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구원 경영계획안

Ⅰ. 2017년 주요 연구사업 성과
Ⅱ. 연구원 운영 성과
Ⅲ. 2018년 연구사업 계획(안)
Ⅳ. 부속기관 운영 계획

Ⅰ. 2017년 주요 연구사업 성과
1

연구사업 목표

연구
목표

도민과 함께 강원도 미래 업그레이드

강원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
“강원비전 2040 수립 연구 진행 중”

강원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건강한 강원도 구축과 삶의 질 개선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한 강원도 가치 제고
강원도 권역별 특화 발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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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및 방향

□ 연구사업 계획 및 진행상황
구 분
기획과제
정책과제
시군 협력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총
계

2017년 연구사업 계획
신규
6
74
60
140

현재 진행상황 (2017. 12. 15)
계
계속
신규
7
7
38
11
27
26
26
25
2
23
91
26
65
187
39
148

※ 정책메모는 정기간행물 형태로 발간(별도관리 / 2017년 65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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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이후 강원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선제적 국책사업 발굴 시스템 구축 필요
⇨ ｢신성장동력 발굴단」운영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 고도화)

○ 중앙정부 등의 정책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도 및 시․군의 선제적인 정책대안 제시
⇨ ｢정책동향 분석 TF팀｣ 운영 강화(격주 간격의 맞춤형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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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협의회｣, ｢시․군 및 실․국 코디네이터｣ 운영 활성화
⇨ 도 및 시군, 국내외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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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이슈에 선제적 대응 및 중앙부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문가 활용 기반 강화
⇨ ｢연구자문위원회｣ 각 분야별 전문가 보강 및 적극 활용 (1:1 협력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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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체계 확립

[3-1] 강원도 미래를 견인하는 기획과제 지속추진
□ 강원도의 장기적 발전을 견인하는 기획과제 발굴 및 체계적 연구 강화
[기획과제 추진 과정]
○ 7월 연구수요조사 실시 → 11월 연구원 전직원 워크숍
→ 연구원 자문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
○ 1년 간 진행 : 4, 8월 2차례 중간보고회, 2차례 전문가 심의회,
강원포럼 개최 추진(도의회, 도·시군, 자문위원단 등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강화)
⇒ 기획과제 결과물은 강원도 및 중앙부처 정책 이슈화 추진

□ 기획과제 추진 목록
○ 강원도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한 방향성 제시 등을 위해 기획과제 추진(2015 ~ )
※ 2017년의 경우 「강원비전 2040 수립연구」와 연계 추진
북방경제와 강원도(Ⅱ) : 산업과 물류를 중심으로 / 강원도 산림 등 자연자원 가치제고 방안
2015

강원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 강원도 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 / 지방자치제도 변화와 강원도

(10)

강원도 갈등실태 분석과 갈등관리역량 강화 방안 / 강원도 재난안전 강화 방안 /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지원
고령화에 대응한 강원도의 지역활력 증진방안 / 강원도 동해안의 관광경쟁력 : 진단과 제고
강원도 미래비전 2040 기초연구 / 강원도 산업의 ICT융합을 통한 미래첨단산업 구현 전략

2016

강원도 재정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성 연구 / 통일대비 강원 접경지역의 미래와 발전전략

(8)

강원도 건강한 사회 만들기 /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적극적 접근전략
기후변화대응 강원도 수자원관리와 가뭄대책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연구
4차 산업혁명과 강원도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 미래 트렌드에 대응한 강원도 공간구조 개편 방안

2017

강원도 광역 교통물류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 강원도 인구구조분석과 지역소멸 방지대책

(7)

강원도민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방안 /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연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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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원비전 2040 연구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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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경과 및 향후계획

개 최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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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의성 높은 정책메모 지속 발간
□ 정책메모의 주요 성과
○ “미래의 땅, 기회의 땅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현재화하는 다양한 정책 발굴”로
시작한 정책메모 발간이 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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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주요 정책결정자 확보를 통한 강원도 논리 전달 강화

○ 다양한 정책분야의 대안 제시 및 강원도 장기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 유형 1 : 글로벌 이슈, 중앙정부 동향과 연계한 시의성 높은 주제
※ 2017.04.25~05.02 제617~19호「강원도 인구구조 실태와 대응(I~Ⅲ) 」
※ 2017.05.12. 제620호 ｢새 정부 출범과 강원도의 과제｣
※ 2017.06.13. 제626호 ｢진화하는 일본의 고향세와 새 정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방향｣
※ 2017.06.29. 제629호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과제와 제언｣

- 유형 2 : 강원도 차원의 꼭 필요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2017.02.14. 제603호 ｢청정화력발전기술 테스트베드 유치 성과와 과제｣
※ 2017.05.29. 제623호「50년의 기다림, 100년의 춘천설계 - 춘천, 그리고
캠프페이지 가치 재발견」
※ 2017.04.11. 제614호 ｢멀티헤비테이션 적지! 강원도｣
※ 2017.06.16. 제627호 ｢서울~양양 고속도로 시대개막-동서 8축 완성, 지역의 새로운 지평-｣

□ 정책메모 다운로드 횟수 대폭 증가 : 관심도 및 활용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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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중심 정책지원 사업 확대

[4-1] 도의회 정책지원 강화
□ 도의회와 포럼 및 정책토론회 등 개최 지원 강화
○ 기획행정위원회-연구원 간 지역상생 발전방안 정책간담회 개최(총 3회)
○ 도의회-연구원 간 공동포럼 및 정책토론회 개최(총 12회)
○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 및 6개 ｢특별위원회｣의 정책 지원 강화 등
연번

주

제

비

고

1

강원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2017.02.24(금) 16:00
연구원 6층 중회의실

축사 및 토론
: 김기철 의원

2

강원도의 미래, 교육에서 길을 찾다

2017.03.20(월) 14:00
연구원 1층 대회의실

토론 : 김기홍 의원

3

행복한 강원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4

4차 산업혁명시대,
강원도의 퍼스트 무버 전략

5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속 가능한 유산 창출

6

미래農道 강원과 농업인력 양성

7

2017.03.28(화) 14:00
연구원 1층 대회의실
2017.03.31(금) 14:00
연구원 1층 대회의실

토론 : 구자열 의원
축사 : 박윤미 의원

2017.05.19(금) 14:00
원주 인터불고호텔 2층
2017.05.23(화) 13:00
연구원 1층 대회의실

토론 : 구자열 의원

평화올림픽과 평화특별자치도 실현 심포지엄
「문재인 시대와 강원도」

2017.05.25(목) 14:00
춘천 베어스호텔

후원 : 강원도의회

8

춘천, 미래와 공간

2017.05.30(화) 14:00
연구원 1층 대회의실

토론 : 정재웅 의원

9

지역사회․산업과 지역교육 상생발전 모색

2017.06.09(금) 14:00
연구원 1층 대회의실

주최 : 강원도의회
토론 : 남경문 의원

10
11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국제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 대비
「강원미래전략 포럼」

