -14.2 -13.0 -10.0 -11.8

강 수 량(㎜) 1.,810.5 1,321.4 921.7 1,388.7 1,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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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최저 기온 극값>

구    분 관  측  값 나타난 날

최고기온 39.4℃ 1942년 7월 25일

최저기온 -20.2℃ 1915년 1월 13일

1일 최다 강수량 870.5㎜ 2002년 8월 31일

1시간 최다 강수량 100.5㎜ 2002년 8월 31일

 일 최대풍속 36.7㎧ 1958년 1월 15일

라. 식생경관

￮ 강릉지방은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예로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송림이 넓게 분上되어 있
으며, 여러 측면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

￮ 해변의 해수욕장은 바다와 육지를 구별해 주는 요소가 되고 해안의 송림은 해변 조류의 
방풍, 방조 역할을 하며, 푸른 해변 및 백사장과 조화를 이루어 경관 요소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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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본현황

1. 행정구역

￮ 강릉시 행정구역은 2015년말 현재 1읍, 7면, 13행정동(39법정동), 146행정리(65법정리), 
330통, 2,669반과 자연부락 533개로 구성되었음. 

▣ 2014년말 행정구역 현황

읍면별
리

반 동별
동

통 반
법정 행정 법정 행정

주문진읍 5 31 336 홍 제 동 1 1 14 107

성 산 면 9 14 57 중 앙 동 7 1 20 101

왕 산 면 6 12 48 옥 천 동 1 1 12 79

구 정 면 7 12 59 교 1 동
1

1 40 251

강 동 면 10 21 92 교 2 동 1 19 96

옥 계 면 10 20 91 포남 1동
1

1 27 132

사 천 면 9 15 83 포남 2동 1 35 187

연 곡 면 9 21 100 초 당 동 2 1 14 63

송 정 동 2 1 16 82

내 곡 동 2 1 20 124

강 남 동 8 1 46 233

성 덕 동 6 1 45 265

경 포 동 8 1 19 72

소계 65 146 866 소계 39 13 327 1,792

합계 65법정리, 146행정리, 39법정동, 13행정동, 327통, 2,658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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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말 행정구역 현황

읍면별
리

반 동별
동

통 반
법정 행정 법정 행정

주문진읍 5 31 336 홍 제 동 1 1 14 107

성 산 면 9 14 57 중 앙 동 7 1 20 101

왕 산 면 6 12 48 옥 천 동 1 1 12 79

구 정 면 7 12 59 교 1 동
1

1 40 251

강 동 면 10 21 90 교 2 동 1 19 96

옥 계 면 10 20 91 포남 1동
1

1 27 132

사 천 면 9 15 83 포남 2동 1 35 187

연 곡 면 9 21 100 초 당 동 2 1 14 63

송 정 동 2 1 16 82

내 곡 동 2 1 20 124

강 남 동 8 1 46 233

성 덕 동 6 1 48 278

경 포 동 8 1 19 72

소계 65 146 864 소계 39 13 330 1,805

합계 65법정리, 146행정리, 39법정동, 13행정동, 330통, 2,669반

2. 행정기구

￮ 강릉시의 2014년, 2015년 말 현재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기구 현황

년도별 국 단 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2014 4 1 2 29 2 5 1 7 13

2015 4 2 2 33 2 4 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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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별 정원현황

년도별 계 본청 의회
소 속 기 관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2014 1,270 632 22 127 178 31 117 163

2015 1,283 609 22 127 211 32 117 165

다. 직종별․직급별 정원현황

년
도
별

계
일   반   직 연

구
직

지
도
직

별
정
직

정
무
직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2014 1,270 1,230 1 8 70 298 352 304 195 2 4 34 1 1

2015 1,283 1,243 1 9 74 305 357 304 191 2 4 34 1 1

라. 비정규직 상근인력 현황

년도별 계
300일 이상 상용인부

청원경찰
소계

단  순
노무원

행  정
보조원

환  경
미화원

도  로
보수원

2014 266 229 25 37 160 7 37

2015 263 227 23 37 160 7 36

마. 행정 기구표 (2015. 12. 31. 기준)

  - 붙임 참조

3. 인구 및 가구(민원과)

￮ 강릉시의 인구증가는 1960년 58,798명, 1970년 74,489명, 1980년 116,903명 이었으며, 
1995년도에는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되어 223,775명(외국인 제외)을 보인 이후, 지난 
2000년 233,812명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2014년 12월말기준 강릉시의 세  및 인구수(외국인 제외)는 93,007세  215,807명 
(남 107,149명 여 108,658명)으로 2013년 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
릉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657명이다. 

    강릉시의 인구는 강원도 전체인구(1,544,442명)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 2015년 12월말기준 강릉시의 세  및 인구수(외국인 제외)는 93,774세  214,560명

(남 106,545명 여 108,015명)으로 2014년 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
릉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770명이다.

