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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6년 주요성과
1

2016년 연구사업 목표

비전

강원도 미래 가치를 키우는 최고의 지역 연구기관

연구
목표

강원도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

강원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 발굴
권역별 균형 및 특화 발전 전략 구상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기반 및 자치역량 강화
합리적 규제완화와 자원의 가치제고
2018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지역장기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미래를 준비하는
융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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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연구

2

2016년도 연구수행 개요

□ 연구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건)

2016년 연구사업 계획

현재 진행상황 (2016. 12. 20)

구 분
기획과제

신규

계

계속

신규

8

9

-

9

51

3

48

50

-

50

정책과제
72
현안과제
수탁과제

60

81

26

55

소

140

191

29

162

계

※ 정책메모는 정기간행물 형태로 발간(별도관리 / 2016년 72건 발행)

□“강원도 5대 중점 추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도 정 비 전 : “소 득 2 배 행 복 2 배 , 하 나 된 강 원 도 ”

강 원 도 5대 중 점 추 진 전 략

(관련 연구실적)

추진전략 1

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와
지역발전 기반 마련

13건 (8%)

추진전략 2

강원경제영토 확장 및 글로벌화

37건 (24%)

추진전략 3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 재구조화

54건 (34%)

추진전략 4

동북아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34건 (21%)

추진전략 5

사람 중심의「따뜻한 강원」실현

24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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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기획과제 추진
과제명

1

2

주요내용

- 전 세계 주요 미래예측보고서를 기반으로 메가트렌드 도출
- 강원도 환경을 바탕으로 강원도 2040 비전과 전략 방향 도출
- 강원도 맞춤형 장기 전략에 따른 분야별 추진 방안 제시

과제명

강원도 산업의 ICT융합을 통한 미래첨단산업 구현 전략

주요내용

- 강원도 산업의 ICT 융합 방향 및 경쟁력 분석
- 강원도형 ICT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강원도 ICT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과제 발굴 및 정책제언

과제명
3

주요내용

과제명
4

주요내용

과제명
5

주요내용

과제명
6

주요내용

과제명
7

주요내용

과제명
8

강원도 미래비전 2040 기초연구

주요내용

강원도 재정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성 연구
- 강원도 재정구조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제시
- 재정여건 개선(재정건전성 제고)을 위한 단･중기적 방안 모색
-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통일의 공간적 영향과 강원 접경지역의 대응전략
- 통일 이후 인구이동의 전망과 강원 접경지역의 역할론 검토
- 분야별 강원 접경지역의 발전 전략과 정책제언
- 비상시 접경지역 필요 인프라의 사전 준비 및 대응 필요성 제언

강원도 사회적 건강 개선방안
- 강원도 건강지표와 사회지표 실태 분석
- 강원도 지표 악화의 원인 분석
- 강원도 사회적 건강 증진 및 관리 방안 제시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적극적 접근전략
- 강원도 경관환경 종합 진단과 강원경관환경 품격 제고
- 강원도 경관특성, 경관관리 체계적 관리 적극적 추진
- 강원 경관재창조, 경관창출, 경관혁신 방안 제시

기후변화대응 강원도 수자원관리와 가뭄대책
- 수자원 확보방안(농업용수, 생활용수), 수자원 분배방안 제시
- 수자원의 관리방안(지하수, 산림, 소규모저류지 확보 등) 마련
- 수자원 관리를 위한 시범지역의 선정 및 사업의 구상(case study)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연구
-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관된 연구 및 포럼
등 지속 추진
- 중앙부처, 강원도,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 5 -

4

강원비전 2040 연구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급속한 국내외 환경 변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적 대응
○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
▶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미래비전 제시
▶ 도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선제적 국책과제 발굴
▶ 국가미래 계획에 강원도 장기발전전략 반영

□ 추진 방향 : 생존, 도약, 품격있는 강원도

○ (단기・중기 통합 계획) 장기비전과 연차별 로드맵이 연계된 통합 계획
- 세부 로드맵을 바탕으로 연차별 추진전략 수립
- 자체평가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정계획 수립

○ (집단지성 활용) 도내외 각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협력계획
- 도의회/도/시군/유관기관/도내외 전문가와 공동협력 작업

○ (Top Down 방식) 2040의 비전과 목표 선정 후 추진전략 도출
- 2040년의 강원도 미래상을 설정하고 2030년, 2020년의 계획을 수립
- 장기비전 및 목표 설정 → 중간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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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성격)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종합계획
- 경제, 관광, 통일, 사회통합, 환경, 도시·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 포괄

○ (범위) 장기비전과 로드맵, 연차별 실행계획이 포함된 통합계획
- 2040년 장기비전 및 목표 설정 후 2030년, 2020년의 중기계획 전략수립
- 목표달성을 위한 아젠다별 로드맵 수립
- 로드맵에 근거한 2020년까지의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도민참여)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강원비전 도출
- 도민의 눈높이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 도출
- 자발적 응모를 통하여 선출된 103인의 강원도민과 함께 미래 강원도의 가치, 미래상 도출
※ 강원도 청소년 자문단 운영 : 2040년 주역이 될 18개 시・군 청소년 대표들이 지역 청소
년들과 강원도 미래와 관련한 토의를 SNS상으로 진행 후, 의견 전달
※ 강원도 도민 참여단 운영 : 155만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연령별, 지역별, 성별을 고려하여
103명 선정, 강원비전 도민 자문단 1차회의 개최(11월 19일)

○ (다양한 의견 수렴) 도, 도의회, 18개 시군 및 도내외 전문가 그룹 자문
수행
- 도 : 7개 분과별 실국 담당자를 참여한 세미나 개최
- 도의회 : 회기 중 도의회 의견 수렴 진행
- 18개 시군 :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진행 (춘천, 원주, 강릉권)
- 도내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자문 : 도내 산학협력단, 강원 TP, 시・군 특화센터 협력을 통한 의
견 수렴

○ (목표달성을 위한 아젠다별 로드맵 수립) 로드맵에 근거한 2040년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
- 2020, 2030, 2040년별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별 핵심 전략 도출 및 아젠다 관련 기술 실현 시기 예측 및 로드맵 전개
- 외부적 시각의 강원현황 진단을 반영한 아젠다 및 단위사업 도출

○ (연차별 액션플랜 제시) 2040년까지 작성된 로드맵을 바탕으로, 사업화 실
현 시기에 따라 대표 프로젝트, 단위 프로젝트 도출
○ (지속가능 계획) 매년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추진
- 계획수립 이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평가, 환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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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강원비전 2040 수립 추진 프로세스

○ (메가트랜드 도출) 2040년 글로벌 메가트랜드 도출
- STEEP분석을 통해 전세계 메가트랜드를 도출하고 강원도 빅데이터 분석, 인구분석을
통해 강원도 영향 도출