12

새정부 국정정책과 강원도 발전방안

평화올림픽과 평화특별자차도 실현
심포지엄(5. 25)

개회사 : 진기엽 의원

2017.06.14(수) 13:00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콘서트 홀 후원 : 강원도의회
2017.06.21(수) 14:00
후원 : 강원도의회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토론 : 정재웅 의원
2017.09.13(수)14:00
연구원 1층 대회의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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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최성현 의원

4차 산업혁명 대비
강원미래전략 포럼(6. 21)

[4-2] 강원도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
□ 도-시․군정 정책지원을 위한 강원포럼 활성화
○ 강원도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 해결
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개최실적 : 2017년(41회)
※ 중앙부처는 물론 시 ․ 군 현장포럼 확대 추진

강원도의 미래, 교육에서 길을 찾다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전문가 포럼
(6. 23,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3. 20,연구원 1층 대회의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정책토론회
(6. 28, 국회의원회관)

□ 전문가 초청 정책강좌 개최
○ 국내외 정책동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강좌 확대 추진
○ 개최실적 : 2017년(2회)
연번

주

제

일시 / 장소

비

고

정해진 미래 : 인구학이 본 10년 후 한국 사회

03.27.(월) 14:00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 R&D 정책방향
–ICT 분야를 중심으로-

07.28(금) 16:00
최재유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 (前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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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연구원 간 정책협의회 활성화
○ 강원도와 연구원 간 협력체제 강화와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원의 전문지식과
도 실무경험의 정례적 소통창구 마련
○ 개최실적 : 7회
연 번

주 제

발제자

일자 / 장소

1

출산지원 정책 방향

허미영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2017.2.13
연구원 1층 대회의실

2

좋은 국가를 위한 탁월한 시선

최연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최진석 서강대학교 교수

2017.3.7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3

인구구조분석과 지역소멸 대응방안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3.20
연구원 1층 대회의실

4

신바람 주말농(農)살롱문화

박상설 THE ASIAN 칼럼니스트

2017.5.16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

5

Local Energy for the Future

최종웅 Encored Technologies CEO

2017.6.14
연구원 1층 대회의실

6

지방이 사라진다

김성렬 前 행정자치부 차관

2017.9.18
연구원 1층 대회의실

7

내 인생 봄날을 꿈구며
-춘천에서 활짝 핀 꽃을 상상하다-

강홍림 (주)아름기획 대표이사

2017.10.31
연구원 1층 대회의실

제1차 정책협의회
출산지원 정책 방향(2.13)

제2차 정책협의회
좋은 국가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탁월한 사유의 시선(3.7)

제3차 정책협의회
인구구조분석과 지역소멸 대응방안(3/20)

제4차 정책협의회
신바람 주말농(農)살롱문화(5.16)

제6차 정책협의회
지방이 사라진다( 9.18)

제7차 정책협의회
내 인생 봄날을 꿈구며(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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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군 협력사업 정착
□ 현장 중심 연구 강화를 위해「시․군-연구원」협력 제고

□ 현장 중심, 지역 체감형 정책 지원
○ 시·군 정책협의회 및 현장 포럼 운영 활성화
○ 시․군 기획실장 초청 합동워크숍 개최(6. 1 ~ 3 / 원주 ․ 전주 ․ 구례 ․ 순천 ․ 여수)
○ 시․군별 3명 이상의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

18개 시·군 기획실장 초청 상생발전 워크숍 개최
(원주 ․ 전주 ․ 구례 ․ 순천 ․ 여수, 6.1 ~ 3)

시·군 현장 포럼 : 영월 첨단자원 에너지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한 토론회 (영월군청 대회의실, 3.17)

- 12 -

□ ｢정책동향 분석 및 공모사업 발굴 TF」운영 활성화
○ 중앙부처 정책 및 공모사업 동향을 분석하여 시·군에 배포
○ 시군과 협의 후 정책지원 및 사업선정 지원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동향 - 월 2회>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동향 모음집 - 년 1회>

<공모사업 캘린더 - 매년 2월 배포>

[참고] 시·군 주요 정책지원 및 예산확보 현황
□ 2017년 성과
○ 평창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 선정
-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선정
☞ 국고보조와 융자 12억원, 지방비 7억 2천만원, 자부담 4억 8천만원 등 총 24억원 확보
☞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69호(2017. 3. 27) 제공
☞ [정책메모 제510호] ICT 융합기반 스마트팜과 강원도 발간

○ 원주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선정 지원
- 국토부,“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선정 지원
☞ 제안서 작성 및 평가지원(국비 30억, 시비 3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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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도시재생 사업 지원 지속 추진
- 2017년 강릉시 구도심(옥천동,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선정 정책지원
☞ 수탁과제(2016) ｢강릉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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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군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 선정
-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사업규모 80호, 복지관 1,300㎡)로 선정
☞ 2019년까지 국비 108억원 확보
☞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47호(2016. 7. 14) 제공
☞ [정책메모 제533호] 임대주택 지원정책과 강원도의 정책방향 발간

○ 홍천군, 고성군 2017 수상레저 체험 관광 지원 사업 선정
- 2017년 수상레저 체험 관광 지원 사업 선정으로 과제 등 지속적인 지원 추진 중
☞ 수탁과제(2016) 강원도 해양레저관광마스터플랜 연구(거진항 어촌 체험마을 선정
/ 총사업비 37억(국비 17억 도비 20억) 확보)
☞ 현안과제(2017) 홍천군 수상레저 안전환경 구축 방안 연구(국비 5,000만원 확보)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문화관광형 시장(3년간 시장당 최대 18억원 지원) : 삼척 중앙시장, 정선
임계 사통팔달시장, 원주 자유시장 선정
- 골목형 시장(시장당 최대 6억원 지원) : 평창 진부전통시장, 신철원 전통시장,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선정
- 청년몰 조성(최대 15억원 지원) : 춘천 육림고개상점가(20점포), 정선
아리랑시장(20점포) 선정
- 청년상인 창업지원(점포당 최대 25백만원 지원) : 속초 관광수산시장(10점포) 선정
-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사업 : 양양 전통시장(연차), 거진 전통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선정
- 공동마케팅 지원(시장규모별 9백만원~40.5백만원 지원) : 평창 전통시장,
횡성 전통시장, 주문진 수산시장, 주문진 건어물시장, 춘천 중앙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선정
- 상인교육(상인대학, 20~25회 교육) 사업 : 홍천 중앙시장 선정
☞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63호(2017. 1. 2)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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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원 운영 성과
1

연구 역량 강화

[1-1] 연구원 조직개편
□ 조직 개편안
○ 3실 5부 7센터

연구분야의 통합관리 체계의 정립 및 연구책임성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융합연구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강원도 비전과 미션에 체계적이고 탄력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 ('17. 10. 27)