    강릉시의 인구는 강원도 전체인구(1,549,507명)의 14.0%를 차지하고 있다.
   강릉시의 인구동태 및 인구현황(2014, 2015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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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 입 전 출

2001 39,445 41,483

2002 42,731 45,498

2003 41,468 42,358

2004 35,764 37,978

2005 35,792 38,925

2006 37,763 40,477

2007 35,771 38,150

2008 32,236 34,820

2009 32,797 34,034

2010 32,436 33,653

2011 30,519 31,712

2012 31,523 31,511

2013 28,844 29,786

2014 29,620 30,430

2015 28,786 29,972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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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별 세대수
인 구 수

2013년말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

계 남 여

합   계 93,007 215,807 107,149 108,658 216,806 -999

주문진읍 9,033 18,322 9,089 9,233 18,712 -390

성산면 1,594 3,408 1,743 1,665 3,350 58

왕산면 898 1,718 930 788 1,733 -15

구정면 1,719 3,988 2,019 1,969 3,997 -9

강동면 2,519 5,086 2,620 2,466 5,117 -31

옥계면 2,031 4,220 2,146 2,074 4,330 -110

사천면 2,098 4,436 2,321 2,115 4,381 55

연곡면 3,179 6,907 3,406 3,501 6,959 -52

홍제동 3,554 8,231 4,092 4,139 8,462 -231

중앙동 3,161 6,062 2,934 3,128 6,201 -139

옥천동 2,123 4,034 1,988 2,046 4,118 -84

교1동 11,290 29,661 14,430 15,231 30,001 -340

교2동 4,062 9,317 4,571 4,746 9,588 -271

포남1동 5,384 12,161 6,048 6,113 12,532 -371

포남2동 6,661 15,967 7,827 8,140 16,305 -338

초당동 2,362 5,643 2,774 2,869 5,787 -144

송정동 2,816 7,303 3,594 3,709 7,456 -153

내곡동 5,869 12,576 6,342 6,234 12,535 41

강남동 8,453 20,617 10,352 10,265 20,981 -364

성덕동 11,650 30,998 15,298 15,700 29,275 1,723

경포동 2,551 5,152 2,625 2,527 4,986 166

※외국인  1,562명 미포함된 숫자임.

  <2014년말 현재 강릉시 인구>
(단위 : 세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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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별 세대수
인 구 수

2014년말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

계 남 여

합   계 93,774 214,560 106,545  108,015  215,807 -1,247

주문진읍 9,025  18,030  8,929 9,101 18,322 -292

성산면 1,606  3,368  1,730 1,638 3,408 -40

왕산면 911  1,726  928 798 1,718 8

구정면 1,744  3,968  1,993 1,975 3,988 -20

강동면 2,512  5,034  2,613 2,421 5,086 -52

옥계면 2,023  4,094  2,083 2,011 4,220 -126

사천면 2,157  4,501  2,337 2,164 4,436 65

연곡면 3,233  6,945  3,437 3,508 6,907 38

홍제동 3,898  9,037  4,461 4,576 8,231 806

중앙동 3,173  5,946  2,858 3,088 6,062 -116

옥천동 2,138  3,999  2,016 1,983 4,034 -35

교1동 11,342  29,414  14,316 15,098 29,661 -247

교2동 4,051  9,075  4,489 4,586 9,317 -242

포남1동 5,417  12,008  6,010 5,998 12,161 -153

포남2동 6,626  15,549  7,636 7,913 15,967 -418

초당동 2,387  5,590  2,739 2,851 5,643 -53

송정동 2,851  7,286  3,614 3,672 7,303 -17

내곡동 5,788  12,402  6,193 6,209 12,576 -174

강남동 8,507  20,419  10,264 10,155 20,617 -198

성덕동 11,724  30,874  15,188 15,686 30,998 -124

경포동 2,661  5,295  2,711 2,584 5,152 143

※외국인 1,770명 미포함된 숫자임.

  <2015년말 현재 강릉시 인구>
(단위 : 세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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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18동계올림픽 완벽한 준비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빙상경기장 조감도

    ❍ 위    치 : 강릉 교동 체육시설단지 외 1개소
    ❍ 사 업 량 : 5개 경기장(신설4, 보완 1)
    ❍ 사 업 비 : 4,463억원
    ❍ 사업기간 : 2013~2017년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조감도>

<피겨·쇼트트랙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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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아이스하키Ⅰ(남자)경기장 조감도>

<강릉 아이스하키Ⅱ(여자)경기장 조감도>

<컬링 경기장(강릉시내종합체육관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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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 위    치

구분 위  치 규  모
사업비
(억원)

비고

경기장
진입
도로

계  L= 6.45Km 773

 ①올림픽파크진입도로  L=1.39㎞(2차로)  -신설 80 공사착공

 ②강릉역~경기장간도로  L=0.94㎞(4차로)  -신설 301 설 계 중

 ③선수촌~경기장간도로
 L=0.9㎞(2차로)   -신설
 L=1.3㎞(2⇒4차로)-확장

181 공사 착공

 ④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L=1.92㎞(2⇒4차로)-확장 211 공사 착공

  ❍ 사 업 량 : 강릉 관내 4개 도로
  ❍ 사 업 비 : 773억원
  ❍ 사업기간 : 2014년~2017년



제1부  시정개요

32

3. 올림픽특구 지정

가. 강릉 문화올림픽종합특구

  ❍ 저탄소 녹색도시 및 동계올림픽연계 사꼐절관광·문화거점 조성

나.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사계절관광 및 복합휴양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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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계절 체류형 글로벌 관광도시 건설