○ (현황진단) 메가트랜드와 관련된 국내외 및 강원도 현황진단
- 메가트랜드별 전세계, 국내 전망을 도출하고 강원도 여건을 분석
- 외부적 시각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강원도 현황을 진단

○ (비전설정) 도민/의회/도/시군/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비전설정
- 도민참여단 운영, 도의회/도/시군/유관기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비전설정

○ (로드맵 수립) 미래상을 설정하고 아젠다별 로드맵 수립
- 2040년, 2030년, 2020년의 미래상을 Top Down방식으로 설정하고 로드맵 수립

○ (연차별 액션플랜 도출) 2020년까지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로드맵을 바탕으로 분야별 아젠다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환류계획)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지표 도출 및 연차별 수정보완
- 매년 실행계획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트랜드 변화에 따른 수정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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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의성 높은 정책메모 지속 발간

□ 정책메모의 주요 성과
○“미래의 땅, 기회의 땅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현재화하는 다양한 정책 발굴”로
시작한 정책메모 발간이 591호 돌파
※ 품질과 시의성 중심의 정책메모 지속 발간 : 2주 3회
※ 정치권, 중앙부처, 도의회, 강원도 및 시군 등 주요 정책 결정자 500부 제공
온라인 회원 15,000명 상시 발송, 모든 수요자 다운로드 가능

○ 다양한 정책분야의 대안 제시 및 강원도 장기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 유형 1 : 글로벌 이슈, 중앙정부 동향과 연계한 시의성 높은 주제
※ 2016년 03월 04일 제531호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강원도 과제｣
※ 2016년 04월 15일 제540호 ｢4차 산업혁명과 지역의 발전｣
※ 2016년 06월 17일 제553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강원도｣

- 유형 2 : 강원도 차원의 꼭 필요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2016년 05월 10일 제545호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FC”의 과제｣
※ 2016년 06월 07일 제551호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
※ 2016년 10월 25일 제580호 ｢폐광지역의 거버넌스와 발전방향｣

- 국내외 주요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연구 강화
※ 2016년 01월 19일 제524호 ｢지속되는 가뭄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
※ 2016년 06월 21일 제554호 ｢삼척 소한천 민물김 이야기, 그리고 지역자원화｣

□ 정책메모 다운로드 횟수 대폭 증가 : 관심도 및 활용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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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 및 시․군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

□ 도정 전략과제 제안
○ 각 분야별(경제, 산업, 지역사회, SOC, 방재, 문화, 관광, 환경, 접경지역, 동서고속철 등)
도 시책마련을 위한 전략과제 제안(연구원 → 강원도)

○ 2017년 : 51건
- 경제․산업 분야 : 14건
- 지역사회․SOC․방재 분야 : 12건
- 문화․관광․환경 분야 : 12건
- 교육․행재정 분야 : 7건
- 접경지역의 효율적 활용 : 4건
- 동서고속철도 효과 극대화 방안 : 2건

□ 강원포럼(총 40회)
○ 도정 및 시․군정 정책지원을 위한 강원포럼 활성화
※ 중앙부처는 물론 시 ․ 군 현장포럼 확대 추진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도 성장동력 발굴
(2. 2, 연구원 1층 대회의실)

강원농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5. 3,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문도시 원주시
발전전략
(5. 30, 원주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동서고속화철도와 지역발전,
그리고 강원의 미래
(7. 25, 연구원 1층 대회의실)

지속가능한 강원도 재정운영 방안
(9. 12. 연구원 1층 대회의실)

강원 FC 활성화 방안
(9. 28, 알펜시아컨벤션센터대관령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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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연구원 간 정책협의회 활성화(32회)
○ 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知識(연구원)-實務(강원도)”융합

제8차 정책협의회
“빅테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통계조사 ”(6/27)

제10차 정책협의회
“갈등 관리의 중요성 및 사례”(8/1)

제12차 정책협의회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제도 혁신”(11/21)

□ 시․군 정책지원 강화
○ 지역 체감형 정책 지원 및 ｢연구원-시․군｣ 간 협력체제 강화
- 시·군 정책협의회 및 현장 포럼 운영 활성화
- 시․군 기획실장 초청 합동워크숍 개최(9.22~24, 제주도)
- 시․군별 3명 이상의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

18개 시·군 기획실장 초청 상생발전 워크숍 개최
(제주도 일원, 9/22~24)

시·군 현장 포럼 : 드론시티 영월 구현 방향
(영월군청 대회의실, 6/28)

○ ｢정책동향 분석 및 공모사업 발굴 TF 구성('15.2.23)｣
- 중앙부처 정책 및 공모사업 동향을 분석하여 시·군에 배포
- 시군과 협의후 정책지원 및 사업선정 지원
많은 시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강화 : 예산확보, 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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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도․시군 정책지원 및 예산확보 현황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선정’등 SOC 선정 지원 노력 강화
○ 강원도 30년 숙원 사업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선정 등을 위해 연
구과제 및 중앙부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선정에 기여
⇨ 연구원 자체의 정책 과제 및 메모를 통한 지속적인 논리 지원, KDI, 교통연구원 등과
공동연구 및 협력체계 유지,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 뒷받침

○ 향후에도 제천-삼척고속도로(123.2km/4조 5,214억원), 동해북부선철도(삼척
-제진/167.4km/5조 3,568억원) 등 주요 교통 SOC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연구 및 정책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것임
⇨ 정책과제 ｢동서 고속도로(제천~삼척) 추진방향｣ 및 강원포럼(12. 9, 삼척) 추진

○ 동서고속화철도 지원 TF팀 운영 및 지원
⇨ 철원, 인제, 양구 화천, 춘천 코디네이터 및 분야별 전문가 구성
⇨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중장기 발전구상 마련 및 토론회 개최 등 추진

□ 산업부 및 미래부 등 공모사업으로 국비 141억 확보 기여
○ 산업부,“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선정 지원
⇨ 전자의료기기산업을 차세대 먹거리산업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
⇨ 2017~2021년까지 5년간 230억 원(국비 100억 원) 확보
⇨ 정책과제 ｢강원도 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

○ 미래부,“IoT 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선정 지원
⇨ 첨단 IoT 기반의 응급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림픽 기간내 시범
운영을 거쳐 산업분야 올림픽 유산으로 육성 추진
⇨ 2016년도 사업비 10.5억 원(국비 9억 원) 확보

○ 산단공,“지역맞춤형 특성화사업”공모 선정 지원
⇨ 생명건강기반 차세대 자동차-의료기기 융합클러스터 사업 선정(국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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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농업고교,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사업 선정
○ 개교 준비금 20억 원, 매년 최대 10억 원의 운영비 5년간 지원 등
총 70억 원 확보
⇨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및 평가 등 제반과정 적극지원
⇨ 현안과제 ｢홍천농고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 사업계획서 수립｣