□ 개편방향
○ 개편 방향
- 연구실 통합 : 3실 6센터에서 1실 5부로 개편
: 연구실을 총괄하는‘연구실장’도입을 통해 연구관리의 통합성 제고 및 연구부별
평가 도입을 통한 소통과 융합 연구 강화와 개인별 평가의 한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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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능의 다변화 : 정책의제관리팀, 청사이전지원팀 신설
① 기존 기획경영실 산하“기획전략팀”을 기획홍보팀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미래 신수요 및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제관리팀” 신설
② 청사신축 및 이전에 대비하여 행정지원실 내“청사이전지원팀”신설

- 강원학연구센터 신설 : 기존 6센터에서 7센터로 확대 운영
: 연구부장의 센터장 겸직 수행을 통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 도모

◇ 정책의제관리팀 신설을 통해 도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
◇ 향후 이러한 측면에서 유기적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력

※ 기존 조직도
○ 5실 6센터

- 16 -

[1-2] 연구원 인력 지속 확충
□ 정책수요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지속 충원
○ 연구원 원명 변경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3년 간 ('15~'17) 8명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
연 도

채용 분야

세부 연구분야

인원

교육 ․ 복지

미래인재육성, 교육재정 지원정책, 지역 복지정책 등

1명

관광 ․ 레포츠

의료관광, 관광홍보마케팅, 관광개발, 지역축제 등

1명

스포츠

스포츠정책 ․ 산업, 스포츠콘텐츠서비스

1명

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1명

경제산업

지역산업 및 정책, 과학기술 정책

1명

공공정책

정책 일반, 지방행정, 사회정책, 공공갈등, 남북교류

1명

지역문화 정책

지역학, 지역문화, 문화콘텐츠, 문화축제 등

1명

지역산업 정책

지역 산업경제 정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등

1명

농산업

Agri-Business, Food-Tech, 지역농업․농촌정책

1명

2014 하반기

2015 상반기

2015 하반기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조사기획(통계),
GIS 등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청년고용(지역균형인재)

1명

○ 지속적인 충원에도 현재 정원(34명) 대비 2명이 결원 상태이며, 금년말
1명의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3명으로 증가 예정
○ 정책 수요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 인력의 조기 확충 지속 추진

□ 향후 연구인력 충원 계획
○ 2018년 인력수급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공채 추진(‘18. 2 ~)
○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홍보, 외부 추천 등 다각도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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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 네트워크 구축
□ 부족한 연구인력 보완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 강화
○ 자문위원회 운영, 주요기관 교류협력 강화 : 연구원 운영상 부족한 연구역량
보강을 위한 외부 협력체계 구축
- 강원지역 경제 유관 단체장 간담회,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간담회, 농업분야 관련
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 강원지역경제교육협의회 등
- 새정부 도시재생 관련 사업확대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추진(강원도개발공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

○ 국내외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역량 확충 및 중앙부처
등과 협력체계 강화

□ 강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 연구성과 및 연구원 운영방향 자문을 위한 매년
2회 자문위원회 운영(상반기 6. 19, 하반기 12. 11 개최)
- 연구원 과제, 포럼 등 자문위원단 참여 확대 추진

○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핵심 분야 전문가
지속 확충
- 환경, 일자리, 산림, 문화․관광 등 강원도 및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보강
연 도
2017년

2016년

신규 자문위원
유영숙 前 환경부 장관, 이돈구 前 산림청 청장, 최재유 前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정현옥 前 고용노동부 차관, 최규학 前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남은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최영재 한림대 교무처장(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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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기관과의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 지난 3년간 교류협력 체결 기관 25개소, 연구 및 포럼 등 교류 실적 63건
※ 총 109개 기관과 131건 교류 협약 체결
연번
1
2
3
4
5
6
7
8

2017년 협약 기관
CJ헬로비전 경원사업본부
강원도개발공사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영월 상동고등학교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 충남대학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협약명
업무협력 협약
업무협력 협약
업무협력 협약
업무협력 협약
업무협력 협약
업무협력 협약
기술협력 협약
업무협력 협약

협약일
2017-04-26
2017-08-03
2017-08-08
2017-08-31
2017-09-07
2017-09-27
2017-10-13
2017-10-17

○ 주요 업무협약 내용
- CJ헬로비전 경원사업본부와 연구원 정책홍보를 위한 협약체결
∘ 협약내용
- 양 기관 간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과 교류
- 강원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적극 홍보
- 지역민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포괄적 협조 등
∘ 실 적('17. 5 부터)
- 정책메모(주1회)
→ 담당연구자가 방송에 출연하여 대담
CJ 헬로비전 경원사업본부와의 MOU(4.26)

- 강원포럼(월1회)
→ 행사 영상을 녹화하여 방송

- 강개공-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강원도 지역․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 협약내용
- 네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과 교류
- 네 기관 간 자문, 공동사업수행 및 참여 등 교류 ․ 협력

강원도 지역․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8. 3)

∘ 실 적('17. 8 부터)
- 실무협의회 운영
: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업무 협의
- 각 기관의 주요 업무영역 및 장점을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사업 발굴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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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함께 여는 강원의 아침”월례 아침포럼 운영
□ 개최 목적
○ 도내 집단지성의 활발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진단하고,
강원도가 가야 할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 형식적·관행적·피동적 토론의 틀을 넘어서 자율, 참여, 소통의 키워드로
강원도의 새로운 아침 토론 문화 유도

□ 포럼 개요
○ 포 럼 명 : 강원연구원 월례 아침포럼 “함께 여는 강원의 아침”
○ 포럼내용 : 글로벌 이슈, 강원도 미래전략, 국책사업 발굴 등 자유 주제
○ 포럼일정 :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7:30∼9:00
○ 참석대상 : 도내 공무원 및 대학·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희망하는 강원도민 등

□ 운영 경과
○ 2016. 7 :「강원발전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향후 사업으로 제시
○ 2017.6.19.(월) : 2017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에서 포럼 운영 제안
○ 2017.9.26.(화) : “함께 여는 강원의 아침” 제1회 월례 아침포럼 개최
※ 12. 26(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4회) 개최 예정
연번

주

제

강

제1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강원도 푸드테크

제2회

4차 산업혁명과 뉴 노멀

제3회

독일에서 배우는 사회 통합

사

김관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창경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제2회 강원연구원 월례 아침포럼(10.24)
4차 산업혁명과 뉴 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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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9.26(화)
2017.10.24(화)
2017.11.28(화)

제3회 강원연구원 월례 아침포럼(10.24)
독일에서 배우는 사회 통합

[1-5] 연구원 직원 역량 강화 추진
□ 법정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직장분위기 조성
○ 성희롱·성폭력예방, 양성평등, 부패방지, 인권 등 법정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안전하고 청렴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
○ 우수 강사 섭외, 교육시기 조정, 적극적 홍보방안 강구 등을 통해
관심도를 높여 전 임직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

