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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강원비전2040 이란?

1. 강원비전2040의 수립 배경 및 목적

❚ (초연결사회 도래) 급속한 국내외 여건변화

∘ 2040년 우리나라는 초연결사회로 20년 안에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질 전망

❚ (평창올림픽) 강원도 여건 변화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

❚ (타 지역과 경제력 격차) GRDP비중 지속적으로 감소

∘ 강원도는 1960년대까지 시대변화에 맞춰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였으나, 최근까지 시대여건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여 선도역량 저하 및 경쟁력 감소

❚ (강원도 종합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기 도래

∘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2020년으로 한정

[그림 0-1-1] 강원비전 2040의 과제

 ⇒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여 강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도민들과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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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비전2040의 성격과 위상

❚ 강원의 고유가치를 담아 함께 만드는 최상위 종합계획

∘ 장기비전과 중기계획, 연차별 로드맵이 연계된 통합계획

∘ 도내·외 집단 지성을 활용한 협력계획

∘ Top-Down 방식(장기비전 및 목표설정의 목표달성 계획→ 중간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그림 0-1-2] 강원비전 2040의 성격과 위상(1)

❚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계획

∘ 국가와 강원도의 중장기계획에 반영

∘ 지속적인 국책과제 발굴·유치

∘ 연차별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보완·수정

[그림 0-1-3] 강원비전 2040의 성격과 위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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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계획 및 비전플랜 사례분석

1. 국내 사례

❚ (상위계획 분석)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 계획

∘ 생태관광벨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 활성화, 거점도시기능강화, 동해안 발전계획, 

국가급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도 전역의 저탄소 녹색도시화, 기후

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관련 내용을 참고 및 반영

  

[그림 0-2-1]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비전/목표/추진전략

❚ (선행계획 분석) 2030 강원비전(2012~2030)

∘ 바이오‧식품산업 융복합, 스마트 안티에이징, 특화에너지산업 클러스터, IT 융복합단지, 

세계복합 Flora 산업, 청정 수자원 관리 등 관련내용을 참고 및 반영

  

[그림 0-2-2] 2030 강원비전 비전/목표/5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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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계획 분석)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방안(국토연구원)

∘ 핵심 추구가치 변화에 따른 연차별 액션플랜 작성, 분야별 사례, 작은 거점조성 등 공간

인프라 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 및 반영

[그림 0-2-3] 2040 미래 국토발전 비전과 국토정책의 핵심 추구가치 변화

❚ 제주 미래비전

∘ 도민계획단을 중심으로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체계적으로 추진된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도민참여단을 운영, 도민/도의회/도‧시군 의견수렴 시 적용

[그림 0-2-4] 제주 미래비전 비전/전략/분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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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비전 2040

∘ 미래학 방법론에 기초한 비전/전략/아젠다를 도출하는 방법, 강원비전 2040에서 지향하는 

Top-Down 방식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경기비전 참여 연구진을 자문단으로 활용

 [그림 0-2-5] 경기비전 2040 기간별 추진전략

❚ 2030 서울플랜

∘ 5가지 핵심이슈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한 

부분을 참고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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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사례

▮ 호주, 멜버른 : Plan Melbourne 2050

∘ 현재 인구 450만 명에서 8백만 명을 목표로 하는 인구 증가 계획과 1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 성장계획, 160만 신규 주택 조성 및 일일통행 천만 건 이상 수용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부문을 고려하였음

∘ ‘기회와 선택이 있는 글로벌 도시’라는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비전

슬로건 선정 시 참고

▮ 핀란드, 헬싱키 : Helsinki City Plan VISION 2050

∘ 비전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들의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비전을 

수립, 목표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설정한 부분을 참고 및 반영

삶의 활기가 넘치는 대도시 경제 성장과 일자리의 도시

지속 가능한 이동(교통)수단의 도시 매력적인 생활의 도시

휴양, 도시 자연 및 문화 환경 해변 지역

헬싱키의 국제적, 지역적인 역할

[표 0-2-1] 헬싱키 2050 비전의 7가지 테마 

▮ 캐나다, 밴쿠버 : Renewable City Strategy : Our future to 2050

∘ 도시의 특성에 맞는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였고, 밴쿠버 시 

뿐 아니라 다른 레벨의 정부기관과 공기업, 학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비전 실현을 위해 

논의한 점을 참고 및 반영

분야 내용

건물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재생 가능한 에너지 수요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량 증가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 증가

재생가능한 교통

 엔진을 사용하는 교통수단 수요 감소

 재생가능한 교통수단의 증가

 재생가능 연료의 공급 증가

[표 0-2-2] 재생가능한 도시 만들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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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계도시 동향분석

1. 선진사례 답사

▮ 핀란드·덴마크·스웨덴의 선진사례 답사 (2017년 3월)

∘ 핀란드 : Ajurinmäen 유치원, Itäkeskus 시립 요양원, Porvoo Vocational College 

직업학교 , Arabian nuorisotalo 청소년 회관

∘ 덴마크 : 사회복지연구소, STENHUS KOSTSKOLE 사립학교, Gruntvigshojskole 민속고등학교

∘ 스웨덴 : 스톡홀름 대학교

[강원비전 2040 수립 참고 및 반영]

  <사회복지>

◦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조세율에 근거해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

서비스 시행으로 사회 불균형 해소

   :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과제로 소득 

간,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인식전환 및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위한 복지정책수립 

필요

◦ 소득에 대한 자발적인 성실신고와 세금 납부가 당연시되는 신뢰사회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가능

   : 국민의 소득에 대한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당연시 되는 사회적 합의 및 신뢰사회 조성이 

우선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이 북유럽의 경우 궁극적으로 “고용을 통한 자립”에 맞춰져 있어 취업

으로 이어져 세금징수로 복지비용 수입원 확보

   : 사회복지서비스와 고용을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 

◦ 다양한 출산･보육지원, 무상교육 등 복지제도 및 소득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지속 유도하고 있음(정년 연장 탄력적 적용 등 – 연금개시 시기 연장으로 

사회보장재정 지출비용 완화와 수입원 확보 가능)

   : 공공보육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정책과 사회보장지출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의 

불균형 심화 및 세대 간 갈등 발생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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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

서도 전공분야를 자유롭게 변경, 진로를 탐색·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 북유럽의 평생교육은 “평생직업교육”으로 성인이 삶은 살아가고 생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직업교육(학교, 평생교육 등)이 지역 내 기업과 연계되어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높은 고용률 및 양질의 고용력 제공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지역인재 유출이 없음

   :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능력을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 습득하여 개인의 역량강화 및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는 학습과 일의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그림 0-3-1] 교육·복지 분야 북유럽 해외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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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도시 동향 분석

2.1 동향1 : 외부지향적 연결성 확대

구

분

나라 독일 호주 프랑스

지역 함부르크 - 하펜시티 시드니 - 달링하버 릴 - 유라릴

개요

· 항만시설 노후화와 도심기능 
쇠퇴, 인접한 곳의 신항 
개발 등을 이유로 항만 재
개발

· 항만기능과 시드니 도심권의 
배후 산업 기능만을 담당
하던 항구에서 세계적인 
해양관광 위락지역으로 발전

· 주산업인 광업이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벨기에, 영국을 연결하는 
허브 역으로의 도시 발전
전략 수립

특징

· 유서 깊은 건물과 항만시설 
보존,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시켜 독창적인 건축물로 
재탄생

· 원도심과 대상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접근성 확보

· 재개발을 통해 마리나 시
설을 비롯해 해양 스포츠 
시설을 갖춘 위락형 해양
관광 항구로 탈바꿈

· 일 년 내내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

· 새로 입주하려는 사업자에
게는 기존 도시의 상가를 
철수하지 않는다는 조건 
제시

· 시민, 공무원, 언론인, 철학
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매월 모여 논의

시사점

· 지역의 낡은 유산을 활용
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살
리는 방향 선택

· 원도심과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교통 인프라 구축

· 마리나시설 및 해양스포츠 
기능과 항구를 결합, 다양
하게 활용

· 각종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

· 환승지에서 점진적 단계를 
거쳐 목적지가 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
민이 함께 고민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감

분석

종합

· 기존의 장점을 살려 외부인의 유입 유도 

·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 특정 지역만의 성공이 아닌 연계성을 중요하게 고려

2.2 동향2 : 체류형 관광 목적지 조성

구

분

나라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 나오시마 바이에른 뵈리스호펜시 할슈타트

개요

· 황폐화 되어가던 나오시마에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섬 전체를 예술 
작품화함

· 1800년대 자연치료법으로 
중증환자를 치료하면서 요양
시설 설립

·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되는 곳이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오스트리아의 관광지

특징

· 아트 프로젝트와 지역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현대 
예술의 성지로 세계적인 
주목 받고 있음

· 치유를 위한 휴양마을로서 
산림코스 146개 조성

· 가족호텔 개념의 훼리엔 
하우스를 집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재방문 유도

시사점

· 섬 내부에는 저렴한 가격의 
민박과 고급형 호텔이 있어 
취향에 맞게 체류 가능

· 치유와 휴양이라는 명확한 
테마 설정

· 장기요양시설 조성을 통한 
치매노인 치료프로그램 운영

· 저가의 장기체류 숙박시설을  
통해 오래 머물도록 하며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함

분석

종합

· 관광객을 유입할 콘텐츠(유명 건축물, 테마, 자연환경 등) 필요

·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합리적 가격의 숙박시설 제공

·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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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향3 : 지역 특색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공간마케팅 성공

구

분

나라 스페인 한국 영국

지역 바르셀로나 외도 게이츠헤드

개요

· 19세기 후반 지어진 건물
들이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
되면서 유명 관광지가 됨

· 놀이 조각공원을 정점으로 
새로운 관광코스로 계획

·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예
술을 통한 재생을 목표로 
삼고 공공공간 예술프로그램 
프로젝트 시작

특징

· 유명 건축물들로 인해 전 세
계 관광객과 건축학도들이 
몰려들고 있음

·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이국적 휴양지 조성, 연간 
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

·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고 논
의하는 과정, 공공의 적극
적인 실행을 통해 도시재생 
성공

시사점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
축물로 인해 관광객 유입 
증가

· 편리한 교통체계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인공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친환경 테마파크

· 인근 관광자원 간 시너지 
효과창출

· 공공이 장기적인 비전하에 
리더십을 가지고 계획 추진

·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
하는 과정을 통해 물리적·
비물리적 계획 시행

분석

종합

· 지역 내 뛰어난 자연자원 및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주민과의 소통, 지자체의 확고한 비전과 적극적인 추진이 성공의 원동력이 됨

 

2.4 동향4 : 미래사회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해법을 찾아가는 도시

구

분

나라 독일 아랍에미레이트 일본

지역 프라이부르크 마스다르 후지사와

개요

· 1970년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 건설

· 아부다비를 세계적인 신재
생에너지의 허브로 만들 
계획 수립

· 스마트타운은 이산화탄소 및 
생활용수 저감,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률 증가를 목
표로 함

특징

· 에너지 절약 정책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 시행 중

·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
중교통 시스템을 확대하여 
환경보전과 더불어 녹색시장 
성장 유도

· 청정기술 개발, 연구, 상업
화를 위한 기지로 삼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립

·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다르 공과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

· 모든 단독주택에 태양광 발
전시스템 도입 및 각 가정별 
전력 관리

· 패시브 설계를 통해 에너지 
관리 효율성 극대화

· 비상상황도 고려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시사점

·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효율
적으로 에너지를 공급 및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고민

· 대중교통 시스템 강화를 통
해 환경보호와 주민 편의, 
경제적 이익 등 효과 창출

·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함

· 에너지 분야 R&D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부문과 
환경 부문을 모두 향상

· 패시브 설계,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에
너지 효율성 증대

· 기후 재해 등에 따른 비상 
상황까지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 도입

분석

종합

· 단기적인 목표 달성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고려함

· 환경 분야 뿐 아니라 경제, 복지 분야도 고려한 다각적 대책 수립



Part1

강원, 새로운 접근

                                          강원의 위기

                                          강원의 기회

                                          메가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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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강원의 위기

[그림 1-1-1] 강원의 위기

❚ 시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한 산업기반

∘ 소득수준, 산업발전정도, 혁신역량, 인력기반, SOC·재정력을 종합한 시도별 지역경제력

지수1)를 산정한 결과 강원도는 지난 10년간 16개 시도 중 14위로 변동이 없었으며, 호남권과 

함께 최하위 수준을 기록함

시도별 2005년 2014년 순 위 (증 감)
서울특별시 7.03 7.05 1위 (-)
부산광역시 5.62  5.57  10위 (▲1 상승) 
대구광역시 5.66  5.53  12위 (▼3 하락)
인천광역시 5.89  5.70  6위  (▼1 하락)
광주광역시 5.73  5.66  8위  (▼2 하락)
대전광역시 6.24  6.21  4위 (-)
울산광역시 6.42  6.47  2위 (-)

경기도 6.30  6.36  3위 (-)
강원도 5.01  5.05  14위 (-)

충청북도 5.50  5.70  7위  (▲5 상승)
충청남도 5.69  6.09  5위  (▲2 상승)
전라북도 4.84  5.04  15위 (-)
전라남도 4.72  4.90  16위 (-)
경상북도 5.68  5.57  11위 (▼3 하락)
경상남도 5.64  5.64  9위 (▲1 상승)
제주도 5.20  5.53  13위 (-)

[표 1-1-1] 지역경제력 지수 변화(’05-’14, 16개 시도)

 자료 : 지역발전포털(REDIS) 지역발전지수 시계열자료를 토대로 작성

1) 지역경제력지수 : 지역발전정책 기조에 맞추어 지역 경제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수로 소득
수준(30.8), 혁신역량(17.7), 인력기반(8.3), 산업발전(26.0), SOC·재정력 (17.1)의 부문으로 각각의 가중
치를 산정하여 측정 (출처 :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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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에서 각각의 경제활동별(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비중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전국 대비 높은 농림어업 비중과 서비스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을 제외하면 강원도는 오히려 전국보다 낮은 

서비스업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강원도 내 제조업 비중은 전국대비 낮은 비율을 기록

[그림 1-1-2] 2000년, 2015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비중(전국/강원)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자료를 토대로 구성

∘ 산업구조 관련 첨단산업(지식기반제조업) 현황입지계수2)에 대하여 전국과 강원도를 비교한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15위를 기록(0.301)하였으며, 도내 시군별로는 영서남부지역(원주, 

횡성, 홍천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도내 첨단산업의 집적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2) 지식기반제조업 현황입지계수(LQ:Location Quotient)는 해당 산업이 지역 내에서의 클러스터화 정도
(Strength)를 판단하는 지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특정 지역 내 해당 산업이 
비교대상과 비교해 집중도가 높음, 1.25 이상이면 집적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0보다 작을 경우 기반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 (출처 : REDIS 지역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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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입지계수 강원도(시군별) 입지계수

서울특별시 0.170 춘천시 0.350

부산광역시 0.474 원주시 0.570

대구광역시 0.517 강릉시 0.140

인천광역시 1.364 동해시 0.370

광주광역시 0.581 태백시 0.270

대전광역시 0.684 속초시 0.030

울산광역시 0.499 삼척시 0.030

세종특별자치시 1.821 홍천군 0.480

경기도 1.912 횡성군 0.870

강원도 0.301 영월군 0.180

충청북도 2.139 평창군 0.050

충청남도 2.317 정선군 0.090

전라북도 0.482 철원군 0.060

전라남도 0.310 화천군 -

경상북도 1.947 양구군 0.030

경상남도 0.912 인제군 0.030

제주도 0.054 고성군 0.010

양양군 0.220

[표 1-1-2] 전국/강원도 지식기반제조업 현황입지계수(2014년)

       자료 : 지역발전포털(REDIS) 통계

[그림 1-1-3] 강원도 내 시군별 지식기반제조업 입지계수(2014년)

자료 : 지역발전포털(REDIS)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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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기조, 비도시지역 문제, 불균형 발전

∘ 2000~2009년은 강원도가 전국대비 대체로 낮은 GRDP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

에는 다소 상회하였음

∘ 전반적으로 연평균 GRDP 성장률은 전국과 강원도 모두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그림 1-1-4] 전국/강원도 연평균 GRDP 성장률(2000년~2014년)

자료 : 통계청 GRDP(시도) 자료를 토대로 구성

∘ 도내 18개 시군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난 7년간의 경제력 격차를 분석한 결과 

영서지역의 비중은 타 권역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권역은 소폭 상승하였음

도내 권역별 구분 (중복)
GRDP 비중 변화

(’08 → ’14)
시군별 비중 증감

영서지역권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46.81% → 46.22%

춘천, 홍천, 횡성 증가

원주, 평창 감소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14.46% → 14.76%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증가

고성 감소

동해안지역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32.04% → 32.83%

삼척 증가, 

강릉, 동해, 양양 정체, 

속초, 고성 감소

강원 남부지역

정선, 태백, 영월, (삼척)
14.13% → 15.17%

영월, 삼척 증가

정선, 태백 감소

[표 1-1-3] 도내 권역별 경제력 변화(’08-’14)

     자료 : 통계청 강원도지역내총생산(2010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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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도시화율은 81.8%로 전국에 비해 약 10%가 낮음

∘ 도시화율이 높은 시군은 속초시(100%), 동해시(99.57%), 태백시(97.12%), 춘천시

(91.0%), 원주시(90.49%), 강릉시(86.19%), 철원군(82.8%) 순이며, 도시화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은 평창군(45.4%), 양양군(44.3%), 횡성군(41.2%)으로 나타남 (2016년 기준)

∘ 우리나라의 전 국토대비 도시지역 면적은 16.7%인데 반하여 강원도는 5.9%에 불과하여 

도시화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존재

[그림 1-1-5] 지역별 도시지역비율

자료 : 통계청 2016년 도시일반현황(시군구별) 자료를 토대로 구성

[그림 1-1-6] 강원도 시군별 도시화율(2016년)

   자료 : 통계청 2016년 도시일반현황(시군구별) 자료를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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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여건, 의료·복지, 문화·환경을 종합한 시도별 주민활력지수3)를 

산정한 결과 강원도는 지난 10년간 16개 시도 중 4계단 하락한 10위를 기록하였음

시도별 2005년 2014년 순 위 (증 감)

서울특별시 5.99 5.91 12위 (-)

부산광역시 5.83 5.81 14위 (▼1 하락) 

대구광역시 5.81 5.86 13위 (▲1 상승)

인천광역시 5.35 5.32 16위 (-)

광주광역시 6.46 6.71 2위 (-)

대전광역시 6.34 6.42 5위 (-)

울산광역시 6.23 6.25 9위  (▼2 하락)

경기도 6.02 5.78 15위 (▼4 하락)

강원도 6.28 6.24 10위 (▼4 하락)

충청북도 6.07 6.35 6위  (▲4 상승)

충청남도 6.42 6.45 4위  (▼1 하락)

전라북도 6.36 6.53 3위  (▲1 하락)

전라남도 5.78 5.97 11위 (▲4 상승)

경상북도 6.15 6.33 7위  (▲1 상승)

경상남도 6.14 6.25 8위  (▲1 상승)

제주도 6.77 7.04 1위 (-)

[표 1-1-4] 주민활력지수 변화(’05-’14, 16개 시도)

  자료 : 지역발전포털(REDIS) 지역발전지수 시계열자료를 토대로 작성

❚ 강원의 생산가능인구 지속적 감소, 인구고령화 문제

∘ 강원도는 2020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2030년에는 고령화율이 30.6%를 넘어서고 2040년 

40.3%가 되어 10명 중 4명이 노인인구로 구성될 전망

∘ 2040년 노년부양비는 79.7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1.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

1990 2000 2010 2016 2020 2030 2040

강
원
도

고령자비율1) 6.7 9.8 15 17 19.8 30.6 40.3

노년부양비2) 9.8 13.9 21.6 24.1 28.9 51.6 79.7 

노령화지수3) 26.4 48.7 95.2 136.3 173.8 304 437.5 

고령자1명당
생산가능인구(명)4)

10.2 7.2 4.6 4.2 3.5 1.9 1.3 

[표 1-1-5]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변화
(단위 :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6
    주 : 1) 고령자비율 = (65세 이상 인구 /  전체 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3)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4)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3) 주민활력지수 : 지역발전수준의 질적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로 
주거생활(20.2), 근로여건(21.7), 교육여건(33.2), 의료·복지(17.1), 문화·환경(7.9)의 부문으로 각각의 가
중치를 산정하여 측정 (출처 :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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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또한 꾸준히 감소하여 2040년에는 약 50%대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

[그림 1-1-7] 강원도 연령대별 인구구조 분석 전망(1990~20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를 토대로 구성(검색일자 : 2017.09.21.)