○ 신규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특성화고교 선정을 위한 지원 강화 추진

□ 영동화력 발전 2호기 : 청정발전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2015년부터 전력연구원,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남동발전 등과 공동
기획연구를 통해 국비 확보 완료
○ 2016년 11월부터 177억원 사업비가 투자되어 강릉 영동화력발전소를 국가 유
일의 청정화력발전 분야 테스트베드로 육성
⇨ 향후 관련시설의 국가의 “청정화력발전기술 평가인증 기관”으로 육성하고, 인
근지역을 첨단 발전분야 소재·부품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 현안과제「강원도 청정화력기술 테스트베드 유치전략」

□ 아라온호 동해항 입항행사 지원 : 북방경제 선점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연구원은 극지연구소(남극 및 북극 연구관련 정부출연기관)와 2015년 MOU를 체결
하고 공동 연구 및 포럼, 어린이 과학교실 운영 등 내실있는 협력을 추진중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동해항 입항 지원(2015. 9. 6, 2016. 6. 27)
○ 북극연구를 위한 산학연「북극연구 컨소시엄」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정책과제「북극센터설립 기본구상 연구」, 「극동러시아 자유항지정과 강원도 동해
안의 대응」등
⇨ 강원포럼「2016년 북극해시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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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국토부 주관 ｢2016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수상
○ 역사 및 문화건축분야에서“풍수원성당(유현문화관광지)” 수상
⇨ 2015년에 개최된 대한민국 경관대상 “횡성문화체육공원”이 건축․역사문화경관
분야에서 우수상 수상에 이어
⇨ 2년 연속 경관 및 디자인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 현안과제 ｢횡성 유현문화관광지의 국토경관디자인 방안 구축｣

○ 국토부 주관 “2016 민간전문가(지역총괄계획가)” 지원사업 선정
⇨ 횡성군의 도시경관, 건축, 디자인 등 관련분야의 정책개발 및 조정 등

○ 2016년 강원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선정(도비 2억원)
⇨ 선정되기까지 현장평가 및 제안서 검토 지원

○ 2017년 새뜰마을사업 선정 지원 예정 (횡성읍 읍하리)

□ 춘천시, ｢강원디자인센터｣ 부지 및 건립과정 지원
○ 강원도 디자인 산업 역량강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
○ 총사업비 170억원(국비 85, 지방비 85) 확보(2016~2018)
⇨ 정책과제(2013) ｢강원도 디자인센터 건립방안 연구｣
⇨ 수탁과제(2015) ｢강원디자인센터 기반구축 전략 기본계획｣ 등

□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등 도시재생 사업 지원 지속 추진
○ 2014년 태백시 통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선정 및 활성화사업 추진 중
⇨ 수탁과제(2014) ｢태백시 통리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수탁과제(2015, 2016) ｢태백시 통리 도시재생 주민학교 운영｣

○ 2016년 춘천시 도시재생 일반사업 선정 지원(소양로 번개시장 일원)
⇨ 2014년 춘천 도시재생대학 운영, 2015년 대상지 선정 정책지원 등

○ 2017년 강릉시 구도심(옥천동,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선정 정책지원
⇨ 수탁과제(2016) ｢강릉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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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지원
○ 강원도, 4개시군, 연구원 및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중장기 전
략 마련 중
○ 산업부“석탄 폐경석 재자원화 산업”선정,“탄소소재산업 육성”추진 등 신
규 국비사업 확보 지원 강화

□ 영월군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 지역 지원 지속 추진
○ 2015년 국내 무인비행장치(드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과제 및 포럼 등 지
속적인 추진 중
⇨ 현안과제(2015) 「구 덕포비행장 개발방향 설정연구」
⇨ 정책과제(2016)「영월군 무인비행장치(드론)산업 육성방향」
⇨ 강원포럼 개최 「드론시티 영월 구현 방향」 등

□ 동해시, 산자부 콜드체인-허브 구축사업 선정
○ 콜드체인 : 냉동⋅냉장 운송⋅보관에 의한 신선한 식료품의 유통방식
⇨ 총 사업비 280억(국비 196억, 도비 42억, 시비 42억) 확보

□ 원주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선정 지원
○ 국토부,“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선정 지원
⇨ 제안서 작성 및 평가지원(국비 30억, 시비 30억) 확보

○ 2016년도 사업비 10.5억 원(국비 9억 원) 확보

□ 화천군, 수상 레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 지원
○ 화천군 수상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 유치 추진(협의회 개최 / 6. 27)
⇨ 현안과제「화천군 수상레포츠 활성화 방안」, 강원포럼 개최 협의 중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주관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지원(강원도, 인제군, 횡성군, 화천군, 철원군), 동해시 2016 전통시장 야시장
육성지원 사업 선정, 정선군 2016년 ICT 융복합 창조마을 시범사업 선정, 정선
군 2016년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선정, 정선군 행복주택 건설사업,
양구군 2016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 선정, 삼척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선정 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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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책 개발

□ 강원발전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 2016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원 운영방향을 점검하기 위
하여 자문위원회 개최 (6.30, 12.1 / 총 2회)
- 연구원 과제 수행에 자문위원단 참여 확대 추진

○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핵심 분야 전문가 지속 확충
- 농업, 보건, 언론홍보 등 강원도 및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보강
연 도

신규 자문위원

2016년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남은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최영재 한림대 교무처장(언론정보학과 교수)

2015년

강병규 前 한림대 객원교수(前 행정자치부 장관),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오만섭
육군본부 자문위원,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원 강릉분원장,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외 전문기관과의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 2016년도 APEC 기후센터, (사)재정성과연구원 등 교류협력 추진
○ 지난 3년간 교류협력 체결 기관 22개소, 연구 및 포럼 등 교류 실적 46건
※ 총 101개 기관과 123건 교류 협약 체결 (2016. 12. 20 기준)
교류협력 기관

주요 교류협력 예시

APEC 기후센터

정책강좌 : 기후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정홍상 APEC 기후센터 소장)

(사)재정성과연구원

강원포럼 기조강연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영의 필요성
(배국환 (사)재정성과연구원장)

APEC기후센터와의 MOU(9/9)

(사)재정성과연구원과의 MOU(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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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강좌(총 8회)
○ 국내외 정책동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강좌 확대 추진

핀란드 교육정책과 강원도 시사점
(7/12, 연구원 1층 대회의실)

중동과 중동시장의 대한 이해
(7/25. 연구원 1층 대회의실)

미래의 융합형 지역인재 그리고 강원도
(9/29, 연구원 1층 대회의실)

○ 개최 내용
연번

주

제

일시 / 장소

비

고

1

미래전망과 강원도의 정책방향

2016.05.20(금) 10:20
연구원 6층 중회의실

박병원 (과하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2

UN 2030 개발의제(SDGs)목표와 강원도
발전과제

2016.05.31(화) 13:30
연구원 6층 중회의실

남은우 (연세대학교 교수)

