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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획 주요내용

인구지표1

[단위 : 천 명]

2020년

1,543

162

2025년

1,567

148

2030년

1,574

2035년

1,579

2040년

1,579

1,730천명1,730천명

1,720천명1,715천명

1,705천명

도계획인구장래인구추계 도내국방상비인구 시군계획인구

2,214천명
2,108천명

2,000천명
1,876천명

1,652천명

[주 : 인구지표는 1,000명 단위에서 절삭하여 설정]

148 148

1,579

148



2. 계획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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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주요지표2

Ⅲ. 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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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I 강원 공간발전 구상

Ⅲ. 계획 주요내용



4. 추진전략별주요정책과제
17

연계와협력을통한혁신적지역발전조성

• 강호축 단절구간 연계, 미래혁신 산업선도지대 조성, 백두대간 생태문화 가치제고 등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 연대·협력사업 추진

•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의한 강원도-광역지역 간

초광역 연대·협력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추진

강원도 – 시군 간 혁신적 협업체계 구축

• 생활권 중심 연계 협력 강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다양화

•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지역주도 발전촉진을 위한 연대·협력 제도 마련

지역혁신을 위한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

• 지역상생협력권에 의한 혁신적 지역발전,

3대 강소도시권 + 2대 지역 특화자원권 연계 기능 강화

• 강원도 저발전지역 격차 완화, 포용적 균형발전 추진

농산어촌 지역혁신 강화와 맞춤형 지원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공간 재생과 재구조화로 지역혁신 선도

• 귀농·귀어·귀촌 등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정착 및 활성화 도모

포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연대·협력 촉진1

[강원도 광역 연계·협력 발전축]

Ⅲ. 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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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혁신성장산업공간조성

•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산업 등 연계 특구, 클러스터 등

지역혁신산업 공간 조성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언택트산업 육성 및 산업인프라 디지털화 실현

지역산업의고도화와산업생태계구축

• 액화 수소 융복합 에너지산업, 그린 이모빌리티산업, 강원 바이오 등

그린환경산업으로 강원 미래혁신성장 산업생태계 구축

K-뉴딜연계지역주도형강원지역뉴딜추진

• 강원형 디지털 뉴딜사업, 그린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도 뉴딜 완성

• 초광역 연계·협력 뉴딜사업 발굴과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지역산업혁신과융복합문화관광으로지역성장판육성2

4. 추진전략별주요정책과제

[산업 분야 발전 계획도]

Ⅲ. 계획 주요내용



19

매력있는문화공간창출과강원문화정체성제고

•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 확대 및 조성

• 문화예술의 글로벌화, 정체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융복합관광을통한강원신성장판창출

• 동해공동관광특구, 동계올림픽 관광클러스터 등

동북아 글로벌 관광지대 조성 및 육성

• 디지털관광, 관광지 재생, 산악관광 등 지역뉴딜사업과 연계한

강원 신성장판 마련과 지역 활력 제고

4. 추진전략별주요정책과제

[관광 분야 발전 계획도]

Ⅲ. 계획 주요내용

지역산업혁신과융복합문화관광으로지역성장판육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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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대응도시·지역의체계적공간관리

• 축소도시, 컴팩트 네트워크, 작은 거점, 스마트공동체, 도시 및 지역재생 등

인구감소 대응 맞춤형 도시지역 공간관리 개편

지역특성을고려한매력적인생활공간삶터조성

• 강원지역 특성 고려 생활공간 유형의 다양화와

도민 중심 생활편의 시설 접근성 강화

강원형포용적주거복지강화및확충

• 청년, 1인 가구, 취약계층 등 맞춤형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 및

포용적 생활커뮤니티 기반 조성

다차원적디지털공간특화강원공동체조성

• 도–시군–권역-마을 등 다차원적인 특화 디지털 선도모델 추진으로

강원 디지털 혁신공간 조성

안전하고회복력제고를위한디지털방재구축

• 기후변화, 탄소 중립, 지역 안전지수와 생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고려한 디지털 강원 통합 지능화 방재 실현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건강한 디지털 행복공간 조성3