∘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24명으로 전국 평균 1.17명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나,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비교 시 10위, 9개 도 간 비교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그림 1-1-8] 전국, 강원도 합계출산율 비교(2003~2016년)

자료 : 통계청 합계출산율(시도) 자료를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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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취약

∘ 최근 10년간 시도별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약 2,630

억 원 수준이었으며, 17개 시도 중 7번째 순위를 나타내었음

[그림 1-1-9] 시도별 재해 피해현황 비교(2007년~2016년 누적)

자료 : 국민재난안전포털, 2016 재해연보 자료를 토대로 구성

∘ 자연재해에 대한 시군 지역별 안전등급을 조사한 결과 화천과 양양은 5등급, 춘천, 강릉, 

횡성은 4등급을 나타내었으며, 도내 18개 시군 중 단 한 곳도 1등급을 받지 못하였음

[그림 1-1-10] 시군별 자연재해 안전등급 현황 지도(2016년)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등급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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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원의 기회

[그림 1-2-1] 강원의 기회

❚ 1인 가구, 소득증가로 여가를 즐기는 삶

∘ 2016년 여행지별 숙박 관광여행 참가 횟수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천만 명 이상을 

기록한 10,863,252명(20.77%)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당일 관광여행 참가 횟수로는 

3,910,403명(5.83%)로 8위, 이를 합산한 여행지별 관광여행 참가 횟수는 1,4773,654명

(16.62%)로 경기도 다음으로 전체 2위를 기록

∘ 향후 동서고속철 인프라 조성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대를 계기로 강원도를 찾는 관광

여행객들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그림 1-2-2] 2016년 여행지별 관광여행 참가 횟수(숙박/당일)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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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 개최로 향후 관광, 경제, 사회·문화, 환경, 정치·

외교적 효과를 통하여 강원도 전체의 경쟁력 제고 기대

[그림 1-2-3] 메가 이벤트에 따른 다양한 효과

자료 : 기획과제 「강원도 미래비전 2040 기초연구」, 2016

❚ 새로운 시스템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사회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사물인터넷

(IoT)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이버와 현실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

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

[그림 1-2-4] (제1차~제4차) 산업혁명의 변천사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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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전략과 대응이 중요한 동시에 지역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밀리면 지나간 

산업혁명 때보다 타 지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회로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지역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강원도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 흐름을 전제로 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그림 1-2-5]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향후 급속한 변화전망

❚ 강원도의 기회, 통일

∘ 현재 중단된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DMZ의 평화적 활용을 통해 설악-금강 연계 관광 활

성화 및 동해안 중심의 북한관광 다변화로 경제도약의 획기적 전기 마련 가능

∘ 통일시, 남북강원도 인구규모 3백만 명 돌파로 규모의 경제달성과 내수시장의 확대 기대

∘ 세계 제1의 매장량과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하여 철, 아연, 망간, 니켈, 

티탄철, 알루미늄, 유연탄 등 핵심 광물자원이 집적되어 있으며 동해안 지역의 풍부한 지하

자원 공동개발 및 활성화로 강원도가 동북아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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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북한 지하자원활용 경제협력 개념도

자료 : 기획과제 「강원도 미래비전 2040 기초연구」, 2016

∘ 대륙과 이어지는 단절된 교통 SOC 확충과 TKR, TSR, TCR 연결망 구축으로 한반도의 

반도성 회복과 동북아 문화·관광·물류산업 협력의 가교 역할 기대

-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북방경제시대 대비 국내 물류여건 고도화로 북방자원 

개발과 북극해상로 발진의 핵심적 요충지 역할 수행 가능

[그림 1-2-7] 북방경제시대 북극 해상도

자료 : 강원연구원 기획과제 「강원도 미래비전 2040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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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자원 활용 (기후변화)

∘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의 상승과 연평균 강수량 및 호우 일수 

변화가 더 커짐에 따라 식물 성장가능 기간은 현재 258일에서 2040년대 288일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기후변화로 강원도 역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해감에 따라 녹차(고성), 복숭아(춘천), 사과

(평창), 멜론(양구), 포도(영월) 등의 주산지가 될 전망

[그림 1-2-8] 주요 농작물의 재배 한계선 북상 지도

자료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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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메가트렌드

❚ 9대 메가트렌드와 강원도

∘ 2040년을 예측한 다수의 유망기술과 미래전망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적 연구를 통하여 

STEEP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 인구통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9대 메가트렌드를 도출

하였음

9대 메가트렌드 강원도의 미래트렌드 진단

저출산

고령화 사회

∘ 세계 인구는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30년 무렵에는 25%, 2050년

에는 지금의 세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17년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 특히 강원도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광역도 중 가장 빠른 상태로,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와 도내 첨단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젊은 

층 인구(여성인구 등) 확보방안 마련 필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 세계화 및 기술 발전으로 문화 접변이 가속화되며 소득수준 상승으로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며 소비자욕구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광산업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경쟁력은 136개 

평가대상 국가 중 19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나, 관광산업의 파급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은 미약한 수준임

   - 고용기여율 5.8%, GDP기여율 5.1% (WTTC 2016년)

⇒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연계한 스마트 관관산업을 집중육성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수요 맞춤형 전략수립과 도내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빙지대 구축이 필요

도시화 문제

∘ 2040년 도시는 스마트 시티의 보편화, 공간수요의 다양화, 생활공간의 

시공간적 공유화, 정주공동체와 시민참여의 역할 증대, 차세대 교통수단의 

보급 등이 이루어질 전망

∘ 우리나라의 전 국토 중 인구과소지역의 비중(’13년 64.1% → ’40년 

68.7%)은 약 5%p 증가할 전망

⇒ 네트워크형 스마트 도시, 회복도시 구현 전략 필요

과학기술

융합과 발전

(4차 산업혁명 도래)

∘ 4차 산업혁명은 사람·프로세서·데이터·사물 등 세상 만물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를 이끌 것으로 예측

∘ 초연결사회에서는 지능로봇의 부각(가정이 거대로봇), 재택근무 보편화, 

전자종이의 만능 디스플레이화, 웨어러블 단말기의 확대, 유비쿼터스 네

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편화 등이 큰 트렌드를 형성하며, IT, 

BT, NT 등 융합기술을 활용한 기후스마트 농업도 보편화할 것으로 예측

⇒ 동계올림픽 레거시(5G, IoT, UHD, AI, VR)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선도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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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메가트렌드 강원도의 미래트렌드 진단

저성장 기조유지

∘ 향후 세계 경제는 완만한 추세 하락세를 보이며 2040년도에 세계경제는 

약 2.5%, OECD 회원국 기준은 약 1.8%, 우리나라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GDP성장을 전망

∘ 미래에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노년부양비의 

급증이 저성장 기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저성장 기조를 탈피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

불균형 문제

∘ 전 세계적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각국의 시민이 소득분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OECD는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2010년 29개 회원국 중 4위에서 2060년

에는 3위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계층 간 이동성도 제자리걸음 

수준임

∘ 청년 고용률은 낮아지는 가운데 장년층의 취업은 증가하는 등 일자리와 

복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증폭되는 양상임

⇒ 시군 간 지역격차 해소, 세대 갈등 및 도농 간 균형발전 및 성장과 분배를 

병행할 수 있는 전략 필요

기후변화 및 재난

∘ IPCC WGⅠ 제5차 평가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배출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CO  농도 상승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기온 및 해수면 

상승과 강수량의 증가가 예상

∘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보다 높은 기온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할 것으로 전망

∘ 강원도 또한 기후변화로 2040년까지 RCP 4.5 시나리오 기준 평균기온이 

약 1.0℃ 상승할 예정이며, 연강수량은 313.4mm 증가, 폭염일수 6.9일 

증가, 열대야일수 6일 증가, 서리일수 26.6일 감소, 결빙일수 19일 감소, 

식물성장가능기간은 21.4일 증가, 여름일수는 24.5일 증가할 전망

⇒ 기후변화 대비, 저탄소 사회 실현과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스마트 농림축산업 기반 마련 필요

통일과 세계 

경제축의 다변화

∘ PwC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선진 경제권(G7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중심에서 신흥 경제권(E7 :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터키)으로 경제력 이동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통일 한국은 인구 약 8,000만 명과 영토는 22만 1,336Km 로 증가하여 

풍부한 내수시장 확보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로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

⇒ 통일 대비 강원도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 마련 필요, 북극항로를 이용한 

북방경제권 중심지 도약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

∘ 미래교육은 디지털화 된 가상교실 등장으로 전통적 학교의 종말이 예측

되며, 학교와 교사라는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직접 교육학

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

∘ 국내는 에듀테크 산업(수학, 영어, 소셜 러닝 등)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도 중

⇒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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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강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

1. 기본 추진 방향

❚ 강원도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

[그림 2-1-1] 9대 메가트렌드를 통한 강원도의 방향성

2. 세부전략 수립 방향

❚ 저평가 지표의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위기극복

∘ (저출산 고령화) 앞으로도 더 심화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젊은 층이 도내에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정주환경과 청정·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이 보장된 힐빙(힐링

+웰빙)지대를 조성

∘ (도시화 문제) 타 시도대비 낮은 도시화율은 자연 자원과 넓은 공간을 활용한 네트워크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극복

∘ (저성장 기조) 경제성장 중심에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강원도형 공유·포용

성장 시스템 구축으로 극복

∘ (불균형 문제) 도내 18개 시군의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

∘ (미래 교육환경 변화) 강원의 미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과 참신하고 

다양한 선진 교육방법들을 강원도에 맞게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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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활용방안 수립을 통한 강원의 잠재가치 극대화

∘ (삶의 질 중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 여유, 자연, 녹지대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강원도형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관광인프라 구축

∘ (통일문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변방에 머무르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미래에는 지역차원에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들을 제시

∘ (기후변화) 기후변화 트렌드와 관련, 농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난 

재해에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

∘ (4차 산업혁명) 강원도가 가지는 강점(수열 에너지 등)과 역량(첨단의료 등)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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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전 설정

1. 비전설정 과정

1.1 내부적 시각

❚ 강원비전 2040 도민참여단 의견수렴(109명)

∘ 온라인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한 사전설문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총 6회의 오프라인 회의

(전체 2회, 권역별 4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민참여단이 바라는 강원의 미래상을 선정

   

 ➊ 젊은이가 살고 싶은 지역
 ➋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자연환경이 보존된 쾌적한 정주환경
 ➌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지대

[그림 2-2-1] 도민참여단 전체회의 부문별 미래상 삽화

❚ 도내 10대 의견수렴(청소년교육의회 200여명, 도내 고3학생 279명)

∘ 미래세대의 주역인 도내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   

<강원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 젊은 층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급증

<10대 학생들이 선정한 2040년 강원의 미래상>

 - 좋은 복지환경 속, 누구나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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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부적 시각

❚ 강원도를 제외한 타 시도 일반인 1,000명 설문조사 실시

∘ 외부적 시각에서 바라본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강원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 온라인 리서치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의견수렴 진행

  

<강원도 이주 시, 선호직업 군>

 ➀ 귀농‧귀촌(41.4%) ➁ 관광업(39.4%) ➂ 첨단서비스업(10.0%), ➃ 첨단제조업(9.2%)

<강원도로 이주할 의사가 없는 이유>

 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 불편(30.2%) ➁ 지역인프라 시설 부족(25.7%)   

 ➂ 일자리 부족(20.9%) ➃ 문화환경 부족(12.6%) ➄ 의료서비스 부족(10.6%)  

<타 시도 일반인이 바라는 2040년 강원의 미래상>

 ➊ 청정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

 ❷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지역

 ❸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

 ※ 도민참여단이 선정한 미래상과 순서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

❚ 현 시대 트렌드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강원도外 지역의 젊은 생각(82명)

∘ 강원도 외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의 발전 저해요인으로는 지리적 요건을, 강원도와 어울리는, 강원도의 유망산업 및 

이주 시 선호직업 군으로는 3차 산업(관광/서비스업)을 선정

1.3 전문가 시각

❚ 미래학 전공 전문가 집단(50인) - 기획재정부 조사자료 참고

∘ 미래학 전공 전문가들은 2040년에 강원도의 강점(청정, 환경, 쾌적함이 인정받는 사회)

과 물질적 자본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본 중심으로의 가치 전환(협력, 표용‧공유경제 등)이 

중요시 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비전수립 전문가 집단(코어자문단)

∘ 강원도의 적은 인구와 넓은 땅을 기회자원으로 삼아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함

∘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강원도형 공간마련과 함께 환동해권 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도내‧외 교통/물류 인프라 등의 조성이 필요

∘ 무조건적인 방문자 수 증가가 아닌 사계절 모두 관광객들을 만족시켜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유동인구 증가” 방향으로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숙박･레저 

등의 다양한 시설 점검 및 고도화가 필요함



37

2. 2040 강원의 비전

2.1 비전하우스

❚ 비전 슬로건 :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 강원

∘ 4WD 실현전략을 포괄하면서 강원도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비전슬로건을 도출

∘ (자연과 사람의 미래) - Wonderful-Stay와 Dramatic-Nature로 실현

- 과거와 현재의 강원도는 ‘청정한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이 있는 곳’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 

정체성임

- 미래사회의 지향점은 ‘청정한 자연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잘사는 곳’이라 할 수 있

으며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라는 의미임

∘ (Login 강원) - Well-Come과 Dream-Works로 실현

- 자연과 사람의 미래가 있는 강원도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누구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접

근성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

- 또한 Login은 컴퓨터를 시작하는 디지털을 의미하며 온라인(플랫폼, 정보혁명)과 오프라인(사람, 

사물)이 융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를 의미함

[그림 2-2-2] 강원비전 2040 비전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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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비전 설정

∘ 2020년 비전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미래성장 기반 마련

∘ 2030년 비전 : 힐빙도시(힐링+웰빙) 실현

- 2020년 미래성장을 기반으로 청정, 여유, 건강, 쾌적함이 있는 힐빙도시(힐링+웰빙)를 실현

∘ 2040년 비전 :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 강원

- 청정한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누구나 오고 싶은 열린 강원을 창조

[그림 2-2-3] 기간별 비전 설정(현재~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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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현전략(4wd 전략)

1) 기본방향

❚ Well-Come 강원

땅길, 바닷길, 하늘길과 통일길을 기반으로 체류중심의 글로벌 관광경쟁력을 통해

국내외 연결성이 강력한 열린 공간

· 고속도로와 고속화철도에 이어, KTX, 항공, 크루즈 접근성확보와 통일이라는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국내외 연결성 극대화 ⇒ 관광·기업·자본·인재·물류의 유입 확대

· 특히 강원도 관광을 국내외 단기체류>장기체류>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체류기반 조성

으로 인구절벽 문제 해결

01. 고도화된 교통·물류 인프라 
와 네트워크형 공간

02. 통일 인프라 구축과 
동북아 협력 확대

강원도발 국내외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대

남북교류협력 다각화 및 

신 협력체계 구축 

남북강원 통일 역량강화 

및 접경지역 인프라 구축
신기술 대응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북방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동북아 국제협력 확대·강화

Well-Come 강원

03. 강원도가 주도하는 

신 관광시장 생태계

04. 세계 수준의 

관광·레저 인프라

기술 기반형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

DMZ와 동해안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

융복합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산악환경 활용고도화 및 

웰니스 관광 육성

강원도 관광스타일 완성
세계적 도시관광 

명소발굴 및 브랜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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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Stay 강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생태 가치에 의료/문화/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역공동체

· 강원도의 강점인 자연·생태환경 속에서 네트워크형 스마트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메가시

티가 가지지 못하는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

· 강원도 산업의 강점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

템으로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확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치공동체 실현  

· 강원도 문화의 가치 창조를 통해 여유와 낭만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교육·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

01. 자연·생태환경과 함께하는 
스마트 정주기반

02. 첨단 보건/복지 인프라와 
상생의 자치공동체

연계, 협력 네트워크형

공간 구축

공유·협업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 고도화

미래형 보건/복지시스템 구축
수요맞춤형  

주거공간 조성 공생, 공감의 건강한 

자치공동체 형성
생태가치가 실현되는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강원도 실현

Wonderful-Stay 강원

03. 강원도 문화의 가치 창조
04. 초연결사회에 대응한 

미래형 교육환경

강원도 문화예술의 글로벌화 창조적 스마트 교육기반 구축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평생교육 플랫폼 조성

창조적 문화예술인 양성 강원도 미래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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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Works 강원

국가 선도 4차 산업혁명 생태계 + 지역별 특화산업 + 미래형 農道 접목을 통한

일하고 투자하고 싶은 신 산업지대

· 지금까지는 수도권과의 연결성과 저렴한 분양가격이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의 원동력이었

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

· 사람과 제품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인공

지능으로 가치를 창출한 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 강원도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 중소기업이 구축하

기 어려운 데이터의 저장과 빅데이터 분석을 새로운 기업지원 인프라로 제공하는 공유와 

포용성장의 강원경제시스템 구축으로 일하고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매김  

· 강원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2040년 삶의 질의 척도인 건강, 여유, 여가와 연관된 산업을 

강원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표산업으로 집중 육성(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관광, 푸드

테크, e-Mobility, 라이프스타일 산업) 