3

원산-금강산지역의 개발과 투자

2016.06.02(목) 15:00
연구원 6층 중회의실

마이클스패버 (북한전문가)

4

핀란드 교육정책과 강원도 시사점

2016.07.12(화) 13:00
연구원 1층 대회의실

김홍순(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장)

5

중동과 중동시장의 대한 이해

2016.07.25(월) 16:30
연구원 1층 대회의실

권태균(전 UAE 대사)

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전해 수소제조기술

2016.8.17(수)14:00
강원발전연구원6층중회의실

김창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7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

2016.9.29(목)10:00
강원발전연구원6층중회의실

이견직(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8

미래의 융합형 지역인재 그리고 강원도

2016.9.30(금)15:00
강원발전연구원1층대회의실

정지훈(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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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원 활동에 대한 정책소비자 관심 제고

□ 홈페이지 방문객 증가 및 정책메모의 구독률 증가
○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객 104만 명 돌파(2006년부터 2016. 12. 20까지 집계)
○ 현재(12. 20) 연간 174,804명, 월평균 12,333명, 일평균 416명 방문

⇨ 시의성 높은 현장중심형 정책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강화

□ 연구원 활동 및 보고서에 대한 언론기관의 관심도 증가
○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결과물 발간에 따른 이슈 선점
○ 국내외 주요 산학연 기관과의 공동 연구활동 증가
○ 연구결과물 및 연구원 활동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율 증가
- [정책메모 제528호]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관련 언론보도 총 19건
‧ 빠듯한 지방 살림에 도움줄까?...'고향세' 주목 (YTN, 2016.06.17)
‧ 고향세 도입 부족한 세수 충당 추진 (강원도민일보, 2016.06.07)

- [정책메모 제550호]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과 강원도’관련 언론보도 총 14건
‧ [현장] 폐광 논란 속 지하 1025m 태백 막장을 가다 (주간조선, 2016.06.17)
‧ 30년 가까이 말로만 석탄 대체산업 육성...인내심 한계 (강원일보, 2016.06.16.)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주도적 대응역량 강화로 지역사회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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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7년 연구사업 계획(안)
1

중점 연구방향

연구
목표

도민과 함께 강원도 미래 업그레이드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
강원도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 수립
강원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마련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한 강원도 가치제고
건강한 강원도 구축과 삶의 질 개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지역상생 발전 방안 마련
지역장기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미래를 준비하는
융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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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연구

2

연구사업 추진 방향

□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연구 및 지원 강화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 여건 분
석과 미래 트렌드 진단을 통해 강원도 발전방향을 제시
⇨ ｢강원비전 2040 수립｣ 연구 추진, ｢올림픽 지원 TF팀｣ 운영

○ 중앙정부 등의 정책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도 및 시․군의 선제적인 정책대안 제시
⇨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 고도화, ｢정책동향 분석 TF팀｣ 운영 강화

○ 강원도의 자연자원의 가치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DMZ, 동해안, 산림, 수자원 등 강원도 자연자원의 가치 구현 연구 강화

○ 도의회 및 도·시·군 정책협력 및 시책 지원 강화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 국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 정책지원을 위한 ｢도의회 공동 포럼｣, ｢도 정
책협의회｣, ｢시․군 및 실․국 코디네이터 운영｣ 운영 활성화
⇨ 도 및 시군, 국내외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연구모임 확대

○ 중앙부처 및 도 주요 정책지원 조직 운영 활성화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경제교육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동서고속화철도
지원 TF 등

□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시의성 있고 품격 높은 정책메모 지속 발간
⇨ ｢정책메모 기획팀｣ 을 통한 전과정 관리, 원외 연구자 공동참여 확대

○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내 융합 연구 및 산․학․관․연 협력 연구 강화
⇨ 외부 기관과 협력 확대 및 기존 협약기관과의 관계 내실화

○ 연구과제의 양적부담 경감을 위해 외부 전문가 효율적 활용
⇨ ｢연구자문위원회｣ 각 분야별 전문가 보강 및 적극 활용 (1:1 협력관계 구축)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강원포럼, 정책강좌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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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연구수행 목표 설정

□ 연구수행 목표 설정
구
분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총
계

2016년
8

2017년
6

증감
△2

72

74

2

60
140

60
140

-

※ 2016년부터 정책메모는 정기간행물 형태로 발간(별도관리)

※ 연구과제 선정 절차
① 2017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수요조사 실시
<원 외>
- 조사기간 : 2016. 10. 1 ~ 31
- 조사방법 : 대외공문,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수시 제안서 접수

2017
연구수요조사

⇨

(원내․외)

- 조사대상 : 도및시군, 의회, 대학,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 조사결과 : 도 18건, 시 ․ 군 9건
<원 내>
- 개인별 연구과제 제안서 접수
※ 접수결과 : 기획 9건, 정책 28건

② 제안과제 검토 및 선정
① 연구실별 검토 및 원내 워크샵을 통해 자율적인 의견 수렴(원․내외 제안과제)
제안과제
검토 및 선정

② 전문가 검토 및 연구조정위원회 심의

⇨

③ 연구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과제 선정(안)에 대한 자문 실시
④ 연구수요조사 검토 결과 고지

③ 2017년 연구과제 편성
과제 편성

⇨

∘ 정기이사회 심의·의결 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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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주요 연구과제(안)

□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연구
○ 지역대학 중심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공유경제와 강원도 경제활성화 전략
○ 증강․가상현실의 시대 강원도 산업의 영향과 그 응용

□ 강원도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 수립
○ 접경지역의 군 부대 이전과 대응방안 연구
○ 강원도 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현황과 대응방안
○ 강원도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 강원도 여성농업인 육성 방안

□ 강원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마련
○ 강원도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문류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 강원도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 강원도 미래교통시스템 구축방안
○ 통일․북방 국내외 정책동향과 동북아 지역개발 실태분석

□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한 강원도 가치제고
○ 강원도 공간구조 개편 방향
○ 강원도 수자원의 지역자원화 방안
○ 강원도 환경산업 실태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관리
○ 강원도 철도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수용태세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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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강원도 구축과 삶의 질 개선
○ 강원도 인구구조분석과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
○ 강원도 사회서비스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 강원도 경기동행지수 개편
○ 강원도민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방안
○ 강원도 재해취약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 생태계 외래 교란식물의 실태와 관리 효율화 방안
○ 국립치매 복합휴양특구 조성

□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지역상생 발전방안 마련
○ 강원도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올림픽 시설 중심)
○ 강원도 역사유적지 활성화 방안
○ 강원도 걷는길 활성화 및 통합관리 방안 연구
○ 강원도형 업사이클링 실현방안 연구

이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연구에 적극 반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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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기획과제 추진(안)
과제명