□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마련
○ 전문가 정책강좌, 특강, 인문학 강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직무역량과
소양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우수사례 현장답사, 외부기관 위탁교육, 인재개발원 직무교육 등 적극 지원
○ 퇴직예정 연구직의 경험, 지식,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교육 및 신입직원 멘토·멘티제도 등 운영계획 수립 추진

□ 연구연수제 운영 활성화
○ 국․내외 연수를 통해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증진하고, 새로운 정보 및
지식습득을 통한 재충전 기회 제공
○ 시행실적
구 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 원
1
1
1
1

연수기관
일본 훗카이도대학
일본 훗카이도대학
미국 UCLA 대학
(재) 국토연구원

연수기간
13. 6. 1 ~ 14. 4. 30
15. 1. 19 ~ 16. 3. 31
16. 3. 15 ~ 17. 3. 14
17. 2. 1 ~ 18. 1. 31

□ 우수 ․ 모범 행정직원 해외연수 실시
○ 해외연수 기회가 거의 없는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우수하고 모범적인
직원을 선발, 노고에 대한 보상 및 재충전의 기회 부여(연간 2명)
○ 아울러,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 제고, 업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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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근무여건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 일과 가정의 조화, 여성직원의 육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 금년 4월부터 운영 중
○ 유연근무제 운영을 통해 직원의 직무만족도 제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연구원 단체보험 확대 적용
○ 기존 상해사고 보상 위주의 단체보험을 확대하여 질병 사망·장애는 물론
발생빈도가 높은 암·뇌졸중·심근경색 등 중대 질환까지 보상하도록 조치
○ 상해 · 질환 발생시 치료비를 충당하고,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보상금(2억)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

□ 여성휴게실 시설 개선 및 확충
○ 모성 보호 및 여성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사 내에 여성휴게실을 운영
중이나 더 나은 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 개선 및 확충 완료
○ 새로 마련된 여성휴게실은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성 직원의 입장
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협소한 공간을 이전(10평)하여 수용인원을 늘리고, 수유·유축공간, 온돌,
침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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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원 활동에 대한 정책소비자 관심 제고
□ 홈페이지 방문객 증가 및 정책메모의 구독률 증가
○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객 130만 명 돌파(2006년부터 2017. 12.15까지 집계)
○ 2017년도 현재(12.15) 월평균 9,090명, 일평균 3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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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7호] ‘서울∼양양 고속도로 시대 개막 -동서 8축 완성, 지역의 새로운 지평’관련 언론보도 총 11건
‧ 서울양양고속도로 경제효과 4조3833억원 (강원도민일보, 2017.06.20)
‧ "90분 만에 동해를 내 품에"…동서고속도로 개통 D-10 (연합뉴스, 2017.06.19)

- [정책메모 제623호] ‘50년의 기다림, 100년의 춘천설계-춘천, 그리고 캠프페이지
가치 재발견-’ 관련 언론보도 총 7건
‧ 옛 캠프페이지 입체적 토지 개발 제안 (강원도민일보, 2017.06.02)
‧ 춘천의 미래에너지 창조 공간 '캠프페이지'…다양한 관점 논의 필요 (CNB뉴스,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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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원 위상 제고 노력

[2-1]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운영
□ 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 위상 강화
○ 연구원은 2017년 1년 동안 전국 시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 회장 기관으로,
○ 대외 협력을 통해 연구원 위상제고 및 지역 문제 공론화의 장으로 적극 활용.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기관인 강원도와 적극적인 협력 강화
⇨ 2018년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제23대 회장으로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재선출(12. 7)

○ 지역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정책」업무협력 협약식 개최(10. 16)
- 협약식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관한 공동연구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강화 추진

○ 2017년 주요 추진 연구과제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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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1회 강원연구원 대학(원)생 연구논문 공모전 개최
□ 개최 목적
○ 강원연구원의 원명 변경을 기념하고 강원도에 대한 도내 대학(원)생의 관심
제고 및 참신한 정책의견 수렴
○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학문적 발전 장려
○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청년인재 육성에 기여
○ 앞으로도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를 청년인재와 함께 고민하여 대안 제시

□ 공모전 개요
○ 공모 분야 : 자유주제 전 분야(강원도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아이디어)
○ 시상 내역 : 우수상 3편(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수상작은 강원논총 제16호(2017.10 발간)에 게재
논문 제목

성명

소속 대학 및 학과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통해 본 사업의
실태와 청년상인을 위한 열린 문턱 만들기
-속초·춘천 전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이형아 외 12명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과

강원도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산지활용 시설의 필요성 연구

문정호

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전공

강원도의 소프트웨어 공교육 개선방안

이용권 외 3명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철학과

제1회 강원연구원 대학(원)생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2017.9.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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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IG 갤러리 운영 활성화
□ 연구원 정책홍보 공간으로의 활용
○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 성과물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연구 및 정책
수행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 주요 홍보내용
- 연구원 보고서, 정책메모, 강원논총 등 연구원 주요 성과물 홍보
- 강원도 및 연구원 홍보 동영상 상영

□ 갤러리 공간 개방,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 갤러리 인문학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봄 학기 5회, 가을 학기 5회 개최)
- 예술과 접목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접근 기회 제공,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연번
1

주
제
한류문화 /최규학 前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일
자
2017.04.19(수) 19:00

2

프랑스 문화 / 김남연 강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2017.04.26(수) 19:00

3

한국의 건축문화 / 박경립 강원대학교 건축과 교수

2017.05.10(수) 19:00

4

회화 속의 이야기 / 한의정 홍익대학교

2017.05.17(수) 19:00

5

과학 속의 철학 / 박은진 한국학술협의회 사무국장

2017.05.24(수) 19:00

6

신화 속의 예술 / 장영란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2017.09.06(수) 19:00

7

인공지능 시대 역사와 인문학 / 김기봉 경기대학교 사학과

2017.09.13(수) 19:00

8

삶과 죽음의 문화 / 양정연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2017.09.20(수) 19:00

9

뉴미디어 미학 / 신정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7.09.27(수) 19:00

10

영화의 미학 / 정락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10.11(수) 19:00

“한류문화”
최규학 前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4/19)

“프랑스 문화”
김남연 강원대학교 교수(4/26)

- 26 -

“한국의 건축문화”
박경립 강원대학교 교수 (5/10)

○ 지역 중심의 생활 속 문화 · 예술공간으로 활용으로 기여
- 도민을 위한 전시 ․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소통 공간 활용
- 2016. 6. 1 개관 이후 지역 예술인 전시 개최 : 14회
연번

주

제

일

자

1

RIG GALLERY 개관전 「2016년 기상･기후사진 공모 수상작 전시회」

2016.07.25(월)~08.05(금)

2

제2회 RIG GALLERY 전시회「정두섭 도예전」

2016.08.12(금)~08.19(금)