· 각각의 산업들은 지역 내에서 첨단 보건서비스 제공, 전기차 중심의 이동수단, 강원도 관

광의 경쟁력 제고, 대한민국 미래 농도 구현, 시군별 먹거리 산업으로 연계되어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현

Dream-Works 강원

01.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한 강원경제시스템

02. 국가 선도 

4차 산업혁명 생태계
03. 대한민국 미래 “農道”

빅데이터 중심의

거점 인프라 조성

강원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

강원도 농수산업의 첨단화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

강원도 거점산업의 
고도화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과 
융복합 농림수산업 고도화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체계 구축

산업별 R&D 클러스터 

조성과 역량강화
차세대 미래농업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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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matic-Nature 강원

강원도 청정자원의 최적 활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연이 자본이 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 강원도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청정/쾌적/지속가능을 

강원도의 정체성이자 브랜드로 집중 육성

· 강원도의 바람, 청정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풍력 및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

자동차 충전소 및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연계하여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사회를 실현

· 강원도의 청정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태환경과 수자원, 산지의 최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 기후변화 등 증가하는 재난/재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Dramatic-Nature 강원

01. 자연과 인간의  공존 

시스템 구축

02. 카본프리로 완성되는 

에너지 자립

03. 사회 안전과 개인 

안심의 사회 완성

보전되는 자연 

높아지는 환경가치

멀티소스 클린에너지 생산 

인프라 구축

자연재해 대비 지능형 

시스템 구축

늘어나는 산림이용 

커지는 산촌

저탄소 생산과 소비를 통한 

청정사회 실현

사회재난 대비 능동형 

안전망 구축

강원도 수자원의 

갈등해소와 가치제고

저비용 고효율의 

탄소순환용 에코플랜트 조성

특수상황 대비 미래형 

인프라 조성



43

2) 핵심목표

❚ (1-2-3) 목표(삶의 질 1등도, 유동인구 2억 명, GRDP 3%+α 성장)

∘ 삶의 질의 가치가 가장 좋은 1등도 달성

- 주택비용, 가계 가처분 소득, 고용률, 개인 소득, 교육 수준, 대기오염, 수질, 수명, 건강수준 

인지율, 1일당 여가시간을 시도별로 조사하여 가중평균

※ 국제통계연감의 삶의 질 지표 중 시도별 분석이 가능한 지표로 구성

∘ 유동인구 2억 명 달성

-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으로 국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정주인구를 목표로 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강원도는 체류형 유동인구를 증가시킴으로서 정주인구의 감소를 상쇄하고 유동인구 증가가 자연

스럽게 정주인구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 

- 2015년 강원도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1억 2백만 명에서 2016년 현재 1억 15백만 명으로 

내국인 관광객은 12.8%, 외국인 관광객은 30.7% 증가

- 이러한 증가세를 반영하여 유동인구 목표 2억 명을 상정하고 매년 목표치를 관리

∘ 현재 2.41% 수준인 강원도의 GRDP를 2040년에 4% 또는 5%로 증대

- 전국비중 4% 목표 시, 2025년 전국비중 3.0% 도달, 2032년 3.5%, 2040년 4% 달성을 전망

- 전국비중 5% 목표 시, 2020년 전국비중 3.0% 도달, 2025년 3.5%, 2030년 4%, 2035년 

4.5%, 2040년 5% 달성을 전망

※ 산출방법 : 강원의 과거 성장률 추이를 전체기간(1986~2015)과 10년 단위 기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장기추세에 따른 중립적 상황, 높은(낮은) 실적치의 시현 시기를 기준, 낙관(보수)적 

상황으로 나누어 전망

낙관적

전망

중립적

전망

보수적

전망

전국비중 4% 목표 전국비중 5% 목표

GRDP 전국비중 GRDP 전국비중

2020 46.6 43.0 40.5 43.3 2.71 47.9 3.0

2025 61.9 52.6 46.6 56.0 3.0 65.3 3.5

2030 82.7 64.5 53.8 71.1 3.34 85.3 4.0

2035 111.1 79.2 62.2 87.6 3.70 107.4 4.5

2040 150.3 97.5 72.2 105.6 4.0 131.9 5.0

[표 2-2-1] 강원도 기간별 지역내총생산(GRDP) 목표
(단위 : 조 원, %)

  주 : 2010년 불변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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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4wd 전략

1. Well_Come 강원

1.1 현재의 여건 & 중장기 전망과 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교통‧물류

현재의 

여건

∘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 북방교역에 대비한 국제물류 양적 질적 기반여건 미성숙

∘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 남북 간 교통망 단절

∘ 장래 항공수요의 증가와 양양공항 활성화 필요성 증대

∘ 광역교통망과 도내 지역 간 연결 교통망의 연계성 취약

중장기 

전망과 

과제

∘ 한반도 동‧중부 고속 교통망 완성

∘ 남북방향 교통망 복원

∘ 동해안 항만기능 고도화 및 물류처리 기반능력 확충

∘ 신기술 교통수단 무장애지역 실현

통일‧북방

현재의 

여건

∘ 북핵으로 인한 UN의 강도 높은 대북제제와 북미 간 대립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병행되는 북한과의 대화재개 노력

∘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 북‧중 접경지역의 발전 가속화

∘ 장기간의 경색과 교류협력 중단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

중장기 

전망과 

과제

∘ 북핵 위협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가속과 지자체의 국제

관계 강화

∘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빨라지는 북방시대 대응 강화

∘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하는 남북교류협력 패러다임

∘ 안보지역에서 평화‧생태지역으로 변화하는 접경지역

관광

현재의 

여건

∘ K-ICT 동계올림픽으로 첨단기술 인프라 저변 확대

∘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치유관광 시대 도래

∘ 자원의 OSMU(One-Source Multi-Use) 전략 미흡

∘ 국제회의업(MICE산업)의 성장, 강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

중장기 

전망과 

과제

∘ 기술환경 급변화에 따른 효율적 대응과 융복합 관광산업 고도화

∘ 세계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국제 관광객 증가

∘ (글로벌 관광객 유치) 세계 관광시장을 선도하는 강원

∘ 관광자원 활용 고도화를 통한 국제적 관광브랜드 위상 강화

∘ 경쟁력 있는 글로컬 관광지 확보 및 관광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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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천전략과 아젠다의 도출

[실천전략 1-1] 고도화된 교통·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형 공간

아젠다 1-1-1) 강원도발 국내외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대 

∘ 미래 친환경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 철도망 확충

- 기 추진되고 있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에 이어 강릉~제진 간 동해선 철도 , 홍천∼용문 철도, 

원주∼철원 내륙종단철도, 제천~삼척 간 ITX 등의 건설을 통해 강원도 내륙 철도 교통망의 

연계성 강화

∘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2×4 한반도 동․중부 도로교통망 확립

- 동서방향 도로교통망의 추가적 보완과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 통합 및 통일을 고려할 때 한반도 

남부지역과 북한, 나아가 대륙을 연결하는 남북방향 도로교통망의 확충 필요

- 단기적으로는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춘천~철원 간 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6축 고속도로, 국도7호선 북한 연결 추진

∘ 강원도와 세계를 연결하는 동해안 하늘 길∼바닷길 구축

- 강원도 동해안 거점 무역항인 동해항의 3단계 개발 등을 통해 화물처리 능력을 질적 양적으로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추진

- 크루즈 접안능력을 구비하게 된 속초항의 외국적 크루즈 기항 유치 및 중/러/일/한간 크루즈 

유치 추진

- 단계적으로 양양공항의 국제 정기노선을 확대하고 수도권 연계교통 강화로 수도권 이용 공항

으로써의 위상 구축

[그림 2-3-1] 미래 올림픽 루트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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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프로젝트

∘ 쾌도강원 2x4 U-route

- 광역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 다양한 유라시아 진출통로 확보

∘ ‘FLY-TRAIN-CRUISE' 연계 국제 크루즈항로 개발

- 올림픽 로드를 기반으로 항공-철도-크루즈 연계 국제/연안 크루즈 항로 개설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친환경 광역 

철도망 구축

∘ 동해선(강릉~제진) 철도

∘ 경원선·금강산선 철도 복원

∘ 홍천~용문 철도

∘ 제천~삼척 고속화(ITX) 철도

2x4 고속 

도로망 구축

∘ 동서 6축(제천~삼척) 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춘천~철원) 연장

∘ 평화고속도로

∘ 남북 6축 고속도로(양구~강원도 경계)

동해안 하늘길 ~바닷길 

확충

∘ 강원도 국제 크루즈 항로 개설 

∘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 항만배후 융복합 물류클러스터 구축

∘ 양양국제공항 정기노선 확대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고속도로 연장 (2017) 399,450 399,660 399,950

국제터미널 경유 입국자 수 (2017) 100,000 300,000 500,000

아젠다 1-1-2) 신기술 대응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교통기술의 혁신

- 강원도는 ’17년 이모빌리티(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와 관련하여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공함에 

따라 관련된 산업육성과 함께 강원도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 2030년까지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률 25%(32만 대)를 달성하고 2030년 약 300만대로 예상

되는 강원도 방문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게 충전 인프라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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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에서 생산되는 소형전기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터미널, 역세권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연계한 공유 렌트 서비스를 구축하며 태양광 충전플랫폼 확충

-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 활용이 불편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EV를 

보급

- 동계올림픽 이후 원주~강릉 철도와 강원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관광철도(트램)를 건설하고 

드론 활성화를 통해 물류가 불편한 강원도 지역에 신속하고 저렴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그림 2-3-2] (좌)태양광 충전소, (우)소형 자율주행 EV 모습

❚ 대표 프로젝트

∘ 미래형 충전 인프라와 자율주행 EV 보급

- 태양광 기반 EV 충전소 보급 및 확충, 소형 자율주행 EV 개발 및 보급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보급

∘ 태양광 충전 플랫폼 구축 및 확대

∘ 충전인프라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신교통수단 

도입 및 확산

∘ 소형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 산악철도 및 트램 건설

∘ 드론을 활용한 물류오지 해소

신교통수단 

공유 서비스
∘ 역세권/관광거점지 이모빌리티 공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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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급속충전기(누적, 기) (2017) 99 299 1.060

완속충전기(누적, 기) (2017) 312 35,769 139,354

태양광 충전플랫폼(기) (2017) 0 2 100

소형 전기차 보급(누적, 대) (2017) 3,000 320,000

퍼스널 모빌리티 보급(누적, 대) (2017) 15 5,000 400,000

[실천전략 1-2] 통일인프라 구축과 동북아 협력 확대

아젠다 1-2-1) 남북교류협력 다각화 및 신 협력체계 구축

∘ 대북제재와 병행하여 추진될 정부의 대화재개 노력에 부응하고 세계유일 분단도의 위상과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할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으로서의 승화와 남북강원도의 지역적 특색에 기반한 

교류협력사업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

- 금강산관광의 재개 및 동해안국제관광지대 조성을 통한 북한관광의 다양화

- 평화올림픽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토대로 한 스포츠 교류 활성화

- 강원도의 강점인 농림축산과 소재자원, 에너지 기반의 경제협력프로젝트 추진

- DMZ와 백두대간의 생태환경 복원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세계 유일의 냉전유산인 DMZ의 남북한 공동이용 및 관리 등으로 전쟁과 죽음의 지역을 

평화와 생명의 지역으로 전환

- DMZ에 군사분계선으로 남북으로 이등분되어 남아있는 태봉국 도성터의 남북한 공동 조사․
발굴 및 복원으로 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추진

- 동해의 해양자원을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관리하여 동북아의 대립과 분쟁의 바다를 남북이 

주도하여 평화의 바다로 승화

∘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남북강원도가 통일을 선도하고 통일에 앞서 이를 대비하는 장으

로서 기능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구축

-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식 통합을 벤치마킹하는 ‘양국일제’식 평화특구 개념의 강원평화특별

자치도 설치

- 북한의 유역변경식 하천관리에 따른 남측의 유량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유하천의 

협력패러다임 개념의 남북접경지역 공유하천 유역공동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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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동해안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 대표 프로젝트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 남북일제(南北一制)의 ‘평화특구’ 지정·운영 및 관련제도 구축, 남북 광역경제권 형성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분야별 대북 교류 

협력의 다양화

∘ 동해안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강원도 스포츠 교류협력

∘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 북한 동해안 소재자원의 공동개발협력

∘ 북강원도 산림복원 교류협력

DMZ 자원의 남북한 

공동 이용 및 관리

∘ 태봉국 도성의 공동 발굴․복원

∘ 동해 평화의 바다 조성

남북강원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 유역공동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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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1-2-2) 통일 역량강화 및 접경지역 인프라 구축

∘ 세계 유일 분단도로서 지자체가 교류협력을 선도하는 시대에 대비하고 통일1번지로서 도의 

역량을 강화하며, 평화‧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접경지역 관련 인프라 구축

∘ 금강산관광에 이은 새로운 교류협력 패러다임 선도의 경협사업 발굴로 평화와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위상 제고

- 개성공단 역개념의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으로 정체된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 국가와 지역의 

경제 활로 모색

∘ 평화지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도내 산재한 통일 관련 역량의 결집 및 물리적 결합에 

앞서 남북강원도의 화학적 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

- 남북강원도의 통합은 물론 한반도의 통일과 통일한국의 담론을 주도하고 아젠다를 발굴할 

전문가 집단지성의 산․학․연 협력체 구성 및 운영

- 남북강원도의 동질성 회복과 공동개발 및 협력을 위해 북강원도의 D/B 구축 및 남북강원도 

지식공유사업 추진

- 도가 선도하여 평화도시 연구를 통한 국제평화도시네트워크의 구축과 학제간 융복합연구로서 

평화문화 연구사업 추진

∘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에 부응하고, 분단이후 지난 60여 년간 발전의 기회를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류 협력과 통일준비의 편익이 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대안 마련

-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통일대비 접경지역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

- 철원 평화산업단지 등을 경협사업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낙후한 접경

지역 내 경제산업 기반 조성

❚ 대표 프로젝트

∘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 낙후한 접경지역 내 경제산업기반의 구축 위해 철원평화산단과 고성북방교류산단을 통일경제

특구로 조성･운영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통일 대비 남북강원 

통합기반 구축

∘ 통일 관련 산․학․연 협력체 구성 및 운영

∘ 북강원도 D/B 구축과 남북강원도 지식공유 

∘ 평화도시･평화문화 연구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

∘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 토지이용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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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1-2-3) 북방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동북아 국제협력 확대·강화

∘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가속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응력 강화와 북방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동북아 역내 지방정부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

∘ 북방시대 북극해 횡단의 새로운 교역루트를 통해 자원의 공동개발 및 시장형성에 협력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동북아 교류협력이니셔티브 마련

-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에너지와 자원의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시베리아천연가스의 강원도 

인입을 통한 지역발전 잠재력 개발

∘ 북방과 4차 산업혁명시대 관련 동북아 역내 교류협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 내 

관련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북아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부품소재 분야의 무역과 투자 중심의 동북아 경제협력 한계를 서비스사이언스4) 분야의 연구

개발협력으로 고도화하는 동북아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협력으로 역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화를 통해 도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확대

하는 동북아 벤처 네트워크 구축

- 증가하는 동북아 역내 환경재난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농업 공동방역

협력체인 Safe Farm 동아시아 위원회 설립 주도

- 극지연구소 아라온호 동해시 기항과 노던포럼의 참여 등의 기 구축된 북극연구의 기반을 활용한 

북극연구탐사 허브 구축

∘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통해 동북아의 교류협력을 심화․발전

시키는 동북아 지방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지방대학의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연합체인 청년 창업 네트워크 구축 주도

-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 분야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이러닝(e-learning) 기반의 교육 네트

워크를 통한 동북아 지방대학간 대학원 공동운영 추진

- 동북아 역내 전문대학, 기능대학의 직업교육을 비롯한 기업의 실무 교육의 향상을 위한 교육 

기반 직업 네트워크 구축

[그림 2-3-4] (좌) 삼척 LNG 생산기지 및 저장소, (우) 북극연구탐사 허브

4) IT, 수학, 경영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이론을 통해 서비스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업전략을 체계화
하는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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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프로젝트

∘ 동북아 에너지·자원 교류협력 중심지

-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에너지와 자원의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시베리아천연가스의 강원도 

인입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동북아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러시아 천연가스 연계망 구축

∘ (가칭)극지R&D센터 조성

∘ 동북아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벤처 네트워크 구축

∘ Safe Farm 동아시아 위원회 설립

동북아 지방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지방대학 간 청년 창업 아카데미 공동운영

∘ 동북아 지방대학 간 대학원 공동운영

∘ 동북아 지방대학 간 직업교육 네트워크 구축

[실천전략 1-3] 강원도가 주도하는 신 관광시장 생태계 구축

아젠다 1-3-1) 기술 기반형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

∘ 개인 맞춤형 관광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 맞춤형 관광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직거래 시스템 등 도입

- 스마트 헬스케어를 비롯한 의료관련 첨단기술을 리조트와 연계 추진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리조트 도입(기존 리조트 재생)으로 국민건강 증진 기여

∘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 IoT Street, 5G, VR 콘텐츠, AI 기반형 안내체계 등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구축되는 

올림픽 ICT 신(新)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스마트관광시티 조성 및 강원도 확대 

-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에 기반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며 생소할 수 있는 

산업관광 콘텐츠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첨단기술 도입

∘ ICT기술 도입을 통한 관광기회 확대 및 적극적 동기 부여

- 기대와 경험의 불일치 가능성에 따른 불안 및 정보부재로 인한 여행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ICT기술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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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를 통해 잠재 관광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ICT 콘텐츠를 개발하며, 나만의 관광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3D프린팅 등을 통해 추억의 기

억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 조성

  

[그림 2-3-5] ICT 기술 기반 관광 생태계 조성

❚ 대표 프로젝트

∘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개인 맞춤형 관광플랫폼 구축

- 수요요구형 관광상품 개발, 자연과 지역산업 융복합을 통한 관광시장 발굴 및 자원활용 고도화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상품 직거래 기반 조성

∘ 융합관광산업 육성(VR, AR 콘텐츠 제작 등)

∘ K-ICT 고도화

∘ U-Health 컨버전스 리조트 벨트 조성

스마트관광 

체험기회 확대

∘ ‘미리 가보는 강원도’ 가상체험관 조성 및 이벤트 개최

∘ 3D프린터를 활용한 ‘나만의 추억만들기 체험관’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온라인 관광상품 

직거래 이용자 비율(%) 
(2018) 20% 50% 80%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이용 

누적 방문자 수(명)
(2018) 5백만 1억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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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1-3-2) 융복합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 산업관광 기반 구축

-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을 활용한 산업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관광객들에게 배움과 

더불어 재미가 있는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

- 차별화 된 관광콘텐츠 발굴로 지역 대표 관광브랜드 육성이 가능하며 지역 산업의 홍보･마케

팅과 함께 다양한 채널의 판로 개척 가능

∘ 관광산업과 타 산업의 융복합 추진

- 관광산업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 추진을 통해 새로운 관광콘텐츠 확보는 물론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관광객 객단가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견인