1
주요내용

과제명
2
주요내용

과제명
3
주요내용

과제명
4
주요내용
과제명
5
주요내용

과제명
6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강원도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각 권역별 지역연고산업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마련

강원도 공간구조 개편 방향
대규모로 공개된 공공 공간정보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토
지이용, SOC투자 등의 부문에서 지역특성 맞춤형의 효율적인 강원도
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방향을 도출

강원도 광역 교통물류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현재 강원도의 물류효율성을 검토하고, 현재 확충 중인 교통･SOC 사업
이 확충되고 난 이후 물류 효율성 개선효과 등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측면에서의 강원도 전반의 광역 교통물류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
해 제시

강원도 인구구조분석과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
강원도내 18개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별 인구구조분석을 통하
여 세부진단을 내려 지역회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

강원도민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강원도민 전체의 의료데이터 제공 협조를 통
하여 강원도민 의료지도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도민 건강증
진 방안 제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연구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관된 연구 및 포
럼 등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대형 국책과제 및 신규 R&D 과제 발굴

- 24 -

Ⅲ. 중장기 발전 기반 구축 현황 및 계획
1

연구원 중장기 발전 기반 마련

□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원도 발전을 선도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의 다각적 경영진단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추진 ('10. 11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 기수립)
○ 추진개요
- 중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TFT 구성 ․ 운영(계속)
-「강원발전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기획과제 수행 : 2016. 3 ~ 7
-「경영진단을 통한 업무효율화 방안 수립」경영진단 완료 : 2016. 3 ~ 6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략과제 추진을 통해 씽크탱크로서의 책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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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관리하고, 지역에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는 정보의 통합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최근의 지식정보 생산관리 체계는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연구 및 행정
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공유, 연구 및 행정 효율화를 통한 연구지원 강화, 실
시간 경영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추진 중
○ '16 ~ '17년 단계별로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
- 1단계) 신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완료(2016년 5월)
- 2단계) 연구과제관리 중심의 통합연구과제관리시스템 구축(2016년 12월 말 예정)
- 3단계) 가상화 환경, 홈페이지 등과 연계한 고도화 추진(2017년부터 ~)

○ 기대효과
- 증가하는 연구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신속한 연구 지원업무 수행 가능
- 연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료의 체계적 구축, 정보공유, 통합검색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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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정책홍보관(RIG Gallery) 활성화
○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 성과물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연구 및 정책 수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 주요 활용내용
- 연구원 보고서, 정책메모, 강원논총 등 연구원 주요 성과물 홍보
- 강원도 및 연구원 홍보 동영상 상영
※ RIG 갤러리 개관전(7.25~8.5) : 2016년 기상․기후사진 공모 수상작 전시회
※ 정두섭 도예전(8.12~19), 춘천미술협회 찾아가는 미술관(8.23~11.23),
2016 강원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9.19~9.21), LISA WON 초대개인전(12.9~12.23)

향후 다양한 정책 및 인문학 강좌, 지역 예술인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연구원 홍보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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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원 역량 강화

1. 연구원 원명 변경
□ 변경(안) : (현행) 강원발전연구원 ⇨ (변경) 강원연구원
□ 변경 목적
○ 연구원의 원명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양적개발 논리가 반영된 ‘강원
개발연구원’('94~'00년)을 거쳐, 고도 성장시대 발전 개념 중심의
원명인‘강원발전연구원’('01~'16년)을 현재 사용 중
○ 국가주도의 지역개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지역 주도의 미래 지향적 명칭으로의 변
화를 모색하고, 연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원명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
연구원’으로 변경 추진
○ 이를 통해 대․ 내외적 환경변화와 현안 이슈에 대한 선제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수
행하는 강원지역 종합연구기관으로의 역할 강화 도모

□ 추진 계획
임시이사회 의결

조례 개정신청
⇨

11. 21 ~ 23

11. 25
(연구원 → 강원도)

정관 개정
⇨

12. 26
(제2차 정기이사회)

⇨

조례 개정,
신규원명 사용
1. 31까지
(예 정)

□ 주요 계획
○ 현판제막식, 비전선포식, 기념세미나 등 강원도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 강화
<타 연구원 변경현황>
∙ 변 경(8개) : 서울, 대구경북, 대전세종, 광주전남, 경기, 충북, 충남, 전북
∙ 미변경(6개) :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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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역량 강화 지속 노력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진 확충 추진
○ 지속적인 인력 충원에도 현재 연구직 3명, 행정직 2명 결원
○ 정책 수요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정 인력을 조기 확충 추진
※ 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기 수립) 및 인력수급계획(추진 중) 마련을 통해 우수
인력 채용 추진

□ 국내․외 산학연 협동연구 강화
○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
의 학술 및 연구교류 활성화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이슈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협동연구 기반 마련
※ (예시)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구축
○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고 다양한 연구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빅데
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2017년 상반기)
○ 도 및 유관기관(혁신도시 이전기관, 도내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협력
하여 대용량 자료를 활용한 강원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제도 도입
○ 현재의 도정 및 시군정과 연계성이 없지만, 미래에 도움이 가능한 연구과
제 선발 및 추진 검토(원내 1~2개, 연구기관 2년 이상)
○ 연구원 및 원외 전문가가 참여하는“연구회”모임 활성화
- 자발적 연구모임 운영을 통한 강원도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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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대학 등과 연계 강화 추진
○ 도내 전문가 집단의 강원도 정책수립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도내 대학원생의 참신한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강원도내 대학원생 연구
논문 공모전”개최 추진
- 2017년 시행 이후 효과분석을 통해 연차 추진 검토

□ 직원 역량 고도화 및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경주
○ 연구원 및 행정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연수제, 우수사례 답사 등 지
원 활성화
○ 국내외 교육기회 참여 활성화 및 원내교육 확대 추진
- 연구원 홍보관 등을 활용한 외부기관과 인문강좌 등 개최 확대

○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및 화합 행사 활성화(생일자 간담회, 계약직원
소통 간담회 등)

□ 근무여건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
○ 유연근무제 도입 검토를 통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
- 일 가정 양립, 육아 및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시범 운영을 통해 확대 추진 검토

○ 단체 보장보험 확대를 통한 직원 복지 증진
- 현행「단체상해보험」중심의 보험을 질병까지 확대 추진

○ 청사 주변 휴게공간 조성, 옥상 녹화 등 친환경 청사 조성을 통한 입주기관
근무여건 개선 추진

3.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연구원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지속
○ ｢수탁사업 발굴 TF팀｣ 운영을 통해 수탁사업 영역확대 및 계약수주율 제고
※ 2016. 12. 20 현재, 수탁계약 42건 체결(계약금 29억2천7백만원)

○ 강원도·시·군 이외 중앙부처, 공공기관 수탁 과제 수주 확대 노력
※ 특히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과제 수주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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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금융 수입 적정성 제고