3

제3회 RIG GALLERY 전시회「찾아가는 미술관」

2016.08.23(화)~11.23(수)

4

제4회 RIG GALLERY 전시회「2016 강원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2016.09.19(화)~09.21(수)

5

제5회 RIG GALLERY 전시회「LISA WON 초대개인전 -밖으로 간 루스터-」
제6회 RIG GALLERY 전시회
「목향 정광옥 초대개인전 -춘천 그곳에 살고 싶다- 」
제7회 RIG GALLERY 전시회「이철 그래픽전」
제8회 RIG GALLERY 전시회
「남동우 강원연구원 제2대 원장 초대개인전 : 세계의 문화 자연 인간」
제9회 RIG GALLERY 전시회
「2017년 세계 기상의 날 기념 기상·기후사진전」
제10회 RIG GALLERY 전시회
「수상한 여행展 3rd 자전거 집시 부부의 뉴질랜드 횡단 이야기」
제11회 RIG GALLERY 전시회「마이펫 사진전 in 춘천」
제12회 RIG GALLERY 전시회
「2017 강원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문해, 첫 시작을 열다」
제13회 RIG GALLERY 전시회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자연보호 홍보 수석전시회」
제14회 RIG GALLERY 전시회
「제3회 VAN EXHIBITION」

2016.12.09(금)~12.23(금)

6
7
8
9
10
11
12
13
14

2017.01.23(월)~02.10(금)
2017.02.28(화)~03.10(금)
2017.03.24(금)~04.20(목)
2017.06.19(월)~07.07(금)
2017.07.31(월)-08.12(토)
2017.08.17(목)-8.31(목)
2017.09.25(월)-9.29(금)
2017.10.14(토)-10.21(토)
2017.11.17(금)-11.27(월)

제6회 RIG GALLERY 전시회
“목향 정광옥 초대개인전
-춘천 그곳에 살고 싶다-”
(1/23~2/10)

제8회 RIG GALLERY 전시회
“남동우 강원연구원 제2대 원장
초대개인전
: 세계의 문화 자연 인간”(3/24~4/20)

제9회 RIG GALLERY 전시회
「2017년 세계 기상의 날 기념
기상·기후사진전」(6/19~7/7)

제10회 RIG GALLERY 전시회
「수상한 여행展 3rd 자전거 집시
부부의 뉴질랜드 횡단 이야기」
(7/31~8/12)

제11회 RIG GALLERY 전시회「마이펫
사진전 in 춘천」(8/17~8/31)

제13회 RIG GALLERY 전시회
“춘천시민과 함께하는 자연보호
홍보 수석전시회”(1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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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영평가 10년(2008~2017)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 평가개요
○ 평가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8조
○ 평가기관 : 외부전문기관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중심, 기관방문 현장평가 병행
○ 평가지표 : 경영분야, 연구분야, 고객만족분야 등 3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지표, 46개 세부지표로 구성

□ 평가결과
연도별

'08년
최우수(94.0)
'09년
최우수(92.5)
'10년
최우수(92.4)

'11년
최우수(92.7)

'12년
최우수(93.8)

평가결과 (개선사항 위주)

○
○
○
○
○
○
○
○
○
○
○
○
○
○
○
○

'13년
최우수(95.5)

'14년
최우수(90.1)
'15년
최우수(92.0)
'16년
최우수(92.9)
'17년
최우수(93.1)

○
○
○
○
○
○
○
○
○
○
○
○
○
○

경영 : 연구원 부족, 해외․시군과의 교류 확대 필요
연구 :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필요, 연구과제 내․외부 의견수렴 불충분
고객만족 : 고객만족도 최초 실시
경영 :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교육훈련비의 증액 필요
연구 : 외부 의견수렴 강화, 수탁과제 수주기관 다양화 필요
고객만족 : 만족도 조사결과 연구의 질 제고에 활용할 필요
경영 : 연구업무 중심의 예산편성 필요
연구 : 정책과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시군 코디네이터제 운영,
연구논문 발표 인센티브제 강화 필요
고객만족 : 고객만족도 결과 근평에 반영 필요
경영 : 정책현안 중심의 연구활동이 적극적, 총예산 중 연구비 비중 확대 필요
연구 : 과제 평가시 외부전문가의 참여 비중 강화와
국내외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필요
고객만족 : 고객만족도 조사 횟수, 항목, 가중치에 대한 합리적 조정 필요
경영 : 예산절감 노력 인정, 자체수입 개선 노력 필요
연구 : 연구원 1인당 적정한 과제 수 산정 필요(하향 조정)
외부이용자의 접근성 우수
고객만족 : 외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활용도 제고 노력 적절
경영 : 중장기발전계획과 추진과제와의 정합성 미흡,
기금수입의 중장기 대응전략 필요
연구 : 산학연 합동연구의 질적 성장 및 연구 만족도 조사결과의 환류 필요
고객만족 : 고객만족도 하락 요인의 원인 파악 및 개선필요
경영 : 조직구조 개편 및 성과관리시스템 개편, 자체수입 개선 노력,
연구사업계획의 구체성 필요
연구 : 연구 배분기준과 원칙이 명문화, 산학연 합동연구 우수 수준
고객만족 :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제고 노력 필요
경영 :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필요, 윤리경영 강화시스템 도입
연구 : 온라인상시과제시스템 구축
고객만족 : 결과의 정책활용 여부를 객체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 명확한 근거 제시
경영 : 정책/현안과제 연구활동 강화, 수탁사업 증대 방안 강구
연구 : 올림픽 이후 유산 및 지속발전 대책 정책과제 추진
고객만족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필요
경영 : 매년 명확한 경영목표 및 구체적인 전략뱡향 수립 추진 필요
연구 : 산학연 협동연구 내실화를 위해 타 기관과의 실질적 교류 강화 필요
고객만족 : 고객만족도 결과 분석시 고객별 만족도 분석을 실시 고객 특성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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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지방공기업
평가원
지방공기업
평가원
지방공기업
평가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국행정
연구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국지식산업
연구원
한국지식산업
연구원

Ⅳ. 2018년 연구계획(안)
1

중점 연구방향

연구
목표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미래 견인

4차 산업혁명시대 지역 비교우위 분야의 체계적 육성

쾌적과 활력이 공존하는 미래공간 창조

지역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실천적 연구 강화

공동체 유지 및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대응전략 강화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문화 ․ 관광 자원의 글로벌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융합적 연구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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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미래를 견인할 신규 성장동력 육성체계 마련
☞ 강원미래비전 2040의 실천 및 사후관리 체계 확립
☞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 고도화(신성장동력 발굴단) 운영

○ 4차 산업혁명시대 강원도 핵심전략산업 육성 강화
○ 강원도의 자연자원의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DMZ, 동해안, 산림, 수자원 등 강원도 자연자원의 가치 구현 연구 강화