- 의료관광의 경우,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단순 휴양에서 벗어나 원격 진료시스템 중심의 

첨단 의료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적극적인 체험형 의료관광산업으로 활성화 추진

∘ 미래 지향적 지역 관광인재 육성

- 관광활동은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여가(레저) 희망 1순위로서 향후에는 지금처럼 자연자원

을 활용한 경관 관람, 단순 체험을 벗어나 자원의 고도화, 타 산업과의 융복합 등 복잡화되고 

빠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미래 관광산업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강원도 관광의 위상 정립(한국 관광 1번지), 지속가

능성 확보, 지역 주민 직접 소득 확대 등을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함

[그림 2-3-6] (좌)영월 동강시스타 치아염소산수 풀장, (우)홍천 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 스파시설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자연자본주의 

관광생태계 구축

∘ 청정 자연기반의 국민여가지대 조성

∘ 웰니스 중심의 산림치유 관광 육성

∘ 스포츠 의료관광 육성

미래 관광산업 및 

인재육성

∘ 지역산업 연계형 산업관광 기반 구축

∘ 관광 R&D와 지역관광인재 육성



55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산림치유형 관광시설 개소 수 (2018) 2 4 8

웰니스관광 이용자 수(명) (2018) 5만 50만 120만

도내 총 관광예산대비 R&D, 

인재육성관련 예산 비율(%)
(2018) 3% 4% 5%

아젠다 1-3-3) 강원도 관광스타일 완성

∘ 강원 관광의 차별성 및 고유성 확보

- 경관 관람 중심의 청정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연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존의 안보 일변도의 안보관광을 벗어나 평화 및 생태와 함께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스토리

텔링화 하여 관계있는 국가들의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 기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유료 콘텐츠화하여 

지역 주민의 직접 소득원으로 활용

∘ 국내 최고의 국민여가 지대 조성

- 급속도로 변하는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청정자연환경에서 문명으로부터 오는 부작용을 해소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디지털 디톡스 등)을 도입한 여가지대 조성

- 가족 구성원과 사회 계층,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 개념을 도입한 공감형 

여가지대 조성

- 단순 관람형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

용한 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활성화

∘ 강원도 관광의 세계적 인지도 확립 및 브랜드 파워 형성

- 올림픽 개최 이후 국가 브랜드와 연계한 강원관광 이미지 강화 프로젝트 실행 필요

- 강원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관광이미지를 강화시키거나 강원도의 정체성을 

반영한 신규 관광 브랜드화 작업을 병행 : 특히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정치적 분단현

실에 대한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중점적으로 검토

- 10대 글로벌 강원관광 명소화를 추진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국제적인 관광목적지

들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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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프로젝트

∘ 사계절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

- 지역밀착형 관광 콘텐츠 발굴, 체류시간 증대 프로그램 및 차별화 된 숙박관광환경 조성

∘ 강원관광 브랜드 파워업

- 강원관광 글로벌 브랜딩 실시 및 국제적인 관광명소 육성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강원 관광의 

차별성 제고

∘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관광명소 지속가능성 확보

∘ 청정자연과 콘텐츠파워의 창조관광

∘ 다크투어리즘 활성화

소통과 감성의 

강원관광 육성

∘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고도화(스토리텔링 및 상품 개발)

∘ 체험형 수학여행상품 발굴

∘ 글로컬 관광지 조성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주요 글로벌 관광브랜드 
지수 진입(개소 수)

(2018) 10(1) 10(3)

올림픽 클러스터 활용 
시설/프로그램 수

(2018) 20 40 50

[실천전략 1-4] 세계 수준의 관광·레저 인프라

아젠다 1-4-1) DMZ와 동해안 국제 관광자유지대 조성

∘ 동북아시아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DMZ, 백두대간, 동해안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국제관광거점지대로 

추진. 향후 북극항로 개설, 유라시아 네트워크 활성화, 주변 정세 안정화 등 주변 국가 환경변

화에 따라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단계적 발전 모색

- 철원~고성 간 「Real DMZ」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국내외 관광객들의 새로운 관심을 유발시키는 

관광 네트워크 전략 수립. 강원도 DMZ가 지닌 다양한 매력을 구체적으로 상품화하여 수요자

들의 DMZ접근성을 높이는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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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지대 조성

- 광역교통망과 인접한 크고 작은 관광도시의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시켜 강원도 동해안 관광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각 도시마다 독특한 자원을 발굴하여 랜드마크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동해안 전체 관광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함

- 크루즈 관련 인프라는 물론 기항지 관광환경 조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통해 환동

해권 국제관광시장으로의 접근성 다양화 추진

- 단순 해수욕에서 벗어나 경관을 자원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관 관람시설을 도입하고 향후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뀌게 될 동해안지역을 사계절 내내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

도록 단계적인 해양레저 관련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확보 추진

  
[그림 2-3-7] 해양레저 관련 인프라(서핑)

자료 : N-LAND SURF PARK

❚ 대표 프로젝트

∘ DMZ·동해안 르네상스 관광지대 조성

- 강원도만의 독특한 관광브랜드 공간으로서 차별화된 의미를 갖는 DMZ와 동해안이 되도록 

관광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DMZ 평화생태로드

∘ 철새탐방로 및 전망대

∘ 파서탕 생태체험 관광지

∘ 원통역사 테마거리 조성

국제 수준의 

해양관광지대 조성

∘ 세계적 수준의 DMZ 생태관광벨트로 명소화

∘ 속초·동해 크루즈 관광 여건 확대

∘ 해양레저관광 고도화를 위한 N-Land 서프파크 조성

∘ 해양 로프웨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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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접경지역 관광객 비율(%) (2018) 10% 15% 20%

동해안 계절성 해소 비율

(성수기 대비 비수기 방문 비율)
(2018) 70% 80% 100%

아젠다 1-4-2) 산악환경 활용고도화 및 웰니스 관광 육성

∘ 국민 건강지대 조성

- 국내 최고 청정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백두대간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계 관광지 조성. 산림체험을 통한 심신치유, 인성교육 등의 산림교육서비스를 통해 육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 극대화

- 단순한 등산에서 벗어나 청정 산림환경에서 아웃도어를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레저콤플렉스 조성, 아웃도어 아카데미 스쿨 운영 등을 통해 건강증진과 함께 삶의 질 제고 

기회 제공

∘ 산림자원 이용 고도화 및 부가가치 증대

- 산림치유관광지, 산림자원 상품화, 산촌마을투어 등 위계별･수준별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 경관관람, 목재 및 약초 재배 및 판매 등의 단순 활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악

스포츠 활동과 휴식･휴양, 명상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개발

- 기존의 산림자원 체험시설 및 생산시설을 관광 자원화 하는 6차 산업 개념 도입

∘ 산악형 슬로우 관광상품 개발

- 일정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산악환경 자연의 본질을 느끼고 생태형 산악관광의 질을 향상

시켜 고가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이를 통해 관광객 규모 제한을 통한 쾌적성 

확보, 관광지 오염 및 훼손 최소화, 생태계 보전 등 산악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림 2-3-8] (좌)매봉산지구 개발계획, (우)대관령지구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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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프로젝트

∘ 힐빙(Heal-being) 산악관광지 조성

- 강원도의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을 찾는 외부인에게는 ‘힐링’, 지역주민은 ‘웰빙’

할 수 있는 산악관광지 조성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융복합 

산악관광지 조성

∘ 매봉산 산악관광지 조성

∘ 대관령 국제 산악관광 명소

∘ 두루웰 숲속 문화촌

자연 치유 

관광벨트 구축

∘ 인제 하추 치유의 숲 조성

∘ 화천 만산령 치유의 숲 조성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힐빙 산악관광지 개소 수 (2018) 2 3 4

힐빙형 산악관광 
방문객 비율(%)

(2018) 10% 15% 20%

아젠다 1-4-3) 세계적 도시관광 명소 발굴 및 브랜딩 강화

∘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글로벌 관광경쟁력 확대

- 우선 올림픽 개최도시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개최기간 형성된 글로벌 인지도를 적극적인 관광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올림픽 개최 경험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각종 글로벌 서비스 관련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휴먼

웨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관광 확립

- 기본적인 도시서비스를 바탕으로 외국인 맞춤형 편의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과제 선결 필수 

: 숙박, 음식, 교통 및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향후 관련 서비스 트렌드를 전망하고 이를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적극 반영 

- 다양한 마케팅 채널들을 이용하여 앞서 언급한 10대 글로벌 관광명소와 연계한 도시관광 브랜

드화 작업도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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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도시관광 이미지 창출을 위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구상

- 익히 잘 알려진 강원도 관광을 강화시키는 노력과 아울러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프로모션 하는 방안도 병행 필요 

- 특히 강원도의 취약점인 문화예술 관광, 야간관광, MICE 등의 상품 경쟁력을 특화시켜 관광

브랜드 지수 진입의 수월성 도모 

❚ 대표 프로젝트

∘ 글로벌 도시관광 육성

-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이를 강원도 도시관광의 세계화 

모델로 적극 활용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글로벌 도시관광 

브랜드 구축

∘ 강원도 소규모 숙박시설인증 브랜드 런칭 및 운영

∘ 로컬푸드 중심의 지역관광 먹거리 서비스 강화

∘ 지역 여행업 육성

∘ 철도관광 활성화

젊은 관광상품    발굴 

및 육성

∘ 감성 어메니티 육성을 위한 아트 투어리즘 확대

∘ 강원도 야간관광 10선 육성

∘ Young & Smart MICE 산업 육성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올림픽 개최도시 인지도 
수준 변화

(2018) 지수진입 80위 이내 50위 이내

강원도 철도관광객 수 (2018) 200만 400만 750만

야간관광 10선 도시의 
숙박관광객 수(명)

(2018) 200만 325만 530만

MICE 산업 청년 일자리 수 (2018) 50개 150개 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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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onderful_Stay 강원

2.1 현재의 여건 & 중장기 전망과 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정주환경

현재의 

여건

∘ 분산적 인구 분포 유지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과소지역 발생 우려

∘ 도심지역의 쇠퇴와 건조환경의 노후도 심화

∘ 1인 가구/독거노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 변화

중장기 

전망과 

과제

∘ 지역거점 육성과 네트워크형 공간구조 구축

∘ 미래수요 변화에 탄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 초연결사회를 선도하는 공간환경 구축

∘ 지역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사회통합

현재의 

여건

∘ 도내 사회적 기업 수 대비 미흡한 고도화 수준

∘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강원

∘ 전국 최고 수준의 자살률 지속

∘ 타 시도 대비 심각한 지역 낙후도 문제

∘ 전국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미비

중장기 

전망과 

과제

∘ 공유경제 시대의 도래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일자리 지원을 통한 정주의식 강화

∘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문화‧예술

현재의 

여건

∘ 전통문화자원 활용과 보존의 다양성 및 체계화 미흡

∘ 풍부한 문화시설 대비 저조한 이용수준

∘ (강원학) 미약한 연구기반 아래 지역적으로 편중된 연구성과

중장기 

전망과 

과제

∘ (글로벌화) 강원도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은 「강원도다움」에서 삶의 질 

제고

∘ 강원학연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구현 및 미래가치창출 토대 마련

∘ 도내 생활문화유산의 현대화‧세계화를 통한 가치 창조

∘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통한 창조적 인재양성

교육

현재의 

여건

∘ 도내 통폐합 권고대상 학교 다수

∘ 전국대비 낮은 기초학력 수준

∘ (인재확보 역량 부족)전국대비 저조한 강원도 맞춤형 일자리 부재

중장기 

전망과 

과제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

∘ 기술과 시대에 따른 학습방법의 변화

∘ 진학 중심의 교육에서 진로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 혁신생태계의 허브(Hub)가 되기 위한 대학의 변화

∘ 교육 거버넌스의 변화

∘ 통일과 세계화시대 대비 인성교육

∘ 평생교육의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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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천전략과 아젠다의 도출

[실천전략 2-1] 자연·생태환경과 함께하는 스마트 정주기반

아젠다 2-1-1) 연계, 협력 네트워크형 공간 구축

∘ 지형적 약점을 극복하는 도시･농촌의 스마트시티 환경조성

- 빅데이터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참여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도입과 결합하여 지역적 수요에 부합하는 스마트서비스 발굴 

-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 거점으로 지역 내 대표적인 상업, 주거, 생산, 농촌지구 대상 스마트

시티 특화지구 조성

- 스마트 서비스 개발‧운영을 지역 내에서 산업으로 적극 수용하기 위한 미래 전문인력 양성

∘ 연계, 협력 네트워크형 공간 구축을 위한 지역 위계별 거점육성 및 지역 간 연계강화

- 청정자연환경과 융합된 네트워크형 도시개발을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인 

도내 주요 거점도시의 성장을 도모

- 고속철도망 확충으로 신설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농공존 형태의 역세권 개발 추진

- 농촌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 복합적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지역 소거점 육성

[그림 2-3-9] 연계, 협력 네트워크형 공간과 스마트 정주기반

❚ 대표 프로젝트

∘ G-Smart City

- 스마트 환경･기술생태계 변화를 주도하는 강원 스마트시티 조성

∘ 어메니티 네트워크 타운 조성

- 고속교통망 확충 계기, 강원도형 청정 자연환경과 고품질 도시서비스를 결합한 도농복합 타운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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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공간조성

∘ 강원도 스마트시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 스마트시티 특화지구 조성

∘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

∘ 지역유형별 스마트서비스 보급

위계별 거점육성 및 

지역 간 연계강화

∘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 공간구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소거점 조성

∘ 거점도시 네트워크형 도시개발

∘ KTX 철도역 간 대중교통 확충

∘ 강원원주혁신도시 조성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ESS 설치용량 (2017) 15MW 150MW 200MW

어메니티 네트워크 거주자 수 (2017) 0 30,000 60,000

농어촌 소거점 조성 수 (2017) 0 51 57

아젠다 2-1-2) 수요맞춤형 주거공간 조성

∘ 수도권 대안 정주지로써의 위상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 기업형 임대주택, 소규모 임대사업자 등 민간 주택임대시장의 양적‧질적 육성과 공적보조 결합을 

통한 임대료 안정화

- 도시재생과 연계한 강원도 브랜드 공적임대주택 사업 확대

- 강원도와 18개 시군 및 지방공사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공동브랜드 구축

∘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미래 라이프스타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공간 조성

- 주말농원, 레저별장형 주택 등 다 지역 거주(멀티헤비테이션) 트렌드 확대에 부응한 강원도형 

주말주택 조성

- 농장형 임대 주택, 역세권 타임쉐어 하우스, 레저상품 결합형 임대주택 등

-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투자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강원 글로벌 타운 조성

- 국제학교, 외국인 병원, 글로벌 문화센터 등 외국인 친화 정주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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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발된 강원도 도시 및 농촌 환경을 강점으로 삼아 농산업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 환경이 

결합된 도시‧농업형 주거모델 개발과 보급

-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증대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 주거

모델 보급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강원도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 주택 임대시장의 고도화

∘ 강원도 브랜드 임대주택 공급

미래 라이프 

스타일 대응

∘ 멀티헤비테이션 시대 강원도형 주말농장 조성

∘ 강원 글로벌 타운 조성

∘ 1인가구시대 셰어하우스 주택 보급

∘ 도시농업형 주거모델 개발과 보급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임대주택 공급호수(공공/민간) (2017) 1,000호 7,000호 13,000호

체류농원 조성 수 (2017) 2 20 40

셰어하우스 공급호수(공공/민간) (2017) 200호 4,000호 6,000호

아젠다 2-1-3) 생태가치가 실현되는 생활환경 조성

∘ 도시와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복합화 및 효율화를 통해 환경부담이 큰 토지소비 최소화

- 도내 중소도시의 규모 및 밀도에 맞는 복합용도지구 조성을 통해 도심활성화 촉진

- 도시형 산업지구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직주근접 실현

- 폐교, 공공시설 등 인구과소지역 유휴시설의 관광‧생태 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위한 유휴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 강원도의 대표적 토지이용규제인 군사, 산림, 농업 부문 규제지역에 대한 실태파악과 불합리한 

구역 조정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화

∘ 강원도 각 지역별 자원 및 특성을 고려한 지역재생을 통한 지역성장동력 마련

- 지역특성과 지역별 특화자원(생태, 환경, 문화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정책 추진

- 강원도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 생활패턴 다양화 등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 

정비사업과는 다른 방안을 수립하여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 사업(프로

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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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일반주택과 비교한 제로에너지주택 적용기술 개념도

자료 : 국토교통부(2017.7.6.일자 보도자료)

❚ 대표 프로젝트

∘ 지역유형별 도시재생사업 추진

- 강원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시스템 구축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청정강원 

정주환경 조성

∘ 도민의 삶의질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공원 조성

∘ 환경위해 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생활환경 완성

∘ 자연친화적 정주공간

∘ 사회구성원이 함께 완성하는 선진 친환경도시

∘ 제로에너지 하우스 보급

도시·농촌 

토지이용 고도화

∘ 3대 핵심 토지이용규제 개선과 개발가용 토지자원의 확보

∘ 중소도시형 복합용도지구 조성

강원도 도시재생 모델 

구축

∘ 미래산업 창의공간 재생

∘ 쇠퇴지역 활력공간 재생

∘ 지역브랜드 창조공간 재생

∘ 빈집 재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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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제로에너지 하우스 보급률 (2018) 10% 25% 40%

강원도형 도시재생모델 (신규) 

구축 사업 수
(2018) 16곳 30곳 30곳

군사, 산림, 농지 규제 완화면적 (2018) 300ha 4,500ha 4,5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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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2-2] 첨단 보건/복지 인프라와 상생의 가치공동체

아젠다 2-2-1) 공유·협업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 고도화

∘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확보

- 온라인상에서 도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원도형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사회혁신 채권을 통해 도내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공공조달과 지역화폐의 정착 및 

전자화폐의 도입 및 이용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확산에 기여 

∘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융합 비즈니스 지원

- G-몬드라곤 프로젝트를 통해 강원도 내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금융, 제조, 유통, 지식･교육 

분야별 대표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합을 집중적으로 육성

- 동종･이업종 간 융복합 비즈니스 지원과 과학기술과 연계하여 다양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화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전문기구의 설치와 컨설팅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해

- 권역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와 정기적인 포럼을 운영하여 네트워크 체계 형성

∘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 올림픽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별도로 육성‧관리하고 R&D지원센터 조성 등을 통해 클러

스터화 추진

[그림 2-3-11] 미래 강원의 공유경제 주요 품목

❚ 대표 프로젝트

∘ 강원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 강원도형 공유경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협력과 신뢰의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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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프로젝트

단위 프로젝트

∘ 사회적경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비즈니스 지원

∘ 사회적 창조기업 제도도입 및 육성

∘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사업

∘ G-몬드라곤 프로젝트 추진

∘ 공유경제 확산과 지원체계 구축

∘ 협업경제 구축과 공공조달 확산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화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사회적기업 개소 수 (2016) 174 300 600 1,000

마을기업 개소 수 (2016) 105 150 250 400

협동조합 개소 수 (2016) 561 900 1,600 3,200

아젠다 2-2-2) 미래형 보건/복지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보건/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에서 모든 

도민이 필요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미래형 건강의료시스템 및 첨단 원격의료 확대 구축, 도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DB화하여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유사·중복을 최소

화하며 보다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원도 내 건강지표 구축과 도민들의 

의료이용 실태, 식습관 및 생활습관 등 전수조사 수행 

- 질환별 의료 빅데이터 적용방법론 개발 및 분석시스템 구축

- 질환별, 지역별, 연령별 강원도형 의료 핫스팟 지도 구축

∘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지 수요를 예측하여 도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형 사회복지망을 구축

- 강원도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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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을 통해 강원도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개인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 부분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을 활용. 또한 이들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 

조직으로 활용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화 대응 컨트롤 타워 (가칭) 강원 60+지원센터의 설립

- 컨트롤 타워를 통해 60세 이후의 인생설계, 사회참여, 일자리 참여 등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그림 2-3-12]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형 의료진단 모습

자료 : BridgeHead, "Trends in VNA adoption" (2015.12.12.) 