○ 연구원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임대수입 활성화
- 주차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임대 효율화 추진

□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
○ 2017년부터 연구원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에 따라 신규 도입 예정
- 2016년 10월 : 임금피크제 도입 공문 발송 완료(연구원 → 강원도)

○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한 신규 정책 마련을 위한 TF 팀 지속 운영

□ 연구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원규 일제정비 등 추진
○ 상위법령 및 절차,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원규 일제정비 추진
- 1차 (2016년 12월 까지) :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원명변경, 정부권고사항 등
- 2차 (2017년 3월 까지) : 근무·복지여건, 하위규칙 등

○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폐기, 예산 및 지출체계 간소화 등 행정 효율
화 추진
○ 원규정비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하여 연구 및 행정 효율화 추진

4. 연구원 위상 제고 강화
□ 연구원 대외 이미지 제고 추진
○ 연구원 명칭 변경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 브로슈어, 웹뉴스, 보
도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 추진
○ RIG GALLERY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민 참여 확대 : 전시회 운영 활성화,
인문학 및 강원학 강좌 등 개최
○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강화 : 홍보영상 및 TV 인터뷰, 정책 강좌 등을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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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연구원 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 위상 강화
○ 연구원은 2017년 1년 동안 전국 시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
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 회장 기관으로,
○ 대외 협력을 통해 연구원 위상제고 및 지역 문제공론화의 장으로 적극 활용. 특
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기관인 강원도와 적극적인 협력 강화
○ 지난 11월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MOU 체결(시도연구원협의회 명의)을 기
반으로 국회협력체계 강화 추진 :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포럼 등
○ 지역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과 교류협력 강화

□ 대외활동 적극 참여를 통한 사회적 책무 강화
○ 연구원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 참여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책무 강화
- 단체 봉사활동(연 1회 이상), 임직원 재능기부 등 추진
※ 연탄배달 봉사활동 추진(11. 30), 성금모금 전달(밀알재활원 등)

□ 연구원 전반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
○ 다양한 고객들의 입장에서 연구원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고객만족도 조
사 추진(2017년부터 매년 상반기 추진)
○ 연구원 인지도, 사업 및 지원활동 성과, 연구과제, 일반 간행물 등 전체
적인 고객 의견 수렴을 통한 역량 강화 추진

□ 연구원 경영평가 대비 철저
○ 10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추진
○ 경영평가와 연계한 성과급제 도입으로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공
○ 평가개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평가분야 : 경영분야, 연구분야, 고객만족분야 (3개분야 9개항목 18개지표)
- 평가기준 :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 표준안

- 32 -

Ⅳ. 부속기관 운영 계획
□ 미래전략연구센터
○ 2016년 실적 : 강원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네트
워크 강화
⇨ 국책과제 유치 3건, 연구과제 4건, 강원포럼 3회, 신규사업 발굴 회의 주1회 이상

< UN 2030 개발의제(SDGs)목표와 강원도 발전과제 >

< 강원비전 2040 청년학생 참여단 설명회 >

< 스마트카-헬스서비스 융합포럼(BACH Forum) >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 >

○ 2017년 계획
- 국책과제 발굴(4건)
· ICT 동계올림픽 레거시 확보 과제, 차세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과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삶의 질 연계 과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가선도 과제
- 분야별 대표 포럼(8회)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4회), 스마트카-헬스서비스 융합포럼(4회)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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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북방연구센터
○ 2016년 실적 : 강원도 통일기반 조성 및 북방경제 선점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 강화
- 강원포럼 및 행사 7회, 연구과제 7건 수행 (기획 1, 정책 4, 수탁 2)

< 북극해 시대 준비와 동해안의 역할>

< 아라온호 동해항 입항 >

< 통일과 접경지역 : 독일통일사례 >

< 남북한 경제통합 준비와 강원도경제 활성화>

○ 2017년 계획 : 강원도 통일·북방 중심지 정립 및 기반 구축과 2040 강원비전 통
일 분과 운영 및 지원
- 북한 지역 및 통일 관련 기초연구 수행
- 통일·북방 강원도 중심지의 미래발전 전략 구상
- 통일·북방 관련 사업 강원도 유치 지원
-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사업과 통일·북방포럼, 워크숍 지원 및 운영
- 통일·북방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
- 강원도내 통일·북방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 북방 관련 연구 컨소시엄 참여 및 공동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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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제교육센터
○ 2016년 실적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
제교육 사각지대 해소
- 강원도 경제교육협의회 운영(강원도청, 강원도인재개발원, 금융감독원(춘천사무소),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등)
- 연간 교육회수 290회, 교육시간 610시간, 교육인원 10,655명

< 초등방문 경제교육 >

< 군인 경제교육 >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현장견학(직업체험) >

< 폐광 접경지역 청소년 캠프 >

○ 2017년 계획 : 체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집중형 경제교육 실시
-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 운영성과 및 교육 과ㆍ소 지역 분석, 운영전략 수립
- 지역 특성화 : 지역 및 소외계층별 맞춤형 교육 실시, 수혜 대상 발굴ㆍ확대
- 운영 내실화 : 프로그램 중심의 협의회 운영, 벤치 마킹, 전문가 자문
- 심화 교육 연계 : 대내ㆍ외 유사사업 연계 운영, 체험 등 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 발굴 : 대학생, 직장인, 주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별 교육 컨텐츠 발굴ㆍ적용
- 강사양성 프로그램 체계화 : 강사풀의 체계적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기획재정부-광역시도간 연계프로그램 실시(예정) : 고아원(안) 등 매년 소외
대상 계층의 선정ㆍ발굴과 집중 경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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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 2016년 실적 : 탄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 및 네트워크 강화
- 토론회⋅전문가회의 6회 개최, 보조금사업 3건, 연구과제 5건, 기타 3건

< 폐광지역 재창조를 위한 전문가 T/F팀 >

<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반대 토론회 >

< 강원랜드 미래와 폐광지역 상생협력 토론회 >

< 해외 폐광지역 벤치마킹 사례 조사(영국) >

○ 2017년 계획 : 지역 맞춤형 정책발굴과 현장밀착형 사업지원
⇨ 현장센터 개소, 탄광아카데미, 신규사업 발굴 등“선택과 집중”의 정책추진
- 추진전략(안)
․ 정책수립 지원 및 협의체 구축과 운영
․ 소통상생 및 현장 밀착형 사업 발굴
․ 폐광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주요사업(안)
․ 네트워크 사업 : 탄광지역 워크숍, 토론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T/F 운영
․ 컨설팅 사업 : 주민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탄광지역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 연구사업 : 폐광지역 성과분석(백서), 현장센터 구축방안, 중장기 액션플랜 등
․ 정책수립 지원 : 행정지원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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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사회적경제센터
○ 2016년 실적 : 강원도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 허브
- 정책연구(5건), 교육⋅컨설팅(2건), 세미나⋅포럼⋅워크숍(6건), 일자리자문단 운영(4)