1.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 조성

  1) 씨마크호텔 신축

    о 위    치 : 강릉시 강문동 274-1번지 외 53필지
    о 사 업 량 : 호텔동(지하4층/지상15층), 연회장동(지하1층/지상4층), 한옥동(지하1층/  
                 지상1층), 부속동(지상1층), 기타 부 시설
    о 사 업 비 : 1,384억원
    о 사업기간 : 2013년~2015년

  2)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 일원
    ￮ 면    적 : 1,029,025㎡
    ￮ 사업내용 : 관광 숙박시설 및 단독・공동주택 건설
    ￮ 투자규모 : 6,000억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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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증축 운영

    ◦ 위    치 : 강릉시 안현동 89-87번지 일원
    ◦ 면    적 : 61,021㎡
    ◦ 사 업 비 : 172억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15년
    ◦ 개    관 : 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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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개발

  ◦ 위    치 : 성산면 어흘리 관령 일원
  ◦ 지정면적 : 169,160㎡
  ◦ 지정일자 : 2011. 2. 25
  ◦ 관광지개발을 위한 조성계획 지정 승인을 완료하 으며, 치유의 숲과 관령권의 문

화적 가치와 연계한 관광수요 창출하고자 2018년까지 게스트하우스, 노천스파, 펜션, 
종합체험장, 모험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3. 연곡해변 관광지개발

  ◦ 지정면적 : 169,603㎡
  ◦ 지정일시 : 1986. 3. 12
  ◦ 조성계획 수립 : 1993. 5. 6
  ◦ 조성계획변경수립 : 2014. 11. 14.
    - 연곡해변 관광지는 백사장 길이 700m로서 매년 4만여명의 피서객이 다녀가고 있으

며, 연곡~주문진간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관리사무소 화장실 및 샤워장 5동 신
축, 해안침식방지용 옹벽설치 등 3,322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 으며, 
온천 개발지구로 지정된 강릉온천과 국립공원 소금강을 연계한 관광지개발을 위하
여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 으며, 현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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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동해권 산업·경제 클러스터 조성

1. 경제자유구역 사업개요

  ○ 위    치 : 강릉시(옥계, 구정), 동해시(북평, 망상)
  ○ 면    적 : 8.25㎢
  ○ 사 업 비 : 1조 3,075억원 (국비 997, 지방비 996, 민간투자 11,082)
  ○ 사업기간 : 2013 ~ 2024(12년)
    ※ 2013. 7. 9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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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릉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260번지 일원
    - 사 업 량 : 491,559㎡(148천평), Mg 연산 10만톤, 고용 1,586명
    - 사 업 비 : 698,790백만원(국 44,350 도 2,500 시 10,085 민자 641,855)
    - 사업기간 : 2010년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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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 플랜트 구축사업

    - 위    치 :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347-50
    - 사 업 량 : 부지 18,000㎡, 건물 2,786㎡(‘11. 3. 23 준공)
    - 사 업 비 : 48,468백만원(국 33,000 시 468  上스코 15,000)
                ※ 국비 100억(3년) 추가 확보(연구기간 연장)
    - 사업기간 : 2010. 4 ~ 2018. 6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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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교육과 복지, 안전제일도시 건설

1.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ㅇ 위    치 :  강릉시 경강로 1956(홍제동)
  ㅇ 시설규모 :  3,454㎡(지하1층, 지상4층)      
  ㅇ 회 원 수 : 10,633명(2015. 12월 기준)
  ㅇ 이용인원 : 1,300명 / 일 (평균 식당이용인원 470명)
  ㅇ 운 프로그램 : 4개분야 45개 프로그램 
  ㅇ 사 업 비 : 946백만원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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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림스타트사업

  ㅇ 위    치 : 드림스타트 2개소(교동, 주문진읍) 
  ㅇ 상인원 : 250가구/386명
  ㅇ 내    용 :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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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취약가구「안전복지서비스」추진

  ㅇ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정 등 재난취약가구
  ㅇ 내    용 : 노후·불량 생활시설(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에 한 생활안전 도모
  ㅇ 실    적 : 1,488가구/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재난발생 사전예방
  ㅇ 예    산 : 94,430천원



제1부  시정개요

42

제5절 농·산·어촌의 차별화된 가치 창출

1.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길 조성

  ㅇ 배    경 : 농촌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 걷는길을 조성하여 관광객 확 를 통한  
                마을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규모 : 14년 (6km), 15년(9km)
  ㅇ 사 업 비 : 300,000천원

2. 농촌체험 명품화 사업추진

  ㅇ 배    경 : 농촌마을 자원활용도를 높이고 특색있는 표브랜드로 육성하여 농촌관광  
               수요 및 만족도 제고 
  ㅇ 사업규모 : 1개소(연곡면 심산1리 소금강장천마을)
  ㅇ 사 업 비 : 200,000천원

물레방아 공원 공동 체험장 및 단체 숙박 단체 팜파티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