❚ 대표 프로젝트

∘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미래형 건강의료시스템 및 첨단 원격의료 확대 구축, 도내 의료사각지대 해소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 지역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도민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건강정보은행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민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원도형 사회복지망 

구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강원도 사회복지서비스 빅데이터 구축 

∘ 빅데이터 활용 개인별 맞춤형 복지 추진 

∘ 사회서비스 기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확대

∘ 고령화 대응 컨트롤 타워 (가칭) 강원 60+지원센터 설립

∘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읍면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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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빅데이터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유무 (2018)
시스템
구축

(2025)

시범
사업

(2027)
실 사업

응용사업 
확장

복지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유무

(2018) 구축준비 구축완료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협종조합 수

(2018) 10 30 50

고령화 대응 컨트롤 타워 설립 여부 (2018) 설립

아젠다 2-2-3) 공생, 공감의 건강한 자치공동체 형성

∘ 강원 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도 사회적 자본의 

구축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공고화

- 강원도의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

- 사회적 자본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상설위원회 운영 및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강원도의 

사회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이와 관련된 범도민 통합 캠페인을 실시

∘ 건강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강원도형 행복공동체를 육성

- 전문성을 갖춘 귀농·귀촌자의 활용을 위한 재능기부 공동체 구축

-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지역전문가와 실천가 육성

- 강원도 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교류·협력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

- 경제공동체로서 마을기업 등 마을 내 다양한 생산자·판매자 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확보·유지하는 동시에, 도내 근로자의 

유출을 방지하고, 도외 근로자의 유입에 대한 유인을 제공

- 실업·퇴직·재취업 걱정이 없도록 안심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 청년 등의 구직활동에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강원일자리 구직활동수당 지원

- 정규직 채용 기업에 근로자 1인당 100만원씩 6개월을 지원과 취업 시 임금에 따라 월 15~50

만원씩 3개월간 정착을 지원

- 5년간 2,04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핵심·우수 인력의 장기재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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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 강원도형 행복공동체 구축

❚ 대표 프로젝트

∘ 강원도형 행복공동체 육성

- 경제-생활-복지전달체계가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융합될 수 있는 공동체 역량 강화

∘ 강원도형 노사정 일자리모델

- 강원도 일자리 시책을 중심으로 강원도형 노사정타협모델 도출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강원도민 정체성 및 

건강성 확보

∘ 강원도 사회적 건강성회복을 위한 통합 캠페인

∘ 사회적 자본 구축 상설위원회 설치

∘ 강원도 역사·문화에 대한 도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건강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귀농·귀촌자 재능기부 공동체 구축 

∘ 마을공동체 지역전문가 및 실천가 육성 

∘ 강원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 

구축

∘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정착

∘ 강원일자리 구직활동수당 지원

∘ 청·장년 일자리 정규직화 지원

∘ 강원일자리 취업성공수당 지원

∘ 핵심·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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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귀농귀촌 재능기부 

공동체 등록자 수(명)
(2018) 공동체 구축 100 200

마을공동체 전문가 수(명) (2018) 30 200 500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가입마을 수 (2018) 네트워크 구축 100 200

아젠다 2-2-4)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강원도 실현

∘ 공공보육 강화,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증대, 선진적 성평등 문화 형성 등 여성 친화적 

사회조성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강원도를 실현

∘ 결혼 이주민의 증가,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확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지원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강원도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사회적응 능력 향상. 특히, 아동 시절부터 지속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

❚ 대표 프로젝트

∘ Jumping 여성 Jumping 성평등 The 행복한 강원

- 여성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한 공공보육 강화,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증대 및 선진적 성평등

문화 형성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강원도 실현

∘ 강원도형 양성평등 추진계획 수립

∘ 성폭력 안전지도를 통한 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 여성 맞춤형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 외국인 인재의 강원도 정착 유도 

∘ 결혼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정규교육 제공사업 추진 

장애인 사회적응 

능력 향상

∘ 장애 아동 장래설계 프로그램 도입

∘ 장애 아동을 위한 방문학습지원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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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양성평등추진계획 수립 여부 (2018) 수립

성폭력 안전지도 작성 시군 (2018) 3 18 18

도내 정착 외국인 중

정규교육 이수자 수
(2018) 30 200 400

[실천전략 2-3] 강원도 문화의 가치 창조

아젠다 2-3-1) 강원도 문화예술의 글로벌화

∘ 강원유산 가치발굴 사업

-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싶은 강원도 내 유형・무형의 재산 중에서, 「강원도다움」을 찾아 발굴

함으로써 새로운 매력을 지닌 강원도를 창조해 나가는 도민운동 전개

∘ 글로벌 문화거점도시 구현

- (유네스코 창조도시 구축) 강원도 내 거점을 중심으로 창조도시지정 추진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확보, 가입 도시들과의 교류기회 확대, 문화콘텐츠산업 및 관광확대

- (국제 문화예술치유센터 설치) 기계화 ‧첨단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인간 소외에 대한 예술적 

치유의 글로벌 중심거점 조성

- (문화다양성 증진 기반구축) 이주민 2,3세대 시대를 맞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및 거점 공간 설립을 통해 문화공생시대 토대 마련

∘ 글로벌 문화역량 및 국제네트워크 강화

- (국제작가 레지던시사업) 지역사회와 연계된 국제 활동 중심의 거점 혹은 유망 작가를 

대상,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통한 교류 증진 및 도내 문화콘텐츠의 고도화

- (첩첩산중 아트페스티벌&마을디자인 프로젝트) POST 문화올림픽 일환, 올림픽 개최

지 중심 전 세계 문화예술분야 청년 작가들의 이벤트 개최 및 마을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문화올림픽으로 성장된 강원문화를 표방함

❚ 대표 프로젝트

∘ 강원유산 가치발굴 사업

- 도내 유·무형 문화재 중 「강원도다움」을 찾아 발굴 및 새로운 매력으로 재창조화를 통한 전승 

및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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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글로벌 거점 추진

∘ 유네스코 창조도시 거점구축

∘ 국제 문화예술치유센터 설치

∘ 문화다양성 증진 기반 구축 

글로벌 문화역량 및 

국제네트워크강화

∘ (가칭) 첩첩산중 아트페스티벌 & 마을디자인 프로젝트

∘ 국제작가 레지던시 사업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강원유산 가치 재창조 인증 횟수 (2018) 4 36 72

마을디자인 우수사례 확보 (2018) 2 9 18

아젠다 2-3-2)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 지역주도형 문화공동체 역량구축

- 청정환경과 강원인문정신,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문화공동체의 역량구축 및 자율적 

선순환 구조 형성을 통한 문화자치 실현

- 과학적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제도 및 인프라 조성과 함께 인문정신에 입각한 교육 및 참

여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정체성 및 공동체의식을 강화함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밀착형 

소규모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제고 및 공동체문화역량강화

- (생활문화예술지원체계구축) 강원도내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전문 문화인력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해 글로벌 생활문화예술 메카의 거점지로 육성함 

- (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강원도 거주 및 활동 문화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배경과 경력 및 

층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안정된 시장진입, 참여기회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시키고 공공분야의 문화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문화귀촌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새로운 문화예술 인력의 유입으로 강원도 예술창작인력 

확대, 문화인력의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이주인구를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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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콘텐츠 스토리 활용방식

의

생

활

대표인물 신사임당의 인생

- 해설사활용

- 스토리보드(키오스크)

- 만화책/만화영화

- 드라마스코프

관련시대 조선중기 여성복식이야기

- 당시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한 패션쇼

- 현대적 감각을 통한 당시의 문양이나 복식의 

재해석 상품 콘테스트

관련 

유적지
오죽헌 - 동일 시대의 문화관광지 연계방문코스개발

대표상품
신사임당이나 신사임당의 

작품

- 신사임당의 모습이나 신사임당의 작품에서 모

티브를 가져온 오죽제품

관련문화

· 조선중기여성의 예술 

활동

· 자녀교육

- 자수

- 시서화

- 언문소설

[표 2-3-1] 도내 생활문화(의생활)에서 파생된 콘텐츠 활용(예시)

❚ 대표 프로젝트

∘ 지역주도형 문화공동체 역량구축

- 지역단위 문화공동체 역량구축 및 자율적 선순환구조 형성을 통한 문화자치 실현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지역문화 생태계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유휴시설 활용한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

∘ 생활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

∘ 문화귀촌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

∘ 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 수 (2018) 4 65 89

문화예산 편성액 대비

문화예술인 정주여건 지원 
비율(%)  

(2017) 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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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2-3-3) 창조적 문화예술인 양성

∘ 강원청년 창의산업 육성

-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재생사업 등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강원도의 생태/산업적 자원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제작 지원에 최우선 순위를 

둔 창작/창직/창업 시스템 마련

∘ 강원 예술창조 플랫폼 조성

- 도내 창작스튜디오 지원 및 네트워크 거점 공간으로서 전시, 공연, 창작레지던시, 교육, 시민

예술활동, 국제교류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 

- 춘천을 중심으로 융복합 문화클러스터 조성(영동권과 영서남부권을 아우르는 통합 거점플랫폼)

∘ 강원도민문화대학 설립

- 잠재력을 가진 도민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문화교육기관을 설립 운영

- 지역기반의 평생학습체계로 문화예술교육을 일반, 심화, 수준별 전문과정, 생애능력 등 단계별 

체계화를 갖춘 시민지식 선순환형 교육시스템 운영

- 특히 4차 혁명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문화인력 배양의 거점지 역할을 함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예술창작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

∘ 강원청년 창의산업 육성

∘ 강원 예술창조 플랫폼 조성

∘ 강원도민문화대학 설립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창작스튜디오 조성 수 (2018) 4 18 18

전년대비 청년 
문화‧예술인 증가율(%)

(2018) 5



77

[실천전략 2-4] 초연결사회에 대응한 미래형 교육환경

아젠다 2-4-1) 창조적 스마트 교육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적 미래 교육기반 확충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ICT를 활용한 최첨단 기기를 활용한 수업 지원

- AR·VR을 활용할 수 있는 체험교육 공간 확대

∘ 지자체와 산학연을 연계한 맞춤형 SW인재 양성 교육 지원 체계 구축

- STEAM 교육을 기초로 코딩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지식의 이용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지원

- SW 프로그램 원리 학습을 통한 컴퓨팅적 사고력 증진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 및 지역 대학과 

기업들과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

- 주입식 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 게임기반학습, 거꾸로 학습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접근 방법의 다양성 확대

-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삶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는 교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  

-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한 주제 중심의 자발적 융합적 학습교육 지원

[그림 2-3-14] 강원의 미래 창조적 스마트 교육기반 요소

❚ 대표 프로젝트

∘ 비상(飛上) 할 수 있는 강원교육 시스템 구축

- 권역별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및 미래형 학습방법 전환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초연결사회 대응 

교육인프라 구축(HW)
∘ 강원도 미래형 스마트교실 구축

미래 창의적 교육방안 

제시(SW)

∘ 지역대학과 연계한 코딩교육 활성화

∘ 미래형 학습방법 전환(PBL, GBL, Flipped Learning)

∘ 핀란드형 학습교육 지원(5C, Topic 중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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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스마트 교실 개소 수 (2018) 4 54

보통학력 이상 비율(%) (2016) 75.4  78.0 83.0 88.0

아젠다 2-4-2) 평생교육 플랫폼 조성

∘ 평생학습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식과 기술 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내 삶을 

바꾸는 참여자 중심의 지역학습 서비스 플랫폼 재구성 

- 빅데이터 구축으로 불균등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소하고 참여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밀착형 플랫폼 정교화 

- 생애 평생학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효과적인 평생학습 제공과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체

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 삶의 공동체로 진화하는 평생교육시대 선도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저소득계층의 계층이동이 가능한 희망사다

리를 위한 문해교육 확대와 마을단위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 평생교육이 가능한 여가와 문화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전방위 분야에 적합한 우수 인재들의 재능

기부 인력풀 구축과 적극적 활용 및 확대를 위한 지원

- 소외 계층들의 평생학습 기회 증진과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지원

  
[그림 2-3-15] 도내 평생교육 활동 모습

자료 :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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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프로젝트

∘ Human Edu 플랫폼 강화

- 강원도 평생교육 학습 콘텐츠 강화(직업능력 개발) 및 취·창업 연계 현장 실무형 교육으로 전환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평생 이음교육체계 

구축

∘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진 확대

∘ 고학력·경력단절 여성 및 스포츠의료 전문인력 양성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취·창업률(1년 이내)
(2017) 15% 25% 40%

신산업분야 직업·진로 관련 
평생교육 신규 콘텐츠 수 

(2017) 5 50 100

아젠다 2-4-3) 강원도 미래인재 양성

∘ 지역의 수요와 특색을 반영한 강원도형 교육체계 구축

- 의료, 농업, 광업 등 지자체와 지역대학 그리고 산업과 연계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 특화 

구역 지정과 지원 확대

- 일·학습 병행제와 선 취업 후 진학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다양한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 통일 시대를 대비한 강원도형 미래인재와 남북교육교류기구 설치

- 통일시대 인공지능(AI) 발달로 몰(沒)인격화에 대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계시민교육 강화

-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실질적 준비 및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상호간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 무형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통일을 대비하고 사회 통합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동질성 

회복과 신뢰 형성을 위한 남북교육교류기구 설치

∘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한 전초기지 구축

- 미래 강원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들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가칭 

‘강원도 글로벌 인재 유치 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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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학과 산업의 성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조성 지원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확대

- 분야별 글로벌 인재 선발과 연구, 통역, 법률 등 서비스 지원과 정주환경 개선 및 다양한 혜택 

지원방안 마련할 컨트롤 타워 구축

[그림 2-3-16] 강원의 미래 하이브리드 인재양성

❚ 대표 프로젝트

∘ 하이브리드 인재 양성

- 도내 미래 핵심전략산업 연계한 우수 인재 양성 및 유치, 다수의 창업기지 지원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맞춤형 인재역량 강화

∘ 마이스터고·특성화고·폴리텍대학 연계 활성화

∘ 통일대비 평화인성교육 강화

∘ 글로벌 인재 유치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인재확보역량 지수(종합) (2017) 0.12 0.15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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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ream_Works 강원

3.1 현재의 여건 & 중장기 전망과 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경제시스템

/4차 

산업기반/ 

미래농도

현재의 

여건

∘ 기존 전략산업을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편이 진행

중이나 핵심 연관분야인 ICT산업 취약

∘ 취약한 ICT산업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중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보유

∘ 이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 기후변화로 농업최적지 부상

∘ 강원도 내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와 매력적인 일자리 부족

∘ 산업단지의 질적 역량 미비

∘ 대학중심의 연구개발과 민간기업의 연구역량 부족

중장기 

전망과 

과제

∘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강원도 거점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 산업체제 개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고도화

∘ 미약한 연구 인프라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에 맞는 연구개발 체계 

구축

∘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강원도 농수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재편

3.2 실천전략과 아젠다의 도출

[실천전략 3-1]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응한 강원경제시스템

아젠다 3-1-1) 빅데이터 중심의 거점 인프라 조성

∘ 대한민국 빅데이터 인프라가 집적된 K-Cloud Park 조성

- 소양강댐의 수열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내에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집적하고 빅

데이터 연관기업이 최고의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과 규제 샌드박스 구역 지정

- K-Cloud Park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여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국내 공공기관의 빅데이터센터를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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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데이터의 최적활용과 데이터 간 통합을 통하여 ABC규제(AI, Big data, Cloud)가 

없는 유일한 규제 샌드박스 구역(규제 DMZ 구역)을 지정

  ⇒ 공공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유일하게 통합/가공/활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규제 

샌드박스 구역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동시에 실현

-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기업들은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확보 및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K-Cloud Park를 중심으로 집적

∘ 강원도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과 거점 연구·지원 기관 설립

- 강원도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

- 초기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강원도 거점산업으로 육성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관광, 

푸드테크, 이모빌리티 산업과 강원도형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집적

-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지원기관을 설립·운영

- 중장기적으로 강원도 및 18개 시군의 공공데이터와 도내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강원도 전체를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

[그림 2-3-17] 빅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창출

❚ 대표 프로젝트

∘ 빅데이터 산업이 집적된 K-Cloud Park 조성

-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내 국내 빅데이터 기업 집적을 위한 단지 조성

❚ 단위 프로젝트

단위 프로젝트

∘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SDDC)건립

∘ ABC규제가 해소된 “규제 DMZ(규제 샌드박스)” 지정

∘ 강원도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G-Cloud Platform) 구축

∘ 빅데이터 가치창출 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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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K-Cloud park 기업 수 (2017) 0 (’21) 5 30

플랫폼 데이터 활용 기업 수 (2017) 0 (’21) 20 200 1000

규제 샌드박스 지정 유무 (2017) 0 지정

연구·지원센터 활용 기업 수 (2017) 0 20 100 500

아젠다 3-1-2)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

∘ 18개 시군별 특화산업을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육성 

- 강원도의 특화산업은 크게 농수산자원 연계산업(커피, 황태 등), 산림자원 연계산업(한지, 힐링

우드 등), 광물자원 연계산업(춘천연옥, 스톤아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산업들은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수요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식

주와 레저문화 관련 산업’으로 정의되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에 포함됨

- 따라서 강원도의 특화산업을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정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기술을 추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O2O산업으로 육성

  ⇒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 로컬경쟁력 제고

- G-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활용한 기업별 민간데이터, 지역데이터, 수요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의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니즈(needs)와 지역기업의 시즈(seeds)를 연계

- 오프라인에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관광으로 연계

하는 신비즈니스를 창출

[그림 2-3-18] 강원도 라이프스타일 산업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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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간 연계를 통한 특화산업 벨트 조성

- 동해안 지역의 심층수 산업, 도시 중심의 콘텐츠 산업, 지하자원이 연계된 신소재·비철산업, 

폐광지역 등은 시군별 연계 벨트를 조성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혁신시스

템을 구축

❚ 대표 프로젝트

∘ 지역특화형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

- 시군별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스마트화(Online)를 추진하고 지역거점 라이프스타일 클러스터를 