< 청년일자리와 강원도 수시포럼 >

< 담당공무원 및 컨설턴트 합동워크숍 >

< 탄광지역 주민창업 아카데미 >

< 일자리정책 전문가 토론회 및 네트워크 회의 >

○ 2017년 계획 : 고용관련 기관과 연계한 중장기적 일자리 정책사업 발굴을 위
한 연구 추진
-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 강원도 일자리창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단기성 일자리를 넘어 중장기적 일자리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추진
- 포럼사업
․ 강원지역 고용포럼운영을 통한 수시포럼 및 종합포럼 개최
․ 강원비전 2040과 연계한 일자리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 수시 개최
- 고용혁신 프로젝트 연구지원
․ 고용부 및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고용혁신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레거시 연구
․ 동계올림픽을 통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을 위해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
센터와 컨소시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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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2016년 실적 : 강원도 내 사회서비스 관련 특화 연구 및 지원사업 전담센터
- 조사분석 4회, 제공자 소양‧보수교육 19회(3,011명), 제공자 창업‧등록‧운영컨설팅 110회,
시군공무원워크숍 5회(95명), 민관합동 품질향상간담회 3회, 이용자서비스 모니터링
위원회 4회, 온라인박람회 홈페이지(이용자 정보접근성 개선) 구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설명회 >

< 제공자 보수교육 >

< 분야별 품질향상간담회 >

< 분야별 이용자 간담회 >

○ 2017년 계획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등의 연구 중점 수행
- (신규 사업)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실태 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과제 수행/ 강원도 맞춤형 사회서비스 편람 발간/ 사회서비스 기획 자문단
구축 및 운영/ 사회서비스 포럼 기획/ 지역복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개최 등
- (기존 사업) 제공자 기본교육(매월/12회) 개최 예정, 제공자 창업‧등록‧운영컨
설팅 100회 예정, 시군공무원워크숍 6회(사업별2회) 예정, 민관합동 품질향
상간담회 4회 예정, 이용자서비스 모니터링 위원회 4회 개최 예정, 온라인박
람회 홈페이지(이용자 정보접근성 개선)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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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 2016년 실적 :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 공동체 강원을 구현하는 평생교육 기관
- 2016 강원도 평생학습주간 개최, 평생교육 역량강화 기회 제공(연수, 컨설팅,
공모사업 실시), 평생교육 정보인프라 구축(정보망 운영, 통계조사 실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광역 거점기관 역할 수행, 시화전, 심포지엄 개최 등)

< 강원도 평생교육 담당자 실무회의 >

< 평생학습주간 선포식 >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MOU >

< 전국 문해교육 심포지엄>

< 강원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

< 강원도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연수 >

< 강원도 평생교육 정책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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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계획 : 도민 중심의 차별화된 강원도형 평생학습체제 확산의 해
- 강원도 평생학습주간 확대 개최, 강원도형 평생학습마을 조성, 강원도문해교육
센터 설치를 통한 문해교육 지원 강화, 강원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강
원도평생교육정보망 「이룸」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등 17개 사업 추진

※ 사업 추진개요
∘ 조직 및 인력 : 원장, 1사무국, 2팀/총 8명 (평생교육사 5명)
∘ 예

산 : 총 662백만원(사업비 306백만원)

∘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목표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 공동체 강원

▶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발전기반 조성
▶ 따뜻하고 차별화된 평생학습 공동체 구현
▶ 삶과 하나되는 학습문화 조성
- 도민 중심의 차별화된 강원도형 평생학습체제 확산의 해 -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발전기반 조성(5개 사업)
�
�
�
�
�

강원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강원도평생교육정보망 이룸 운영
2017 강원도 평생교육 현황조사
2017 강원도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평생교육 전문가 맞춤형 연수
따뜻하고 차별화된 평생학습 공동체 구현(4개 사업)

주
요
사
업

�
�
�
�

강원도형 지역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공모사업
맞춤형 평생교육 역량강화 컨설팅
문화도민 역량강화 사업
강원도형 평생학습마을 조성
삶과 하나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8개 사업)

�
�
�
�
�
�
�
�

강원도 평생학습주간 운영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강원도 평생교육 정책포럼 개최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학습 활성화 홍보
인문도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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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수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
(경상적수입 : 3,885백만원 | 47.4%)
- 이자수입 ·············································································

242백만원

‣ 기금이자수입 : 218,607천원(102억원 기준×1.2~3.3%)
‣ 운영자금 이자수입 : 18,000천원(15억×1.2%)
‣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 6,145천원(5.1억×1.2%)
- 임대수입 ···········································································

223백만원

‣ 청사 임대수입 : 208,640천원(231,823천원 × 90%)
‣ 청사 회의장 임대수입 : 15,000천원(1층, 6층)
- 수탁연구사업수입 ·····················································

3,419백만원

‣ 계속사업 수입 : 1,619,385천원
‣ 신규사업 수입 : 1,800,000천원(신규 계약 목표금액 30억원×60% 수입 편성)
(이전수입 : 3,495백만원 | 42.6%)
- 자치단체출연금 ·························································

3,495백만원

‣ 도비 출연금(확정) : 3,045,000천원
‣ 시군 출연금(예정) : 450,000천원

(임시적수입 : 809백만원 | 9.9%)
- 임시적수입 ·····································································

809백만원

‣ 잉여금 : 227,000천원(순세계잉여금 227,000천원)
‣ 이월사업비 : 88,150천원(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현판제작, 서버구축)
‣ 청사관리비 : 272,294천원(임차업체 청사관리비)
‣ 기타수입 : 222,000천원(전문경력인사인건비72,000천원, 국도비사업간접비150,000천원)

○ 지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
(기본연구사업비 : 536백만원 | 6.4%)
- 기본연구사업비 ·································································

410백만원

‣ 기획과제 : 6건×15,000천원 = 90,000천원
‣ 정책과제 : 30건×6,000천원 = 180,000천원
‣ 현안과제 : 30건×1,000천원 = 30,000천원
‣ 정책메모 : 80건 = 70,000천원
‣ TF : 40,000천원
- 세미나 및 워크숍 ·····························································

96백만원

‣ 강원미래전략포럼 : 2회×4,000천원 = 8,000천원
‣ 정책콘서트, 심포지엄, 세미나 등 : 40회×2,000천원 = 80,000천원
‣ 정책강좌 : 8회×1,000천원 = 8,000천원
- 회의 및 운영비 ····································································

30백만원

‣ 정책협의회, 시군협의, 실국협의, 자문위원회, 부서협의, 수탁과제발굴협의
(30,080천원)

(연구조성사업비 : 1,034백만원 | 12.6%)
- 연구자료비 ············································································