□ 현장 중심의 지원 시스템 고도화
○ 중앙정부 등의 정책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도 및 시․군의 선제적인 정책대안 제시
☞｢정책의제관리팀｣ ｢정책동향 분석 TF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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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협의회｣, ｢시․군 및 실․국 코디네이터 운영｣ 운영 활성화
☞ 도 및 시군, 국내외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확대

○ 중앙부처 및 도 주요 정책지원 조직 운영 활성화
☞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강원학연구센터, 경제교육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시의성 있고 품격 높은 정책메모 지속 발간
☞ ｢정책메모 기획팀｣ 을 통한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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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연구수행 목표 설정

□ 연구수행 목표 설정(안)
구 분

2017년
연구수행 목표
(신규)

계

계속

신규

2018년
연구수행 목표
(신규)

기획과제

6

7

-

7

6

38

11

27

26

-

26

25

2

23

60

91

26

65

50

140

187

39

148

140

정책과제
시군 협력과제

74

현안과제
수탁과제
총

계

현재 진행상황 (2017. 12. 15)

84

※ 2016년부터 정책메모는 정기간행물 형태로 발간 중(별도 관리)

○ 지역사회의 기초역량 강화, 강원도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장기적
으로 경쟁력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기획과제」지속 추진
☞ 매년 6 ~ 10개의 핵심과제를 선정, 강원도 주요 핵심이슈에 대한 심층연구로 확대

○ 공공성 기반의 기초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도․시․군의 현안 지원을
위한 노력 강화
☞ 도 및 시군의 정책발굴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연구사업 강화
☞ 시․군의 단기 정책개발 요청에 의해 신속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군 협력
과제 적극 추진

○ 기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과도한 수탁사업 수행으로 인해 연구원의
고유 기능 저하
☞ 장기적으로 출연금 증액을 통해 수탁수입에 대한 의존성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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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 주요 연구 목록(안)
4차산업혁명시대 지역 비교우위 분야의 체계적 육성
- 강원도 산업의 빅데이터 가치창출 기반 구축

정책/시군협력/
현안과제

- 강원도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안
- 딥러닝 기반 강원도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기초연구
- 4차 산업혁명 대응 강원도 중장기 종합발전전략
-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수탁과제

- 생명·건강기반 차세대 자동차-의료기기 융합 클러스터 사업 Ⅱ
- 인제군 미래자동차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 자동차부품업체 경쟁력 제고 및 신융합산업 창출 방안

쾌적과 활력이 공존하는 미래공간 창조
기획과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추진방향 연구
- 2040 강원도 친환경 녹색건축물 건립 활성화 연구

정책/시군협력/
현안과제

-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 추진전략 연구
- 강원도 벽지 버스노선 재정지원 정책 추진방향
- 접경지역의 경제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새 정부 국토․지역정책 변화에 대응한 강원도 추진과제
- 강원도 경관기본계획 수립 연구
- 강원도 주택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 접경지역 군 유휴지 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

수탁과제

- 강원도 노후인프라 시설 조사 분석 연구
- 동해북부권,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 교통인프라 확충이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춘천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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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연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실천적 연구 강화
기획과제

- 강원도 山業 육성방안
-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 배분방향 연구

정책/시군협력/
현안과제

- 남북협력을 위한 북한 황폐지복구 전략 수립 연구
-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활성화 대책
- 내수면 수산자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연구
- 북강원에서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산림 황폐지 복구전략 제시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토양유실저감 및 탁수제어 실증사업
- 양구군 펀치볼·쾌적산업화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수탁과제

- 제3차 강원도 환경보전계획(2018-2025) 수립 연구용역
- 강원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강원도 한강수계 하천모니터링 연구용역

공동체 유지 및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기획과제

- 강원도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 강원도형 중소벤처기업 정책 수립 연구
- 강원도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한 유통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시군협력/
현안과제

- 강원도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와 저출산 대응방안
- 강원도 농촌체험마을의 통합적 관리방안 연구
- 이용자 선택권 증진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 구축 방안
- 강원도 주요 생산 수산물 소비실태 및 고부가가치 방안 연구
- 강원도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

- 강원도 어가경제 실태조사
수탁과제

- 강원도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타당성
- 태백 통리 도시재생 선도지역 백서 제작 연구
- 제2차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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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유산으로서의 문화 ․ 관광 자원의 글로벌화
기획과제

- Post 올림픽 강원관광 발전방향
- 관광․레저세 도입의 지방세수 증대효과 분석 - 강원도를 대상으로 -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에 따른 강원도 대응방향
- 강원도형 웰니스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남북 강원도 스포츠 교류 활성화 방안

정책/시군협력/
현안과제

- 강원도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기부금 활성화 방안
- 강원도의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구성 및 운영 방안
- 청년창업을 통한 강원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
- 강원도 의료관광 산업 육성방향 - 웰니스 융복합 패러다임 적용을 중심으로 - 강원도 동해안의 해양헬스케어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연구
-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운영 특화 및 활성화 방안
- 장애체육인 수련 시설 기본구상

수탁과제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2단계 사업 구상 및 타당성 검토
- 환동해권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기본계획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융합적 연구체계 확립

기획과제

-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Ⅱ)

- 미래 유망기술 탐색과 강원도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책/시군협력/
현안과제

- 강원도 가축분뇨 고형연료화 사업 추진방안 연구
- 강원도 농정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 지방분권시대 지역정책 변화에 따른 강원도의 역할과 대응방안
- 강원도 지역인재 육성 관련 정책과제 발굴
- 청정화력발전 실증테스트 베드 구축
-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기상서비스 개발

수탁과제

- 올림픽 유산의 스마트 콘텐츠 시스템 구축 연구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기본방안 연구용역
-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 먹거리 발굴 및 실행계획

- 34 -

5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기획과제 추진(안)
과제명

1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Ⅱ)
국민간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강원도 전체의 의료데이터 이외에 통계청

주요내용

자료 등을 통합하여 강원도 의료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원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해 연구

과제명
2

강원도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주요내용

일자리관련 산업, 고용, 지원 인프라 등 강원도 일자리 생태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지역주민에게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과제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추진방향 연구

3
주요내용

과제명
4
주요내용

과제명
5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하여 강원도가 해야 할 일을
정리․발굴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Post 올림픽 강원관광 발전방향
올림픽으로 인한 지역관광의 다양한 영향력을 살펴보고, 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강원도 관광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정리하
여 구체적인 발전방향들을 도출

강원도 山業 육성방안
단순 채집과 수확 그리고 이동과 보관에 용이한 수준에서의 가공으로는

주요내용

고부가치화 불가능함에 따라 노동, 자본 토지 중 강원도 최고의 생산
요소인 산지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대형 국책과제 및 신규 R&D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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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원 역량 강화

[1] 연구역량 강화 지속 노력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진 확충 추진
○ 지속적인 인력 충원에도 현재 연구직 2명 결원
○ 정책 수요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정 인력을 조기 확충 추진
※ 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 및 2018년 인력수급계획(추진 중) 마련을 통해 우수인력
채용 추진