조성(Offline)

❚ 단위 프로젝트

단위 프로젝트

∘ 신소재·비철산업 클러스터

∘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

∘ 해양심층수산업 벨트 조성

∘ 폐광지역 지원체계 구축과 폐특회계 신설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산업 매출액 (2017)   - 200 1,800 18,000

FEZ내 매출액 (2017)   - 300 1,214 7,515

ICT산업 매출액 (2016) 3,390 4,121 6,712 10,933

심층수산업 매출액 (2015) 150 191 377 977

폐특회계 신설 (2017)   - 신설

아젠다 3-1-3)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체계 구축

∘ 미래 신산업과 관련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 강원도에서 중점 육성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스마트관광, 푸드테크 등과 관련하여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 G-클라우드 플랫폼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과 테스트 

환경조성, 집중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극대화

-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에 대하여 자금지원, 판로지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기업

홍보 등 창업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청년 CEO 100 프로젝트, 작은 브랜드 갖기, 도내 과학기술 창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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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시스템 구축

- (신산업 펀드)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지원기관 고도화) 창업지원기관도 단순한 공간과 컨설팅 지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원체계로 정비

- (창업붐 조성) 연중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콘테스트와 성공사례, 창업지원 설명회 등을 통해 

창업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

- (기술창업)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창업가에 대하여 기술담보를 통한 초기 창업자금의 어려

움을 해소하고 공공구매 확대 등을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그림 2-3-19]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 대표 프로젝트

∘ 양질의 청년 Job 생태계 조성

- 청년 CEO 및 과학기술 창업, G-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 단위 프로젝트

단위 프로젝트

∘ 신산업 창출 펀드조성

∘ 창업지원기관 고도화 사업

∘ 창업붐 조성 사업

∘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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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청년창업 기업수 (2017) 100 1,000 5,000

펀드 조성액(억원) (2017) 300 1,000 5,000

지원기관활용 기업수 (2017) 200 2,000 10,000

연간 이벤트 수 (2017) 12 24 48

기술창업 기업수 (2017) 50 500 2,000

[실천전략 3-2] 국가 선도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아젠다 3-2-1) 강원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

∘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도 대표산업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IoT가 연결된 스마트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가치화하여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연계된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으로 수정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적극 지원”공약을 

중심으로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고 서비스 실증,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사

업을 통해 강원도 대표산업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감

- (국가산단조성)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사업에 원주 부론산단 을 

추진하고 상용화 R&D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생산수출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

- (전략산업 융복합) 의료기기는 IoT헬스 디바이스 및 헬스플랫폼 구축, 바이오는 맞춤의학 및 

의료빅데이터분석, 신소재는 세라믹 센서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료관광은 헬스케어 및 애

프터케어서비스, ICT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화된 SW개발에 중점을 두어 기존 전략산업이 

융복합된 생태계를 조성

[그림 2-3-20] 강원도 미래 신산업 

- (비즈니스모델) G-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하여 원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융합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고 의료빅데이터 분석→AI를 통한 가치화→맞춤형 헬스케어 서

비스로 이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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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 현재와 미래 데이터 처리과정 

- (일자리창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강원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확보

[그림 2-3-22]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 (이모빌리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산·수출 거점 생태계 조성

- 강원도는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형전기자동차와 전기바이크 

등 퍼스널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도내외 자동차부품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수출 거점 생태계를 조성함

- 소형 전기자동차는 완성전기차 업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상생형 생태계(완성차 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업체들이 부품을 투자하는 모델)를 조성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클러스터 내에 집적

- 원주를 중심으로 부품생산거점을 조성하고 철원과 강릉은 나노소재와 해수리튬 생산거점, 

동해는 향후 전기선박 생산단지와 이모빌리티 제품의 수출 거점항으로 육성, 인제와 태백의 

자동차 경주장을 활용한 주행테스트베드 구축, 춘천권을 중심으로 관광과 연계한 이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구축하여 강원도내 시군이 협력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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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3] 강원도 e-Mobility 산업 구상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별 특화 신산업 육성

- 각 시군별로 특화된 자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

형 특화 신산업을 시군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 (드론)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영월지역에 드론과 관련한 교육, 안

전성 검증, 각종 대회 유치등을 바탕으로 드론산업 거점지로 육성 

- (스마트토이) 전통 완구와 ICT융합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토이 SW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레

고랜드, 춘천시 테마파크 관광 등 축제, 이벤트 등과 연계하여 춘천을 「스마트토이 도시」로 

브랜드화 

- (자동차튜닝) 인제 스피디움과 연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사업(튜닝지

원센터, 시험·평가장비 구축)을 바탕으로 연관기업 집적

- (3D프린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가 보유한 3D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산업

과 연계하여 맞춤형 재활의료기기 산업 육성

- (수소산업) 플라즈마 토치 이용 LNG개질 수소생산(삼척), 신재생에너지 이용 수소 P2G 실

증단지 구축(강릉)을 추진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연

관산업을 육성

- (바잘트) 철원군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현무암을 활용하여 친환경 바잘트 섬유와 응용제품

개발(친환경 자동차 부품 등)을 추진

- (카올린) 양구 등 강원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고령토를 활용하여 친환경 미래 산업소재

(건축, 의료, 화장품 등) 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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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프로젝트

∘ 국가선도 AI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 도 전략산업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거점산업으로 육성

∘ e-mobility 생산·수출 거점화 벨트 조성

- 소형 이모빌리티 산업의 국내 생산 및 해외 수출 거점지 조성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미래 대표 

신산업(헬스케어, 

이모빌리티)

인프라 조성

∘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업

∘ 스마트 응급지원 시스템 구축

∘ 이모빌리티 생산·수출 인증지원 인프라 조성

∘ 스마트카-디지털헬스 융합 R&BD 사업

지역별 특화 신산업 

육성

∘ 산림드론 클러스터 조성(영월)

∘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토이 산업 육성(춘천)

∘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조성(인제, 원주, 횡성)

∘ 3D 프린팅 활용 맞춤형 의료기기 생산(강릉, 원주)

∘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삼척, 강릉)

∘ 소재독립, 바잘트(현무암) 섬유 산업 육성(철원)

∘ 카올린(고령토)의 첨단 소재화(양구 외)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헬스케어 연관산업 매출액(억원) (2017) 2,000 6,484 16,819

이모빌리티 연관산업 매출액(억원) (2017) 1,000 6,192 38,338

특화 신산업 매출액(억원) (2017) 200 500 10,000

아젠다 3-2-2) 강원도 거점산업의 고도화

∘ 미래트렌드에 대응한 강원도 거점산업별 고도화 

- (의료기기) 단순 의료기기 생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 의료기기 생산을 

중심으로 IoT/빅데이터 헬스케어 산업으로 고도화

- (바이오 활성소재) 바이오 소재산업을 항체기술과 접목하여 핵심 항체기술 및 항체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어 향후 맞춤형 바이오산업으로 육성

- (세라믹 신소재) 단기적으로 폐광지역 내 석탄폐석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센서소재분야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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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 나노소재) 단기적으로는 현재 보유한 나노소재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제품개발을 

통해 민간 연구소 및 기업을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플렉서블 나노소재에 특화

- (바이오식품) 강원도 농업과 연계하여 강원도 특화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그림 2-3-24] 강원도 거점산업의 고도화

∘ 지속가능한 거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와 신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 (거점별 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도내 대학 내에 캠퍼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대학과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

- (디지털 산업단지 고도화) 기존 산업단지를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G-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하여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생태산업단지 조성) 도내 노후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생태산업단지로 리모델링

- (수요자 맞춤형 산학연계 시스템) 기업의 니즈를 중심으로 기업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대학 졸업 후 일자리 매칭 연계

❚ 대표 프로젝트

∘ 강원도 거점산업 고도화

- 강원도의 거점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고도화하여 육성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거점산업 인프라 

고도화와 新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 거점별 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 디지털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 노후산업단지 재생과 생태산업단지화

∘ 수요자 맞춤형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

거점산업별 고도화 

사업

∘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의료기기)

∘ 항체신약 개발을 통한 바이오항체산업 육성(바이오 활성소재)

∘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육성(신소재)

∘ 맞춤형 나노소재 제품개발 인프라 조성(플라즈마 나노소재)

∘ 청정 식품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바이오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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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캠퍼스 산단 수 (2017) 1 10

디지털 산단 수 (2017) 10 100

생태산업단지 수 (2017) 2 20 50

주력·협력권산업 매출액(억원) (2017) 20,000 39,000 77,000

아젠다 3-2-3) 산업별 R&D 클러스터 조성과 역량강화

∘ 강원도 R&D 거점 인프라 조성

- 비철금속, 에너지자원, 천연식·의약품, 바이오 헬스케어 등 차별화된 동북아 중심 글로벌 과학

기술원 설립과 이와 연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 강원도 연구개발 인프라 및 혁신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특구로 육성하며 동해

안권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를 강화

[그림 2-3-25] (좌)강원과학기술원 후보지, (우)강원과학기술원 조감도

∘ 산업별 기술 로드맵과 국책과제 유치시스템 구축

- (기술 로드맵) 강원도 미래 산업전략과 연계하여 ICT 융복합(9개 분야), 신재생에너지(6개 

분야), 기후변화 대응(7개 분야), 생명건강(5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로 세부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

- (신성장동력 발굴단) 신성장동력의 체계적인 발굴과 상시적인 국책과제 유치를 위하여 도, 

강원연구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성장동력 발굴단을 운영

- (R&D 거점기관 설립 및 국책연구기관 유치)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등 강원도 산업에 

특화된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강원도 R&D를 전문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거점기관을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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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프로젝트

∘ 강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 지역 특성에 맞는 4차 산업혁명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강원도에 특화(비철, 바이오

헬스)된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 단위 프로젝트

단위 프로젝트

∘ 주요 전략산업 분야별 기술 로드맵 구축 

∘ 강원도 신성장동력 발굴단 운영

∘ 강원 연구개발 특구지정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특구지정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2017) 지정 및 설립

국책과제 유치 건수 (2017) 3건/년 5건/년 10건/년

국책기관유치 (2017) 1개 기관 5개 기관

[실천전략 3-3] 대한민국 미래 “農道”

아젠다 3-3-1) 강원도 농수산업의 첨단화

∘ 강원도 농수산업을 첨단 푸드테크 산업으로 육성

-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Food)산업과 기술(Technology)이 접목된 신산업으로 식품의 생산, 보관, 

유통, 판매 등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강원도의 푸드테크 산업은 G-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하여 스마트팜 농가로부터 영농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푸드테크 기업이 가공, 분석, 가치화하여 스마트팜 농가에게 최적 영농계획, 

농지별 최적 시비, 방제 정보, 유사 농가와의 비교분석, 최적 출하정보를 제공하게 됨

- 또한 푸드테크 기업은 수요자에게 맞춤형 강원도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촌관광 정보제공 및 

100% 신뢰할 수 있는 청정 강원 농산물을 인증(블록체인 기술 등)하게 되며 헬스케어와 연계한 

헬스푸드를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 수요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구매한 농산물에 대하여 파종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맞춤형 농촌관광 체험, 건강식 등을 구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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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 강원도 푸드테크 생태계

∘ 스마트팜/피쉬팜 실증단지 조성과 확산

- 소양강댐 저온 수열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내에 K-CLOUD PARK 조성과 함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 저온 수열이 K-CLOUD PARK의 IDC(데이터센터)를 통해 따뜻해지면 스마트팜에 온수를 공급

하는 모델임

-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시 공공분야 스마트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18개 시군별 농지의 특성을 

대표하는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실증을 통해 결과를 농가에 보급

- 향후 확산되는 스마트팜은 강원도의 G-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하여 푸드테크 생태계를 조성

- 동해안의 가두리양식도 동일한 방법으로 피쉬팜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결과를 확산 

∘ 농수산 유통의 첨단화

- 첨단 농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의 산지거점 유통센터의 정보를 

G-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수집하여 강원도 전체의 농수산물 유통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확립

- 전국의 농수산물 유통현황을 리얼 타임으로 분석하면서 소비자의 수요 예측과 출하시기 예측

지원을 통해 강원도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

- 또한 동해안 지역에 첨단 수산물 물류기지를 구축하여 환동해 수출기지화를 추진

❚ 대표 프로젝트

∘ G-푸드테크 생태계 구축

- 강원도 농수산업을 생산-가공-유통-소비자 연계까지 첨단화하는 푸드테크 산업으로 전환하는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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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프로젝트

단위 프로젝트

∘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팜/스마트축산 실증단지 조성 및 확산

∘ 스마트 피쉬팜 실증사업 및 확산

∘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스마트화

∘ 환동해 첨단 수산물류 허브 구축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푸드테크 기업의 매출액(억원) (2017) 200 2,000 20,000

스마트팜/피쉬팜 보급률(%) (2017) 5% 50% 100%

스마트 산지거점유통센터 비율(%) (2017) 10% 100%

아젠다 3-3-2)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과 융복합 농림수산업 고도화

∘ 농산물의 질적 경쟁력 확보와 바다자원의 고부가가치화

- 100% 강원도 농산물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중심의 생산체계로 전환하고 로컬

푸드 시스템을 정착시켜 안전안심의 농산물 공급과 고부가가치화를 실현

- 수산업도 동해안 지자체별 특화 양식기반을 구축하고 종묘생산, 사료생산, 백신생산, 가공, 

체험·관광, 판매·유통, 문화 등 전 분야의 생태계를 조성

∘ 농어촌을 경쟁력 있는 삶의 터전으로 전환

- 강원도 농어촌을 활력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 농촌” 건설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된 

농촌지역개발사업 및 농촌의 환경·생태 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강원도형 6차 산업 육성과 스마트 농정으로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화를 추진

- 농촌 고령화와 마을 과소화에 대응하여 마을단위 농업공동체를 확산하고 농업활동을 매개로 

취약계층, 보육, 돌봄사업을 추진

- 강원도다운 어메니티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강원도형 농촌 활력공간(힐링, 휴식 등)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고 확산

∘ 기후변화와 미래트렌드에 맞는 신 소득산업 육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고소득 과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참치, 코끼리조개, 붉은대게, 해삼, 

문어 등 새로운 동해안 특화 양식산업을 육성

- 축산업도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선진화하고 말 산업, 동물 복지 산업을 신성장 축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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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하여 곤충산업을 강원도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연어양식화 

성공을 기반으로 연어양식 복합산업단지 조성과 강원 마린하베스트를 육성

❚ 대표 프로젝트

∘ 친환경 생명산업 전국 거점화

-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에서 전국을 주도하는 인프라 구축

∘ 동해안 수산업의 Blue Revolution

- 동해안 지자체별 고부가가치 수산양식 특성화와 6차 산업화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활력 있는 미래 농어촌 

건설

∘ 농촌 활력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농촌” 건설

∘ 강원도 특화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화

∘ 농업·농촌의 신비즈니스 “마을영농” 모델 확산

∘ Social Farming 선도사업

∘ 농촌관광 NO1 “명품 농촌체험마을 육성”

미래 신소득산업 육성

∘ 기후변화 연계 고소득 과수산업 육성

∘ 동물복지형 강원 축산 선진화

∘ 신성장 축산업 육성사업

∘ 곤충산업으로 미래농업 패러다임 전환

∘ 연어양식 복합산업단지 조성과 강원 마린하베스트 육성

∘ 지역별 특화양식 산업화단지 조성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친환경 농업 비율(%) (2017) 6.5 8.0 13.0 20.0

마을단위 공동체 수 (2015) 100 150 250 400

농축산 신소득작목 육성 (2017) - 25 40 55

특화양식산업 매출액(억원) (2017) - 200 1,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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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3-3-3) 차세대 미래농업인력 양성

∘ 첨단 농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스마트 인재 양성

- 농고·농대를 중심으로 첨단 스마트 농업 기법을 교육하고 이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영농정착 기반구축 및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 1만 명을 양성함

- 교육기관별 역할조정 및 교육시스템 통합 재편 등을 통해 미래농정 대비 농업교육과정의 재편을 

추진

∘ 농수산업을 미래 일자리 창출의 거점화

- 강원도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어 나갈 푸드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분야

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외국 인력도입과 국내 근로인력의 체계적인 수급 전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만들고 여성농업인 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

❚ 대표 프로젝트

∘ 강원 미래농수산업을 선도하는 G-Smart farmer 양성

- 강원도 미래 농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스마트 농수산 전문인력 양성

❚ 단위 프로젝트

단위 프로젝트

∘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가 육성

∘ 청년 농업인 1만명 육성 프로젝트

∘ 농업인력지원센터 구축

∘ 미래농정 대비 농업교육과정 재편

∘ 여성 농업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청년 농업인 양성 수 (2017) 1,000 10,000

푸트테크 스타트업 수 (2017) 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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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ramatic_Nature 강원

4.1 현재의 여건 & 중장기 전망과 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자연자원의 

보존과 

이‧활용/

저탄소사회 

/재난안전

현재의 

여건

∘ (생태계보존) 희귀 동식물의 주요 서식지

∘ 도내 치유 산림에 대한 적절한 홍보‧관리 부족

∘ 높은 경관지구 지정비율 대비 지역의 낮은 관심도

∘ (山業) 풍부한 산림자원 기반 다양한 활용가능성 존재

∘ 물 부족 현실을 느끼고 있는 강원

∘ (신‧재생에너지) 풍부한 잠재력 대비 낮은 기술수준과 투자여력

∘ 산림의 노령화와 미비한 탄소배출권 확보

∘ 농가월령가 쓰듯해야 하는 자연재난 대응

∘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회재난 대응

∘ 문명발달의 반작용, 증가하는 신종재난 위험

∘ 첨예하고 긴장감 높은 국제정치로 인해 높아지는 극단적 재난 위험

중장기 

전망과 

과제

∘ 희소성의 가치가 부각되는 자연, 자연가치의 현실화

∘ 품격 있는 경관환경 창조 및 자원가치 제고

∘ 수종갱신을 통한 탄소흡수량 베이스라인 상승기대 및 목재산업 활

성화

∘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양의 감소 전망

∘ 저성장 시대의 재원투입형 재난안전 정책의 한계도래 예상

∘ 재난안전의 사회가치화 지향

4.2 실천전략과 아젠다의 도출

[실천전략 4-1] 자연과 인간의 공존시스템 구축

아젠다 4-1-1) 보전되는 자연 높아지는 환경가치

∘  지역생물자원의 세계화 필요

-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Eco Friendly Learning을 추진하여 지역의 자연자원

의 현황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가치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를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연보전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 발전

- 특히 이러한 능동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생물자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접경지역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또한 도내 파편화된 주요 대간과 정맥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제등록제에 도전함으로써 생태

자원의 세계화를 지향함

- 육상생태계를 배경으로 주요 거점에 대표적인 경관·환경 랜드마크 조성, 환경자원의 중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생활권 주변 마을의 경관명소화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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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미래를 상징하는 경관‧환경 조성