31백만원

‣ 단행본, 정기간행물, 전자책 변환, 자료편집위원회 운영비(31,340천원)
- 연구지원비 ·········································································

253백만원

‣ 연구활동비, 위촉직원 보수, 전문경력인사 인건비(253,140천원)
- 일반운영비 ·········································································

374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위탁교육비 및 직원능력개발비(374,524천원)
- 여비 ························································································
‣ 국내․외 여비, 연구직 연구연수비(8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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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백만원

- 일반보상금 ·········································································

261백만원

‣ 기관장 ․ 직원성과급, 포상금(261,445천원)
- 자산취득비 ············································································

29백만원

‣ 업무효율화를 위해 연구 및 행정 지원 자산취득(29,000천원)

(수탁연구사업비 : 1,624백만원 | 20.0%)
- 수탁연구사업비 ··································································

1,624백만원

‣ 이월계속비(904,721천원/27건), 신규사업비(720,000천원)

(인건비 : 3,088백만원 | 37.7%)
- 인건비 ············································································

3,088백만원

‣ 정규직 연봉 및 수당 : 2,826,989천원 ※ 원장, 연구직 32인, 일반직 12인
‣ 행정사무원 ․ 장애인 직원 급여 : 211,654천원

※ 8인

‣ 연가보상비 : 39,005천원(7일) ※ 53인
‣ 일용직 및 파견수당 : 10,703천원

(운영관리비 : 1,893백만원 | 23.1%)
- 일반운영비 ·········································································

189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차량비, 채용공고료(189,050천원)
- 업무추진비 ············································································

80백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80,720천원)
- 직무수행경비 ·····································································

347백만원

‣ 직책급업무추진비(원장, 실장, 행정지원실장, 센터장, 팀장), 직급보조비(347,280천원)
- 복리후생비 ·········································································
‣ 정액급식비, 체육행사비, 선택적복지, 건강검진비(151,5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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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백만원

- 회의비 ····················································································

17백만원

‣ 이사회, 인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전문가 자문, 법정
교육비(17,550천원)
- 연금부담금 ·········································································

522백만원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522,775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22백만원

‣ 현판 및 내부 안내문 교체, 통신장비 유지비(22,000천원)
- 청사관리비 ·········································································

562백만원

‣ 시설물 점검 및 건물관리용역 민간이전, 정기검사 제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562,839천원)

(예비비 : 12백만원 | 0.2%)
- 예비비 ···················································································
‣ 예비비(12,85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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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백만원

다. 특별회계
○ 2016년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의 예산의 총규모는 1,75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4백만원 대비 18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편성 내역
<신규사업>
-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

662백만원

- 2017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비 ···························

284백만원

- 2017 지역경제교육센터 협력사업 ············································

178백만원

- 2017년 탄광지역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150백만원

- 2017 탄광지역 주민창업 교육 및 컨설팅 ································

150백만원

- 2017년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 기반 구축 사업 ························

150백만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컨설팅･연구) ·····································

100백만원

<계속사업>
- 도시특성을 고려한 도심지 토사재해예측·평가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

34백만원

- 생명․건강기반 차세대 자동차-의료기기융합 클러스터 구축 ····

29백만원

- 청정발전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1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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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증감내역

□ 일반회계
○ 수입예산
구

분

합

계

경상적수입

(단위 : 천원)
예산액(A)
8,190,221

비율(%)
100

전년도(B)
7,770,225

비율(%)
100.0

증감(A-B)
419,966

3,885,777

47.4

3,715,997

47.8

169,780

이자수입

242,752

3.0

322,900

4.2

△80,148

임대수입

223,640

2.7

214,413

2.8

9,227

3,419,385

41.7

3,178,684

40.9

240,701

3,495,000

42.6

3,135,000

40.3

360,000

3,495,000

42.6

3,135,000

40.3

360,000

809,444

9.9

919,228

11.8

△109,784

227,000

2.8

360,692

4.6

△133,692

이월사업비

88,150

1.0

62,000

0.8

26,150

청사관리비

272,294

3.4

274,536

3.5

△2,242

기타수입

222,000

2.7

222000

2.9

0

수탁연구사업수입
이전수입
자치단체출연금
임시적수입
잉여금

○ 지출예산
구

분

합
계
연구사업비
기본연구사업비

(단위 : 천원)
예산액(A)
8,190,221
3,195,250

비율(%)
100
39.0

전년도(B)
7,770,225
2,889,271

비율(%)
100.0
37.2

증감(A-B)
419,996
305,979

536,080

6.4

543,660

7.0

△7,580

기본연구사업비

410,000

5.0

419,180

5.4

△9,180

세미나및워크숍

96,000

1.1

98,000

1.3

△2,000

회의및운영비

30,080

0.3

26,480

0.3

3,600

1,034,449
31,340
253,140

12.6
0.4
3.1

843,425
32,790
250,932

10.9
0.4
3.2

191,024
△1,450
2,208

374,524

4.6

304,803

3.9

69,721

연구조성사업비
연구자료비
연구지원비
일반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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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산액(A)

여비

85,000

일반보상금

비율(%)
1.0

전년도(B)
75,000

비율(%)
1.0

증감(A-B)
10,000

261,445

3.1

170,000

2.2

91,445

29,000
1,624,721

0.4
20.0

9,900
1,502,186

0.1
19.3

19,100
122,535

1,624,721

20.0

1,502,186

19.3

122,535

4,982,115
3,088,351

60.8
37.7

4,874,576
2,990,512

62.7
38.5

107,539
97,839

3,088,351
1,893,764
189,050

37.7
23.1
2.3

2,990,512
1,884,064
182,456

38.5
24.2
2.3

97,839
9,700
6,594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복리후생비

80,720
347,280
151,550

1.0
4.3
1.9

87,800
322,380
163,480

1.1
4.1
2.1

△7,080
24,900
△11,930

회의비
연금부담금
시설비및부대비

17,550
522,775

18,750
556,745

22,000

0.2
6.4
0.3

7,000

0.2
7.2
0.1

△1,200
△33,970
15,000

청사관리비

562,839
12,856
12,856
12,856

6.9
0.2
0.2
0.2

545,453
6,378
6,378
6,378

7.0
0.1
0.1
0.1

17,386
6,478
6,478
6,478

자산취득비
수탁연구사업비
연구조사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 특별회계
○ 수입・지출예산
구

분

합

계

국․도비 보조금
지원연구사업비
계속사업비
계속사업비

(단위 : 천원)

예산액(A)

비율(%)

전년도(B)

비율(%)

증감(A-B)

1,753,820

100

1,564,921

100.0

188,899

1,674,000

95.4

1,519,000

97.1

155,000

1,674,000

95.4

1,519,000

97.1

155,000

79,820

4.6

45,921

2.9

33,899

79,820

4.6

45,921

2.9

3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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