□ 국내․외 산학연 협동연구 강화
○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및 연구교류 활성화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이슈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협동연구 기반 마련
※ (예시)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를 통해 국제 교류 활성화 추진(베트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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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제도 도입
○ 현재의 도정 및 시군정과 연계성이 없지만, 미래에 도움이 가능한 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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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논문 공모전” 개최 계속
- 2018년 확대 시행 추진

□ 직원 역량 고도화 및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경주
○ 연구원 및 행정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연수제, 우수사례 답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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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간담회, 계약
직원 소통 간담회 등)

□ 근무여건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
○ 유연근무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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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조성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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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연구원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지속
○ ｢수탁사업 발굴 TF팀｣ 운영을 통해 수탁사업 영역확대 및 계약수주율 제고
※ 2017. 12. 20 현재, 수탁계약 52건 체결(계약금 30억3천6백만원)

○ 강원도·시·군 이외 중앙부처, 공공기관 수탁 과제 수주 확대 노력
※ 특히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과제 수주 확대 추진

○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금융 수입 적정성 제고

□ 사무기기 통합 운용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산절감
○ 사무기기 통합 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
- 웹 스캔, 전자 팩스 및 출력 데이터 PDF저장 등 Paperless 업무환경
- 문서관리 솔루션 도입을 통한‘수익자 부담원칙’정착
- 불필요한 출력행태 방지, 종이 사용량 경감
☞ 연간 791만원 예산절감 및 업무 효율성 향상 기여

○ 노후화된 사무기기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여 연구(업무) 생산성 제고

□ RFID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자산의 전사적 관리
○ 연구원 보유물품에 대해 RFID를 활용하여 물품의 취득에서부터 관리 전환,
처분 등 관리가 전산으로 처리
○ 비전산화로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낭비되는 행정력을 개선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 절감

□ 법인카드 관리방법 개선
○ 현행 공용법인카드에서 기명식 법인카드로 변경
- 카드 플레이트에 성명기재를 통해 책임성 있는 예산집행 가능

○ 사용자, 관리자 모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간소화
○ 카드사용 모니터링으로 사용자의 카드사용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실시간
파악 가능하여 투명성 확보

- 38 -

[3] 연구원 위상 제고 노력
□ 연구원 대외 이미지 제고 추진
○ 연구원 명칭 변경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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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강화 : 홍보영상 및 TV 인터뷰, 아침포럼 방송
등을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강화

□ 시도연구원 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 위상 강화
○ 연구원은 2018년 1년 동안 전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 기관으로,
○ 대외 협력을 통해 연구원 위상제고 및 지역 문제공론화의 장으로 적극 활용
○ MOU 체결 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력체계 강화 추진
: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포럼 등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MOU 개최 예정(2018.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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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 재능기부 봉사활동(11. 26 / 춘천 중앙시장), 성금모금 전달(포항 지진피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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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원 경영평가 대비 철저
○ 11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추진
○ 경영평가와 연계한 성과급제 도입으로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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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속기관 운영 계획
1

지역가치의 재조명을 위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 설립배경
○ 강원연구원은 2002~2010년까지 강원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도
선도적으로 강원학ㆍ지역학ㆍ마을학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2010년 센터가 폐지되면서 구심점 부재 등 침체기를 맞았고,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대한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강원학 체계의 재정립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됨
○ 2015년 이후 연구원 자체연구과제 및 강원포럼 등을 통해 강원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강원학 연구의 중요성과 학제적 체계화의 필요성 등 공론화를
꾸준히 제기하였고, 강원학 육성을 위한 센터의 재설립 추진과 정책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와 지속적 이슈 제기를 주도해 옴
- 정책메모(제551호, 2016. 6/7)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정책과제(2016) “강원학연구활성화를위한체계정립방안”, “강원도생활문화유산의 기초조사 및 활용방안”
- 강원포럼(2016) “강원도의 정체성과 미래가치 : 강원학 연구 활성화”, 강원포럼
(2017) “강원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 강원학 연구 활성화로 지역의 가치와 정신을 발굴 ‧ 재조명하여 우수한 강원
문화의 대외적 확산, 활용, 홍보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
○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예산 4억을 확보하여 2018년 1월 10일
개소 예정

- 40 -

□ 비전 및 목표
○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도의 정체성확립과 미래가치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과 실천의 장으로서 열린
강원학을 추진하며, 강원도의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
비전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가치 구현

운영
목표

§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역량 강화

§

학문과 실천의 장 조성

§

인문 정신 문화 진흥
강원학
플랫품 구축

핵심
분야

• 아카이브구축
• 연구기획 및 지원
• 연구자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인문 정신
문화 발굴

열린 강원학

• 강원학 성과보급 및 교육,
홍보 등 대중화
• 지역민의 참여와 향유의
선순환체계 구축

Ÿ

강원 인문학 발굴 및 확산

Ÿ

지역문화콘텐츠개발

□ 주요사업(안)
구

분

아카이브구축
학술대회
총서발간
연구지원사업
교육사업

내

용

- 강원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자료수집, 디지털작업 등
- 학술대회
- 세미나 및 포럼
- 연구총서 발간 지원
- 번역서 발간 지원
- 정책연구 2건
- 기초연구 2건(기획주제, 자유공모): 외부전문가 등
- 강원학아카데미, 도민특강
- 공기관 대행사업 및 기타 사업

기타
(수탁사업)

※ 시군지 편찬,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축제 컨설팅,
방언 채록 및 표준어 전환사업, 접경지역 6.25전쟁 구술조사, DMZ자원조사 등
- 국가사업 전문위탁 대행기관 지정 추진 및 국책사업 수행
※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진흥 자문사업단,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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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예산(안)
예산액
항 목

사업내역
(백만원)

총 계

400

인건비*

100

- 50백만원 × 연구원 2명

운영비

50

- 자산취득비, 회의비, 여비, 위원회 운영, 수용비 등

아카이브구축

70

-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운영 및 자료 DB 4.5백만원
- 인건비 2.5백만원
- 강원학대회 30백만원
- 학술세미나 30백만원
학술대회

80
- 포럼 10백만원천원
- 강원학회 창립 10백만원
- 연구총서 및 번역서 발간 지원 2건

총서발간

30
(총서 10백만원, 번역서 10백만원, 출판비 10백만원)
- 기획 1건, 기초 및 정책연구과제 각 2건 선정

연구지원사업

50
- 기획(1건) 10백만원, 자유공모 및 자체연구 40백만원)

교육사업

20

-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학 아카데미, 도민특강, 지역학, 마을학,
찾아가는 강원학
- 도사편찬실 자료 이관 → 강원학 기초자료 기반마련

자료수집비

-

※ 편찬실자료 : 장서 5천여권, 전자자료 2천여건, 사진 4만여장
- 연구자 기증자료 확보(출범연도 자료 수집비 불요)