[그림 2-3-27]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2014년 기준)

❚ 대표 프로젝트

∘ 건강한 한반도 자연생태 종주도

- 도립 및 군립공원 추가 지정, 강원도내 자연공원 체계의 안정적 피라미드 구조화 추진

∘ 자연자원의 국제등록제 등재로 세계화 

- 세계지오파크, 세계유산, 람사르습지 등재 추진

∘ 도민이 함께 지키고 만드는 좋은 경관

- 강원 고유의 경관을 공공/민간이 함께 관리해 나갈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자원화 도모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지역 생물자원의 

세계화

∘ 지역 생물자원관리의 체계화

∘ 강원생태평화생물권보전지역 추진

∘ EFL(Eco Friendly Learning) 시스템 정착

강원도 미래를 

상징하는

경관·환경 조성

∘ 강원도 대표 경관·환경 랜드마크 조성

∘ 강원도 경관·환경자원의 중점관리 시스템 구축

∘ 마을산 경관명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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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도내 자연공원 지정 수 (2017) 2증 1증 1증

국제 등재, 인증 받은 개소 수 (2017) 1증 1증

보존관리 되는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 서식지 수
(2017) 1증 2증 2증

산지형, 마을형, 랜드마크형 

경관명소의 수
(2019) 18증 72증 90증

EFL 추진 체계 구축 및 실적 (2018) 3시군 15시군

아젠다 4-1-2) 늘어나는 산림이용 커지는 산촌

∘ 山業 4.0을 통한 산림 중심도 실현

- 전국 보전산지의 24%, 전국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47.6%, 산림부존량 161㎥/㏊임에도 수종, 

수형 및 수령이 균일하지 않아 산업적 활용에 큰 애로

- 해발고도별, 산지이용형태별, 숲의 보존상태별 그 기능과 특성에 맞추어 집단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권 확보의 수단화에 나서는 등 1차, 2차, 3차 산업을 형편과 규모에 맞게 추진

해서 山業이 지역의 産業이 되도록 함

∘ 산지와 숲에서 산림웰니스 문화의 적극적 수용

- 연계와 융합 그리고 취향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 초고령화되는 미래사회를 고려할 때, 개인의 

독특한 취향을 수용하고, 고령화 사회의 웰니스항노화 생활을 위한 공간 필요

- 산림은 낮은 비용부담으로 지속적인 웰니스항노화 생활과 소비가 가능한 곳으로서 이에 필요한 

필수 기반을 갖추어 나가, 강원도의 산림이 곧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로서의 산림 웰니스 문화 

활동공간으로 활용

∘ FIC 특성화 벨트 조성

- 고령화 사회의 인간욕구는 개인의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임

- 높은 해발로 낮은 기온 긴 겨울 특성의 백두대간 지역, 연중 맑은 날이 가장 많고 흐린 날은 

가장 적은 동해안 일원, 독특한 지형경관요소를 지니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대관령, 양구 펀치볼 

등지에 식물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웰니스항노화 생활과 소비의 미래 거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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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8] 지역자원으로 순환형 생활을 추구하는 정주사회

❚ 대표 프로젝트

∘ 山業 4.0 산림중심도 실현

- 산림 산업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통한 6차 산업기반 구축

∘ 권역별 FIC 특성화벨트 조성

- 고부가가치 유용물질 재배, R&D 기반 파이토케미컬 생산 및 경관 연출과 관광·힐링·치유 

서비스 제공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산림 웰니스 서비스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

∘ 산림웰니스문화 거점, 산림복지시설 확충

∘ 힐링과 百業의 치유산촌 조성

∘ 靑松白砂의 여가 숲 조성

∘ 산림생태서비스 활용기반 구축

∘ 백두대간 Eco-Service Station 

범용 친환경 소재의 

고부가가치화

∘ 첨단 구조材 생산기반 구축

∘ 고기능성 목재섬유 생산기반 육성

지역 식물종의 

고부가가치화

∘ 폐석회석 광산의 식물산업 단지화

∘ 아고산대 식물자원의 웰니스항노화 산업 소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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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산림웰니스 문화의 
산림복지 거점 조성

(2018) 3증 7증 8증

FIC 거점 지구 조성 (2018) 1증 2증 1증

첨단구조材 생산 여건 구축 (2018) 1증 1증 고도화

고기능성 목재섬유 R&D 
및 생산기반 구축

(2020) 준비 1증 고도화

靑松白砂의 해빈 조성 (2019) 6증 고도화 고도화

힐링과 백업의 치유산촌 조성 (2018) 3증 15증 고도화

산림생태서비스 기반 조성 (2018)
로드 100km

숲 6개소
공간 3

로드 400km
숲 12개소

공간 7

로드 500km
숲 18개소

공간 8

아젠다 4-1-3) 강원도 수자원의 갈등해소와 가치제고

∘ 기후변화대응 항구적 물부족 해결

- 지역 내 이용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하여 가뭄에 취약한 동해안지역의 속초·강릉 및 섬강 유역의 

원주권에 대한 타 지역에서 수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필요

∘ 통합 물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강원도의 물 관리 체계는 매체별(지표수, 지하수), 용도별(생활용수, 농업용수), 부문별(물 공급, 

수질관리, 홍수조절) 등 부서별 분산되어 있어 정책수립 및 집행이 비효율적임 

-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물 관련 조직을 물 관리국 혹은 환경수자원국 등으로 통합을 추진

∘ 강원도 수자원의 가치제고

-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0여 개의 물 관련 법률의 정비로 물 관련 편익과 피해에 대한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환경수자원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정책과 치수관리과 이수관리과 수환경관리과 환경정책과

댐관련 업무

수자원 가치제고

수리권

물관련 갈등해소

하천 정비

재해 복구

기후변화 대응

상수도

지하수

농업용수

수자원 개발

물 산업 육성

유역관리

하․폐수관리

오염총량관리

수생태

해양환경

환경시설

환경정책

환경지도

자원순환

자연환경

바이오가스

녹색도시

[그림 2-3-29] 강원도 통합 물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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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프로젝트

∘ 기후변화 대응 항구적 물 부족 해결

- 물 부족 우심지역의 항구적 대책사업(원주, 속초, 강릉)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수자원의 갈등해소와 

가치제고

∘ 통합 물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강원도 수자원의 가치제고

∘ 빗물자원화 사업 추진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항구적 물 부족 해결 (2017) 속초 강릉, 원주

통합 물관리 기능 강화 (2017) 조직 개편

수자원의 가치 제고 (2017)
물관리기본법 

제정
20여개 

법률 정비

[실천전략 4-2] 카본프리로 완성되는 에너지자립

아젠다 4-2-1) 멀티소스 클린에너지 생산인프라 구축

∘ 스마트 로컬에너지 생태계 구축

- 스마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신산업 창출

- 강원도 에너지기업 설립, 스마트 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아낀 전력을 활용한 가상발전소 

건설

- 총 전력수요의 신재생 비중 40% 달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분산전원 확대

∘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40% 달성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수력(소수력)발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 생산 확대 추진

- 지역 거점별 태양광발전단지, 풍력발전단지 조성, 도암댐 발전 재개, 바이오매스발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지역 마을단위, 읍면단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확대, 커뮤니티형 열병합발전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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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습(태양광, 풍력)

❚ 대표 프로젝트

∘ 스마트 로컬에너지 생태계 구축

- 로컬에너지 생산, IoE기반 로컬에너지 선도 및 수출기반 조성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風林水木波의 

전기에너지화

∘ 양간지풍의 육상 풍력 발전

∘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

∘ 임야의 적극적 활용, 태양광 발전

∘ 자연 유출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 해양에너지 실증연구센터 건립

스마트에너지 소비 

그리고 에코세이브

∘ 멀티쏘스의 에너지자립 마을 추진

∘ 해수열에너지 지역냉난방 보급

∘ 순환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커뮤니티형 열병합발전사업 추진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17) 20 30 40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018) 2 25 50

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 보급(%) (2017) 10 50 100

아젠다 4-2-2) 저탄소 생산과 소비를 통한 청정사회 실현

∘ 쿨 강원(Cool-Gangwon) 실현을 위한 저탄소 경영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강원도 탄소배출권 신용 확보를 위한 북강원도 및 해외진출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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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고청정 청정화력발전기술 실증 및 상용화 거점 조성

- 국가 에너지사업으로 선정된 청정화력발전기술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화력발전소의 고효율, 

고청정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산업 육성

- 테스트베드를 국가 유일 청정화력발전 평가인증센터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에너지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탄소자원화 국가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화 추진

- 석탄화력발전소 및 시멘트 업체와 연계한 탄소자원화 사업 성공적 추진

- 탄소자원화 프로젝트의 분야 확대를 통한 신산업(주거단지, 원예시설단지, 양식단지, 바이오생

산단지 등) 육성체계 마련 

∘ 교통, 주거, 교육 등 저탄소 생활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저탄소 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통한 청정사회 실현

-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도시, 주택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조성, 신재생에너지 교육 확대 등을 통한 기후변화 인식 제고

- 군부대 및 관련 부지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한 민군상생협력 강화

[그림 2-3-31] 탄소자원화 처리과정

[그림 2-3-32] 청정화력발전기술 테스트베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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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프로젝트

∘ 쿨 강원(Cool-Gangwon) 실현을 위한 저탄소 경영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및 저탄소 산업기반 확대, 탄소마일리지 활용을 

통한 저탄소 생활의 정착

❚ 단위 프로젝트

단위 프로젝트

∘ 고효율·고청정 청정화력발전기술 실증 및 상용화 거점 조성

∘ 탄소자원화 국가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화 추진

∘ 강원도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발굴

∘ 강원도 탄소배출권사업 연계 대기업 CSR 연계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국가 평가인증센터 설립 (2018) 2

아젠다 4-2-3) 저비용 고효율의 탄소순환용 에코플랜트 조성

∘ 마을산의 카본싱크원화

- 도내 산림 약 13600㎢ 중 20~30%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림을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흡수원 인증사업 전개

- 산림관리의 이력을 DB화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한편, 흡수림의 면적을 점차적으로 

늘려 기 구축된 임도시설 등의 활용도를 높임

- 지역사회의 유휴인력 노동 가능한 은퇴자들의 일자리 창출 등, 차상위계층의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 등을 통하여 흡수림 확충

∘ 유령림(幼齡林) 비율이 10%인 도내 산림의 영급(齡級)구성의 개조

- 유령림의 나무는 평균 5.6㎏의 탄소를 흡수해서, 1㏊ 숲은 16톤 가량의 탄소를 흡수하고 약 

12톤 가량의 산소를 배출할 수 있지만, 성장속도가 포화기에 다다른 나무들은 이러한 베이스

라인 흡수량이 1/3로 감소

- 노령림에 도달한 도내 숲에 대해서 대면적 벌채와 식재를 통한 작업의 효율성, 탄소흡수원의 

적극적 확충은 물론이고, 균질의 원목을 대량으로 벌채함으로써 동일공정 동일목적의 제재와 

목재소재의 활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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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이용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화

- 기존 철과 콘크리트로 사용되던 다양한 구조재, 부재 등을 목재품으로 대체

- 생활 용품, 가재 및 도구의 목재제품 활용을 통해 장기간의 탄소 저장을 유도

[그림 2-3-33] 목재이용 촉진을 통한 탄소흡수량 제고

자료 : 에코트리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대표 프로젝트

∘ CO 경제, 마을산의 카본싱크원화

-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마을주변 탄소상쇄림 조성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지구를 살리는 산림 

CO  경제

∘ 카본싱크 촉진을 위한 대면적 수종갱신 사업 추진

∘ 탄소중립지대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촉진 캠페인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흡수원 인증림 조성 (2018) 1,800ha 18,000ha 18,000ha

대면적 수종 갱신사업장 수 (2018) 600ha 2000ha 2000ha

목재이용 촉진 실천 사업 투자액 (2018) 160억 원 1,800억 원 1,8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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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략 4-3] 사회 안전과 개인 안심의 사회 완성

아젠다 4-3-1) 자연재해 대비 지능형 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기반의 강원도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의 정보획득, 정리 및 분석, 상황 판단기법 외에 다양한 센서네트

워크와 데이터 통신 기반위에서 운용되는 AI로 대표되는 복합적 상황판단 시스템이 재난관리에 

도입되어야함

∘ 안전안심의 선도마을 네트워크 구축

- 대부분의 재난이 개인과 사회의 외면과 방치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시설물의 설계 안전율 

120% 조건에서 +α에 해당되는 안전율을 확보하여 마을단위의 주민 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높여 나가야함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군별로 마을유형별로 시범 마을을 선정하고 편익 

생산을 위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서 주민참여를 유도

∘ 해안침식 방지센터 유치

- 자연의 완충력을 이용하여 피해를 저감하는 에코 세이프티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매우 필요하며, 

특히 해안 침식으로 해빈이 감소할 경우, 막 개통된 동서 교통물류 환경의 효과가 GRDP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 국가적 차원의 지역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지역 내에 해안침식 방지센터를 유치해서 해안침식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함

[그림 2-3-34] 자연재해 대비 강원도형 안전관리 체계

❚ 대표 프로젝트

∘ 인공지능 기반의 강원도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

- 자연재난 대비 센서확충, 챗봇 기반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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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예방적 재난대응 실천
∘ 안전안심의 선도마을 네트워크 구축

∘ 해안침식 방지센터 유치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개선된 시스템 수 (2018) 3종 10종 10종

선정된 안전안심마을 수 (2018) 18 고도화 고도화

해안침식방지센터 유치 유무 (2021) 1개소

아젠다 4-3-2) 사회재난 대비 능동형 안전망 구축

∘ 응급구조 골든타임 7 환경 구축

- 시 단위 지역은 7분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소방력을 증강시켜 나가는 

것을 정책목표로 함

∘ 자주형 안전복지 사업 추진

- 강원도민의 재난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재난에 관한 과학적 지식, 재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함

- 이에 필요한 교육, 훈련 교보재를 개발하고 적용 여건을 안전복지 확보 차원에서 추진

∘ 국립 산불방지 대응 훈련센터 유치

- 지휘관의 현장지휘능력 향상과 개인의 진화전술과 활동에 대한 역량도 개선 등을 위해  산불

확산 가능성이 낮은 지형적 특성을 지닌 개소에 산불진화 대응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모의훈련 및 실제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그림 2-3-35] SimTable을 활용한 재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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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프로젝트

∘ 응급구조 「골든타임 7」 환경 구축

- 소방서, 구조대 추가 증설 및 장비·환경 개선 등으로 출동 목표시간 7분 이내 달성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고빈도 재난대비 

안전인프라 확충

∘ 자주형 안전복지 사업 추진

∘ 국립 산불방지 대응 훈련센터 조성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전년 대비 재원확보율 (2018) 지속 및 증가

재난안전 교재 개발 및 교육 실적 (2018) 18개 시군 18개 시군 18개 시군

산불방지 훈련센터 개소 유무 (2021) 1

아젠다 4-3-3) 특수상황 대비 미래형 인프라 조성

∘ 365 세이프티 쉘터 구축

- 기존 민방위 시설 중 주요 개소에 위치한 대피시설의 구조, 기능의 개선. 차단문 설치, 인접 

이동통로 개설 및 불필요 통로 폐쇄, 발전시설 설치, 채광 및 공조시설 설치, 편의시설 도입 

및 식수 등 음식확보

- NBC 상황 대비 개인휴대용 장구 비치, 화학전 대비 물자 확보

∘ 판데믹 재난대비 방역 및 검역체계 구축

- 판데믹(전염병 위험 최고등급) 대비 지역 내 전문 병의원 지정 및 상시 대비 체계 구축

- 지역 내 주요 기관별 전문인력 육성과 필수 방역물자 비출, 주민행동 요령 상시 교육 실시

∘ 통일대비 지뢰제거 산업 육성

- 지뢰위험 지대 전수조사와 지뢰탐색 및 제거를 위한 공법 및 기계장비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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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6]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대표 프로젝트

∘ 365 세이프티 쉘터 구축

- 특수상황 대비 기존 민방위 대피소의 구조시설 및 수용여건 개선

❚ 단위 프로젝트

분 야 단위 프로젝트

미래형 재난의 선제적 

대응

∘ 판데믹 재난에 대비 방역 및 검역체계 구축

∘ 통일대비 지뢰제거 산업 육성

❚ 중장기 관리지표

관리지표 기준년도 2020 2030 2040

대피소 개선 실적 (2018) 18 18 18

협의체 결성 및 
교육, 훈련 실시 실적

(2018) 18 고도화 고도화

국방부와의 협업 실천 유무 (2018) 협의 R&D 진행 R&D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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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문별 미래상

[그림 2-4-1] 강원비전 2040 총괄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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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ll-Come 강원

[그림 2-4-2] 2040년 강원의 Well-Come 미래상

❚ 교통·물류 분야

1) 국제적 미래상 :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중심, 강원

∘ 교통기술의 발달로 강원도는 교통오지가 아닌 중간기착지의 위상 강화

∘ 도로 지･정체 감소에 따른 강원도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유입 기회 창출

∘ 신교통수단의 발달

- 드론물류 네트워크

 - Multi Modal Road 확산과 인간중심 도로교통체계 

∘ 수도권-유라시아 해운, 남부권-유라시아 육로네트워크의 연결고리 역할

- 동해안 북방교역 수도 형성(Eurasia Port-Biz Capital)

- 친환경 스마트 항만

2) 전국 차원의 미래상 : 수도권 연계 광역중부권 형성

∘ 교통 기술의 발전으로 타 지역, 특히 수도권과의 시간거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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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 통일대비 완충지대, 통일 후 남과 북을 연결하는 한반도 

중부권 위상 구축

∘ 장래 광역 공간(교통) 구조 전망 

❚ 동북아 통합의 중심, 강원

2017~2019년 2020-39년 2040년 이후

제한적 교류시기 본격적 협력시기 전면적 통합시기

- 북한제재로 교류협력 중단

- 제3국과의 네트워킹 강화 통한 

간접적인 교류협력 추진(강원도 

국제교류 역량 강화)

- 통일대비 자체 역량강화 초점

- 단절된 육로의 남측구간 우선 

복원

- 동해안 항만인프라와 접경지역 

통일기반 구축(동서고속화철도 

통한 강원 북부권 개발)