4. 추진전략별주요정책과제

Ⅲ. 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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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적 관리

• 강원 국토공간의 환경계획과의 정합성 제고와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 강원도형 기반 확충

기후변화대응넷제로(Net-Zero 2040) 저탄소경제사회실현

• 넷제로 2040 강원 실현과 탄소중립 지역경제사회를 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으로 미래 환경 회복력 제고

강원 환경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자연생태 및 보전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 기반확충, 생태서비스의 자원가치 제고, 강원 국토환경자원의 효율적 관리

품격있고 매력있는 강원다움 경관정비와 창출

• 생활 도시경관 조성, 경관의 정체성 확립, 쾌적하고 안전한 농산어촌 경관관리, 경관문화 정착을 통한 강원경관의 정비와 창출

4. 추진전략별주요정책과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관리와 자원 가치 제고4

Ⅲ. 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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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국토연계및도내광역교통망체계적구축

• 동북아 중심지대, 광역 발전축과 연계한 광역 교통 물류망 확충

• 강원도 순환 철도망 완성과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및 완성

4. 추진전략별주요정책과제

다극분산형 국토대응 광역 물류 교통망 확충5

미래형그린모빌리티교통수단체계적구축및확산

•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차, 수소차, 이모빌리티 등)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확산으로 교통서비스 편의 증진

맞춤형도민중심포용적교통정책추진

• 교통취약지역, 취약거주자, 교통약자등도민중심이동권보장및

서비스 제공과 교통서비스 기반시설 안전도 제고

동북아중심지대선도광역물류망체계적확충

• 북방평화경제선도자원에너지물류클러스터구축, 물류산업기반마련과

동북아지대중심구현을위한공항, 항만등광역교통망확충

[광역철도망 계획도] [광역도로망 계획도]

Ⅲ. 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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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지역 한반도 중심지 기반 강화

• 평화경제 모델 발굴과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 북방 평화경제 허브 위상 강화

4. 추진전략별주요정책과제

북방평화경제 선도와 한반도 중심지대 구축6

평화경제지역 SOC 기반 구축

• 남북 단절된 구간의 복원과 평화경제 하늘길, 바닷길, 육로

연결로 동북아 대륙진출 광역 고속교통망의 체계적 구축

Ⅲ. 계획 주요내용



5. 중장기전략별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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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획 주요내용

• 지역산업혁신과융복합문화관광으로지역성장판구축 91개(27.6%), 도민모두가풍요롭고건강한디지털행복공간조성 66개(20.0%),

지속가능한생태환경관리와자원가치제고 62개(18.8%)등순

• 단기('20 ~ '25) 123개(37.3%), 중기(’26 ~ ‘30) 54개(16.4%), 장기(‘31 ~ ‘40) 153개(46.4%)



6. 2040 강원도 종합발전 미래상
25

Ⅲ. 계획 주요내용



7. 2040 강원도 종합발전 단계별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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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획 주요내용

북방·평화경제권 거점 강원

• U(수소융복합 에너지경제) + H(혁신성장·포용) 발전

• 특구, 클러스터를 통한 강원 미래성장판 육성

• 강원형 디지털 행복공동체 완성

• 미래형 그린 모빌리티 구축

• 남북 교류협력과북방·평화경제권선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 강원

• 173만강원 목표인구 달성

• 지역경제 혁신 GRDP 3.5% 강원경제권

• 수소 융복합 에너지경제허브

• 북방·평화경제한반도 중심지대

•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와 경제권 리드

• 넷제로(Net-Zero) 2040 저탄소 강원 경제사회

• 이모빌리티, 액화수소 등 강원 혁신거점 구축

• U-HI벨트, 3+2 강소도시권 공간 재편

• 수도권 등 광역 연대·협력 촉진

• 강원형 지역뉴딜 사업 추진

• 광역 연계 SOC 확충

• 북방평화경제위상 제고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2025년

(단기)

2030년

(중기)

2040년

(장기)



Ⅳ. 시군별 발전방향

27
총괄 : 비전 및 주요사업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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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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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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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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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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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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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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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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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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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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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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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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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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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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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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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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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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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군별 발전방향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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