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1469호

강원도 종합계획(2021~2040)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강원도종합계획(2021~2040)을 국토
기본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

년

7

월

일

강 원 도 지 사

1.

계 획 명

2.

계획의 배경

:

강원도종합계획(2021~2040)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

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4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트렌드의 영향이
가시화

○ 자치와 분권

,

균형발전 등 향후 국토를 둘러싸고 예상되는 이슈와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한 도 공간발전 전략의 새로운 모색 필요

3.

계획의 범위 및 성격

○ 공간적범위
○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성격

:

4.

강원도 행정구역(관련된 국외 및 인접 자치단체 포함)
년

: 2021

년

~ 2040

-

정부의 국토계획 실현을 위한 도 단위 실천계획

-

지역의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

-

부문별 계획 및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계획

기본방향

○ 비전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
○ 대 목표
① 북방평화경제권 거점 강원
② 웰니스 공동체 강원
③ 동북아 일 생활권 중심 강원
○ 대 추진전략
① 포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② 지역 산업혁신과 융복합 문화관광으로 지역성장판 육성
③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건강한 디지털 행복공간 조성
④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관리와 자원 가치 제고
⑤ 다극분산형 국토대응 광역 물류 교통망 확충
⑥ 북방·평화경제 선도와 한반도 중심지대 구축
:

,

3

1

6

5. 2040

강원도 공간발전 축 설정

 신동북아 지역 허브를 위한 다중적 강원 공간 네트워크 구축
○ 도내 공간 발전축 : 혁신성장 발전축 + 신균형 발전축 + 생태보전축 구성
○ 도외 공간 발전축 : 5개 광역 연계·협력 발전축 구상

 혁신성장 발전축 : U-H 벨트
○ U-H벨트(혁신성장 발전축) : 강원도 신혁신성장 거점 연계 추진, 지역혁신
거점은 혁신자원(인적, 공간, 산업)을 지역 내로 견인하고 육성·성장하여
주변 지역과 동반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의미
○ 현재 강원도 지정되어 있거나 향후 예정된 혁신성장 발전축 중심 강원도
Re디자인(재설계)으로 강원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혁신 경쟁력 제고

 I 벨트(신 균형발전 축)
○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공동체 강원 실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보장, 매력있는 삶터, 포용적 공간복지 실현, 활력 넘치는 자립적 지역성장
기반 마련
○ 지방소멸, 낙후지역 재구조화(지역재생) 통해 다양한 부처 사업에 패키지지
원 방향 모색

 생태보전축
○ 강원도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국토의 핵심축으로 설정한 백두대
간과 DMZ 생태축 위치
○ 강원도를 대상으로 수립된 다양한 지역계획에서 개념상 보전축에 해당하
는 생태축‧자연경관축‧녹지축 등 설정

 광역 연계 협력에 의한 발전축
○ 지역발전 촉진연대와 협력을 통한 강원도 지역발전 기반 조성
○ 도 외 광역 연계·협력 발전축
○ 행정구역 인구규모, 산업연계, 역사․문화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력 분야별로 다양하게 연대 형성,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발전 추진
○ 강원도 광역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반영 광역시
도 간 연계·협력사업
○ 강호축 생명건강산업 융복합 메갈로폴리스 조성사업
○ 평화(접경)지역 ~ 강호축 등 ZI 혁신 포용 공간 중심지대 육성
○ 국토 내륙 경강 I벨트(경상도 ~ 강원도 연계 혁신포용벨트) : 신국토 발전축
○ 동해(동해·삼척) ~ 서해(평택) 연계 북방 자원에너지 물류 클러스터 구축
및 북방경제권도시 조성 : 한반도 신경제 게이트웨이 선도
○ 수도권 상생 발전 광역교통망 등 연계 협력 추진

6.

전략부문별 추진계획(요약)

 포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연대협력

○ 연계와 협력을 통한 혁신적 지역발전 조성
○ 강원도 시군 간 혁신적 협업체계 구축
○ 지역혁신을 위한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
○ 농산어촌 지역혁신 강화와 맞춤형 지원
-

 지역산업혁신과 융복합 문화관광으로 지역성장판육성

○ 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 산업공간 육성
○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 뉴딜 연계 지역주도형 강원지역뉴딜 추진
○ 매력있는 문화공간 창출과 강원문화 정체성 제고
○ 융복합 관광을 통한 신성장판 창출
4

K-

 도민모두가 풍요롭고 건강한 디지털 행복공간 조성

○ 인구감소 대응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공간관리
○ 지역특성을 고려한 매력적인 생활공간 삶터 조성
○ 강원형 포용적 주거복지 강화 및 확충
○ 다차원적 디지털 공간특화 강원공동체 조성
○ 안전하고 회복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방재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관리와 자원 가치 제고

○ 국토 공간계획과 환경 계획의 통합적 관리
○ 기후변화 대응 넷제로
저탄소 경제사회 실현
○ 강원 환경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품격있고 매력있는 강원다움 경관 정비와 창출
(Net-zero)

 다극분산형 국토대응 광역 물류교통망 확충

○ 광역국토 연계 및 도내 광역교통망 체계적 구축
○ 미래형 그린 모빌리티 교통수단 체계적 구축 및 확산
○ 맞춤형 도민 중심 포용교통정책 추진
○ 동북아 중심지대 선도 광역 물류망 체계적 확충

 북방평화경제 선도와 한반도 중심지대 구축

○ 평화경제지역 한반도 중심지 기반 강화
○ 평화경제지역 기반 구축
SOC

7.

시군별 비전 및 주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