- 북핵문제의 타결과 북한의 

개혁개발 착수

- 북한과의 월경적 교류협력 

본격 추진

- 접경지역의 통일 거버넌스 

기반 구축

- 동해안 도시의 성장으로 북방

루트의 결절점(結節點) 역할 

확대

- 정치적 통합 이전의 단계

[표 2-4-1] Well-Come 강원 통일분야 로드맵

∘ 통합된 한반도 경제 

∘ 대륙과 북방진출의 거점 플랫폼으로 떠오르는 강원도

∘ 평화특별자치도 지정 : 양국일제의 특별행정구역 지위 부여

∘ 북방 에너지·소재·자원의 교역 중심지

∘ 태평양(동남아, 동북아) - 북극해 - 대서양(유럽) 물류노선 거점지역

❚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글로벌 관광 목적지

∘ 자연기반형 융복합 관광생태계 정착으로 체류형 국민여가 지대 중심지

∘ 제약 없고 체류하기 쉬운 글로벌 관광목적지

∘ 북극항로의 동북아시아 허브

∘ 전국 최고의 복합레저중심지로 자리 매김



강원비전 2040

114

2. Wonderful-Stay 강원

[그림 2-4-3] 2040년 강원의 Wonderful-Stay 미래상

❚ 네트워크형 도·농 복합의 친환경 스마트 정주환경 

∘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를 지원하는 통합형 스마트 도시관리시스템

∘ 강원도가 주도하는 녹색도시 및 녹색건축 환경 구축

∘ 인구 고령화 대응형 정주환경 확립

∘ 시군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광역 도농복합지역(시군통합권) 형성

∘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환경복지도

❚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강원 공동체 형성

∘ 초고령사회로 변모하면서 사회적 건강성을 중시하는 자치공동체를 형성을 통해 지역의 

인구 증가를 견인

∘ 행정계층 및 구역과 관련하여, 헌법 개정과 분권 확대로 인해 향후 도의 광역적 기능 강

화와 시군의 사회복지분야 집행기능 강화

∘ 지식, 정보 자원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유·협업경제가 부각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동체기업이 고도화로 주류경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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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도내 공공-민간부문의 활발한 협조체계 구축

∘ 사회구조의 다변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도내 갈등발생 소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나, 강원

도만의 효과적인 갈등관리 체계 구축으로 갈등이 가장 잘 해소되는 지역으로 변모

∘ 강원도 내 민간부문을 엮는 사회적 자본 구축을 통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문화를 정착. 동시에, 복지서비스 책무성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

∘ 생애 전체에 대한 도민의 개인별 의료정보가 축적·관리되면서 보건·의료비용의 최적화 

실현

∘ 첨단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강원도민은 

국내 최고의 건강지표를 달성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그리고 『강원도다움』

❚ 인구비중 3% 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미래인재 양성

∘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가상교육 공간 마련

∘ 현장 수요형 평생교육 플랫폼 강화

∘ 미래형 하이브리드 인재에 대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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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ream-works 강원

[그림 2-4-4] 2040년 강원의 Dream-Works 미래상

❚ 공유와 포용성장을 위한 강원경제시스템 

∘ 포용·공유경제가 중심이 된 강원도형 경제시스템 정착

∘ 빅데이터 연관산업 집적으로 초연결 지식을 창출하는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

∘ 체류형 여가인구가 증가하면서 시군별로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한 작지만 강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

❚ 4차 산업혁명의 선도지대, 강원

∘ 의료·건강관련 산업이 국가 거점산업으로 부상하며 강원도의 헬스케어 산업은 치유, 예방 

분야에서 국가산업을 주도

∘ 차세대 교통수단 중소형 e-Mobility 산업을 주도 

❚ 친환경 첨단 농업지대로 대한민국 미래 “農道” 달성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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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ramatic-Nature 강원

[그림 2-4-5] 2040년 강원의 Dramatic-Nature 미래상

❚ 탄소순환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경선진도 실현

∘ 활발한 청정에너지 생산과 적극적 저탄소 생활 그리고 풍부한 탄소흡수 대지 조성으로 

탄소순환이 완성된 친환경 사회

∘ 높은 청정에너지 자급률로 클린코리아를 대표하는 강원도

❚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화를 통한 환경복지도 실현

∘ 넓고 청정한 생태계를 배경으로 생물다양성이 보존되는 지역

∘ 경관공동체 중심의 자주적 경관관리

∘ 청정 이미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완성되는 생태계서비스

∘ 자연을 플랫폼으로 하는 생업과 생활이 영위되는 자연·인간 공존 지역

∘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생산하는 수도권 물 네트워크의 허브 지역

❚ 재난대비 역량의 강화를 통한 안전복지도 실현

∘ 체계적 재난인격 함양 노력으로 안전의 사회가치화가 실현된 지역

∘ 지속적 재해저감 노력으로 방재복지가 실현되는 지역

∘ 지속적 재난대응 노력으로 안전복지가 실현되는 지역

∘ 신종재난 대응체제 구축으로 미래형 중대재난이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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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권역별 발전방향

1. 권역별 구분 및 발전방향

❚ 영서지역권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 춘천은 미래 강원도의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기반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도시형 스마트인프라 조성과 함께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

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산업 진흥과 도내 거점대학을 중심

으로 한 취업 및 창업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

  
∘ 원주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강원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의 중심

으로 육성하여 기존 의료기기산업의 고도화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고, 스마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도시형 관광 및 산업관광을 추진

  
∘ 홍천은 남북 6축 고속도로 구축과 홍천~용문과의 철도연결을 통해 지역민의 교통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외부인들로부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해나가며, 기존 기반시설

들을 활용한 식품바이오산업 고도화와 홍천농고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농림수산업 인재 

육성을 통해 강원도형 푸드테크 산업의 기반을 마련

  
∘ 횡성은 소형 전기차(e-mobility) 생산·수출 거점 기반을 마련하여 강원도를 이끌어나갈 

미래 신성장동력의 중심으로 육성해나가고, 스마트 축산 실증을 통해 선진화된 축산농가 

선도지역으로 발돋움 

  
∘ 평창은 첨단 ICT 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하며, 산림을 활용한 6차산업화와 

국제적인 산악관광지대로 구축

  
∘ 이 외에도 동서고속철 주요 역사마다 어메니티 네트워크 타운을 구축하여 편리한 환승 

시스템과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며,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글로벌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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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영서지역권 주요 사업구상도 

❚ 동해안지역권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 강릉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산업(신소재·비철산업 등)과 2차전지용 

해수리튬 생산 등의 기반을 확대·조성해 나가고, 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R&D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도약하며, 영동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청정화력발전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동계올림픽 인프라를 활용한 MICE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글로벌 도시 관광의 중심지역

으로 추진

∘ 동해는 동해항을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하고 임가공, 원자재수입, 수출지향형 산업

기반들의 입지를 유도하여 동해안의 핵심 물류거점지대로 육성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자원·교류협력의 중심지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지역 내 새로운 자원·소재산업을 발굴 

및 육성 추진

∘ 속초는 동서고속철 인프라와 인근에 위치한 양양공항과 연계한 국제 크루즈 항로를 개설

하여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남북협력을 통해 설악-금강권 관광지구 연계 개발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산업을 육성

∘ 삼척은 LNG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의 육성과 함께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탄소자원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폐광산 채움재, 제지원료산업, CO빌리지 조성 및 다양한 제품 원료의 

생산화를 추진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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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은 동해선(강릉~제진) 철도를 조기 완공하여 남북통합과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한 육로를 

확보하고, 노르웨이 기업 마린하베스트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지역 내 연어양식 단지와 

관련기업 육성을 추진

∘ 양양은 양양국제공항의 정기노선 확대를 계기로 글로벌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전략수립과 함께 속초-양양-강릉으로 이어지는 중간 기착지로서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며, 

특히 해양 레저스포츠(서핑) 산업기반과 FIC 특성화벨트 조성을 통해 해양-산림이 어우

러질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

∘ 이 외에도 동해안 시군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역

별로 특화양식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거래유통망의 첨단화를 통해 편리하게 먹거리를 

제공 및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해양자원을 활용한 경제, 관광측면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 필요

[그림 2-5-2] 동해안지역권 주요 사업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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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접경지역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철원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나노소재 산업과 현무암 섬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개성공단 역개념인 철원 평화산단을 조성하여 통일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며, 농산품의 6차산업화와 함께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린 도시민들의 

휴양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

∘ 화천은 첨단 목재산업 기반과 치유형 산촌지대를 조성하여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나

가고, 동서고속철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축제·관광산업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매력과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 양구는 남북 6축 고속도로와 동서고속철 역사를 중심으로 편리한 교통편의성을 확보해 

나가고, 지역 농산품의 6차산업화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자원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소득

원과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 인제는 기존 지역 내 강점인 자동차 산업을 미래 산업과 연계·고도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자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통해 다양한 동식물과 생태계 체험, 

자연 휴양형 시설이 잘 갖춰진 복합힐링 공간으로 조성

∘ 고성은 동해선 철도 조기완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을 계기로 동해안과 DMZ 관광자원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수산양식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 도약

∘ 접경지역은 경제·생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DMZ와 백두대간, 그리고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 마련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그림 2-5-3] DMZ·접경지역권 주요 사업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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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남부지역권 (태백, 삼척, 영월, 정선)

∘ 태백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첨단화하여 소재 및 원료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문화 인

프라를 중심으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며, 백두대간의 아고산대를 활용한 웰니스항노화 

산업을 정선, 영월 지역과 연계하여 주력산업으로 육성 추진

∘ 삼척은 제천~삼척 고속화(itx)철도와 동서6축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대폭 확대

하고, 기존 해양자원의 고도화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생산 인프라 조성 및 탄소자원화 

등을 통해 저탄소사회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육성 및 기존 LNG산업기반을 활용한 수소산

업의 육성을 통해 수소차 등 다양한 제품 개발화 추진

∘ 영월은 미래형 드론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물류산업을 고도화하고, 기존 관광·레

포츠 산업의 고도화와 매력적인 산악관광지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친환경에

너지 확산에 주력

∘ 정선은 올림픽 사후시설과 지역 내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 테마형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치유산촌 조성과 다양한 복지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기반 마련

∘ 폐광지역은 지역 특성상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형성에 주력해 나가야 하며, 특히 지역 고유의 문화적 이점을 살린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과 산림·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의 친환경브랜드 형성이 필요

[그림 2-5-4] 강원남부지역권 주요사업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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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발전방향 (종합)

∘ 앞서 강원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들을 분류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강원영서지역은 “신성장동력 창출의 허브” 지역으로, DMZ·접경지역은 “남북교류와 생

태가치 창출지대”로, 동해안지역은 “글로벌 진출입의 전진기지”,  강원남부지역은 “산림/

에너지/관광의 신성장거점”으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

[그림 2-5-5] 2040 강원도 권역별 구상(종합) 

2. 미래 강원의 새로운 권역 구상

❚ 지역 간 상호작용 분석에 따른 미래 권역구분

∘ 강원도 내 2014년 통근통학 교통량 분석과 Social Network Analysis 중 Community 

분석을 통해 지역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철원군은 도내 시군과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제군은 영서권역에 포함, 원주시는 도 이외의 지역과 강한 연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6] 교통량 분석에 따른 지역 간 상호작용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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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산업입지 분석

∘ 강원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과 시군별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간 연관

성을 고려한 관계도를 구성하여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2-5-7] 미래 권역별 산업입지 분석

❚ 미래 강원의 새로운 권역구상

∘ 교통량 분석에 따른 지역 간 상호작용과 산업의 연관성을 종합하여 2040년 강원의 권역을 

새롭게 나타낸 결과 영서·영동 축을 각각 남북으로 구분한 영서접경권, 영서산업권, 설악

해양권, 해양산업권으로 구상해볼 수 있었음

∘ 영서접경권은 춘천, 홍천과 철원, 화천, 양구, (서)인제지역/영서산업권은 원주, 횡성, 영월, 

(서)평창, 설악해양권은 고성, 속초, 양양, (동)인제, 마지막 해양산업권은 강릉, 동해, 삼척, 

정선, 태백, (동)평창 지역으로 구분

∘ 새롭게 구분된 권역사회에서는 SOC인프라와 광역교통망 완성에 따른 공간구조의 큰 골격이 

형성되면서 초연결사회와 지역 간 접근성 확대로 기존 생활권의 광역화현상이 나타나고, 

중규모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계층적 기능분담이 이루어지는 미래 공간모습을 구상

[그림 2-5-8] 2040년 강원의 새로운 권역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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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속가능한 계획 관리체계 마련

1. 강원도 맞춤형 지표의 선정

❚ 강원도 맞춤형 지표의 의의 

∘ 타 시·도와 비교하는 기존의 지표활용방식에서 벗어나 강원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강원

도만의 고유 지표 구성

∘ 각각의 지표는 강원비전 2040의 실현전략과 부문별 목표를 반영하여 선정

❚ 지표 활용 계획

∘ 강원도 맞춤형 지표를 이용하여 비전계획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전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척도로 활용

∘ 목표연도 이후에는 달라진 미래상에 맞춰 일부 지표 항목 수정 및 추가

[그림 3-1-1] 강원비전 2040 지표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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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비전 2040 부문별 지표 설정

1) Well-Come 부문

분 야 평가 항목 강원도 현황 2020년 2030년 2040년

교통·물류

여객수송(천명) 14,946.20 20,159 25,593 28,026

화물수송(천톤) 58,679.42 75,024 102,155 123,001

통행량(인) 89,721.70 120,492 168,052 188,395

도로연장(km) 9,800.07 9,925 10,059 10,190

신 교통
전기자동차(대) 312 35,232 322,796 -

전기차 충전인프라(개) 135 366 1060 -

관광

체류기간(일) 1.36 1.5 1.7 2.0　

여행지만족도(점) 4.15 4.21 4.38 4.55　

도내 총 관광객 수
(천명)

101,649 115,450 144,104 166,399　

2) Wonderful-Stay 부문

분 야 평가 항목 강원도 현황 2020년 2030년 2040년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 
기업 수(개소)*

918 1,500 3,000 5,000

사회적경제 기업 당  
종업원 수(명)**

24.5 50 100 200

도시 재생

노령화지수(%) 1.35 1.64 2.11 2.30

사업체 수 대비 
종사자 수(명)

4.35 5.08 9.53 17.71

전국대비 노후 건축물 
비율(%)

3.77 3.5 3.2 3.0

보건 의료

만성질환 사망률(명) 202.50 181.99 155.35 128.68

예방접종률(%) 36.80 40.36 51.38 62.26　

의료시설(개소) 11.83 15 31 61　

의료인력(명) 2.35 2.75 4.68 7.96

복지 및 
여성

여성임금비율(%) 62.91 65.0 85.0 100.0　

여성취업자비율(%) 44.07 44.97 45.88 50.0

경력단절 여성비율(%) 17.4 16.5 15.0 10.0

맞벌이 가구 비율(%) 52.40 56.86 68.38 78.02

복지예산 비율(%) 22.93 26.53 39.37 58.44

교육

사교육 참여율(%) 61.40 60.76 58.74 56.62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7.09 7.61 9.42 11.66

평생교육 참여율
(명/개소)

610.32 691 1,010 1,475　

교사 1인당 학생 수(명) 13.40 13.12 13.07 13.07

학급당 학생 수(명) 30.63 28.15 27.39 27.36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률(%)

55.7 60.0 75.0 90.0

교육요인 전출비율 5.52 4.99 3.64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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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ream-Works 부문

분 야 평가 항목 강원도 현황 2020년 2030년 2040년

4차 산업

중점 육성산업 매출액 
(억원)

45,569 66,552 151,316 351,358

중점 육성산업 고용인원 
(명)

17,997 26,621 50,439 87,839

농업

친환경농업 면적(%) 5.0 5.0 18.0 20.0

귀농귀촌인구(인) 476,559 520,998 544,425 546,599

농가소득(천원) 38,687 43,543 64,454 95,407

4) Dramatic-Nature 부문 

분 야 평가 항목 강원도 현황 2020년 2030년 2040년

산림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명)

673,604 859,836 1,400,582 2,281,401

임산물 생산액(억 원) 12,237 16,147 39,628 97,270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17.4 28 52 71

미세먼지(톤) 3,491 2,152 600 247

이산화탄소 발생량(톤) 10,312,475 8,380,521 5,552,146 3,678,331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세대)

67,968 78,901 111,097 130,363

안전

자연재해 안전등급 
1등급 지정 시군 수

0 3 9 18

재난안전예산 비율(%) 3.82 4.63 6.01 7.24

범죄발생률(건) 36.74 35.70 31.63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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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장기 재정관리 계획

1) 전체 소요재원 추정

❚ 비전 2040의 세부 과제는 총 302개의 대표 및 단위사업이 발굴됨.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2040년까지 약 72조 9,4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Well-Come’ 분야의 59개 사업 수행을 위해 43조 6,408억 원 소요

∘ ‘Wonderful-Stay’ 분야의 66개 사업 수행을 위해 7조 7,845억 원 소요

∘ ‘Dream-Works’ 분야의 49개 사업 수행을 위해 10조 6,557억 원 소요

∘ ‘Dramatic-Nature’ 분야의 42개 사업 수행을 위해 10조 8,648억 원 소요

❚ 전체 사업의 평균 금액은 3,377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Well-Come’ 분야의 

사업별 예산이 7,397억 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Dramatic-Nature’ 분야 2,587억 원, ‘Dream-Works’ 분야 2,175억 원, 

‘Wonderful-Stay’ 분야 1,179억 원 순

구분 사업수 ’17 ’18 ’19 ’20 ’21~’30 ’31~’40 계 사업 당

Well-Come 59(89) 23,745 16,041 26,852 40,929 141,148 187,693 436,408 7,397

Wonderful-Stay 66(96) - 2,298 7,160 13,663 34,679 20,045 77,845 1,179

Dream-Works 49(67) 357 5,430 7,233 11,862 44,578 37,096 106,557 2,175

Dramatic-Nature 42(50) 933 4,020 6,021 11,471 42,395 43,810 108,648 2,587

계 216 25,035 27,789 47,266 77,924 262,800 288,644 729,458 3,377

사업비중 예산비중 사업 당 예산액

[표 3-2-1] 전체 소요재원                                                 (단위: 개, 억원. %)

 주 : 대표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단위프로젝트 예산 및 비예산사업 등을 제외하여 총 302개 과제 중 216개 사업에 
대한 소요재원을 추정함(괄호 표시는 해당분야 총 사업 수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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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확보를 위한 전략

∘ 첫째, 재정분권 효과에 대한 선제적 검토

- 지방소비세율, 지방소득세율 인상 및 그간 논의되어진 시멘트세, 레저세 등과 같은 신세원의 

발굴 효과를 예측하고 재원확보 전략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함

-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화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세원의 편중효과를 종합 검토

하여 재정 형평화 제고를 위한 개선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여야 함

∘ 셋째, 과체체계 정비 등을 통한 신세원 발굴

- 재산세, 취득세 등과 같이 지역의 특정 세원을 기반으로 하는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노력과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레저세, 관광세 등과 같은 신규 재원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

해야 함

∘ 넷째, 지방채 및 부채 관리 기제의 고도화가 요구됨

- 채무한도액 설정 제한이 지자체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짐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적 점검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 다섯째, 이전재원의 효율적 관리 전략 마련

- 중앙-지방간의 이전재원(교부세, 특별교부세)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재원(지역발전

상생기금, 조정교부금 등)의 투명한ㆍ효율적ㆍ효과적 관리가 가능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및 과제의 적극적 발굴 

노력이 요구됨

❚ 사업수행과정에서 “강원비전 2040”을 통해 제시된 사업비 등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예산점검 노력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