□ 향후계획
○ 강원학 센터 개소식 : 2018. 1. 10(수) 11:00 / 연구원 대회의실
○ 센터 개소 기념포럼 : 2018. 1. 10(수) 14:00 / 연구원 대회의실
※ 제13회 한국지역학 포럼과 연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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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전략연구센터

□ 2017년 실적
○ 대규모 투자유치(1,113억, 355명)
- 전기자동차 : 투자 655억, 일자리 205명
- 퍼스널 모빌리티 : 투자 458억, 일자리 150명

○ 4차산업혁명 대응 포럼 및 행사(4회)
- BACH 포럼(스마트카-헬스서비스 융합포럼) 2회
- 4차 산업혁명시대, 강원도의 First Mover 전략
- 강원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과 미래산업 연계전략

○ 신성장동력 발굴
- G-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6대 분야 13개 사업 37개 세부과제 발굴

○ 연구과제
-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연구 등 4건

4차 산업혁명시대, 강원도의 First Mover전략

이모빌리티 투자 협약식

□ 2018년 계획
○ 연구목표 : 강원비전 2040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사업 창출
○ 2017년도 발굴 신성장동력 사업 국책과제화
- 6대 분야 13개 사업에 대한 국책과제화 추진 및 지원

○ 분야별 대표 포럼 추진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 BACH 포럼, 강원 빅데이터 포럼

○ 강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치창출(의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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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북방연구센터

□ 2017년 실적
○ 신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평화와 변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을 위한 3대 벨트 구축 중 DMZ 환경․관광벨트와
관련한 현안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공약과 국제레저관광자유지대
조성연구” 수행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수탁과제(통일부 의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수행

○ 분단도로서 항구적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관련 연구과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기
본방안 연구” 수행
○ 강원비전 2040 연구를 통한 통일 및 북방시대 대비의 비전 수립
- 2040년을 대비한 도의 중장기적 통일․북방비전과 실천과제 정립

< 평화올림픽과 평화특별자치도 실현 심포지엄 >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정책토론회>

□ 2018년 계획
○ 국정과제에 대응한 지역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 통일․북방 관련 도내 산재한 기관 및 단체들의 통일 역량 결집
- 협의체 구성과 연중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와 확대
- 협의체의 내적 역량 강화시도와 도의 통일 및 북방 관련 정책 지원

○ 북방 관련 강원도의 동북아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추진
- 동북아지사성장회의, 환동해권 지자체 간 회의 등의 지속적 추진 지원
- 북극연구의 전초기지로서 위상 강화 위한 북극연구탐사허브 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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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원경제교육센터

□ 2017년 실적
○ 찾아가는 경제교육 실시: 취약·소외계층의 적극 발굴 및 교육 수혜 확대
- 보육원 경제교육 등 취약·소외계층 대상 지속적 발굴
- 찾아가는 경제교육으로 경제교육 사각지대 해소

○ 강원도 경제교육협의회 운영
- 강원도청, 강원도인재개발원, 금융감독원(강원지원),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등
- 전문 강사 공유 및 시설 지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교육의 질 제고

○ 2017년 10월 기준 운영 실적: 290회, 610시간, 6,754명

보육원 경제교육

경제금융교육현장 체험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 한국은행 강원본부 협업)

□ 2018년 계획
○ 취약·소외계층 교육기회 제공 확대
- 취약·소외계층의 적극적 발굴 및 교육기회 증진
- 강원도 지리적·경제적 특징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 학교 경제교육의 한계를 보완한 생활밀착형 교육 제공

○ 사회적 경제 교육 연계 운영(예정)
-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교육 수행
-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대규모 포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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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 2017년 실적
○ 네트워크 사업
-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TF 자문단 위촉식·간담회
-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성공 추진을 시군 관계자·TF 자문단 워크숍
- 강원도·일본 탄광지역 국제 워크숍
- 중장기 핵심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고한·사북 등)
○ R&D·컨설팅사업
- 강원도 탄광지역 미래전략 방안 구축, 주민역량 지원사업 등
○ 연구사업
- 탄광지역 5개 핵심사업 로드맵 수립 지원
- 탄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계속사업, 2017)

<폐광지역 시군 관계자·TF 자문단 워크숍>

<강원도·일본 탄광지역 국제 워크숍>

□ 2018년 계획
○ 네트워크 사업
- 폐광지역 시군 관계자 및 TF 자문단 워크숍 및 포럼
○ R&D·컨설팅 사업
- 탄광지역 미래전략 방안 구축(2017년 연구의 연속사업)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핵심사업별 역량강화 등)
○ 연구사업
- 탄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2018년)
- 폐광지역 중장기 5개 핵심사업 - 지역별 추진설계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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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자리·사회적경제센터

□ 2017년 실적
○ 교육·컨설팅사업
- 강원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 사업
- 탄광지역 주민창업 교육·컨설팅 사업

○ 세미나 및 포럼사업
- 강원일자리 4대포럼 운영
- 탄광지역 주민창업 아카데미 세미나
- 탄광지역 주민창업 우수사례지 워크숍 등

○ 컨설턴트 자문단 운영 및 TF팀 참여
- 일자리공시제 컨설턴트 및 주민창업 컨설턴트 자문단 운영
- 지역고용전략수립 지원(강원도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F 팀 참여)

< 탄광지역 주민창업 합동워크숍 >

< 강원도 18개시군 일자리담당 공무원 컨설팅 >

□ 2018년 계획
○ 연구사업
- 제2차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 강원도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규직화 방안 연구
-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관련 현안과제 작성 등 수시 지원

○ 교육·컨설팅
- 강원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 탄광지역 주민창업 교육컨설팅

○ 기타 세미나 및 포럼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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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2017년 실적
○ 2017년 주요 사업실적
- 제공기관 등록 사전 교육(총 6회) 및 컨설팅 등 상시 운영 : 78개 기관 신규 등록
- 2017년 정책 설명회 및 정책 교육 운영 : 총 16회, 701명 교육 이수
- 정책 추진 과제 공유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워크숍 운영 : 2회
- 신규사회서비스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 2회
- 제공기관 품질향상 간담회(7개 분야) : 기관 대표 및 관리자 62명 참석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8개 시․군, 이용자 4,803명
- 정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강원사회서비스포털, 웹진 발간
-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 7개 시․군, 16개 기관

< 2016년 우수사례 시상식 및
2017년 정책 설명회(1.20) >

<사회서비스 7대
유관기관회의(6.1)>

<정기정책교육(9.29) >

□ 2018년 계획
○ 2018년 주요 사업 계획
- 등록 전․후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운영
- 강원도 특화 사업 개발 및 시범 운영 : 광역사업 확대, 특화 모델 운영 등
- 우수사례 발굴 확산 :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통계 생산 : 정기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 생산

○ 2018년도 예산 편성 : 총 3억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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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 2017년 주요 실적
○ 2017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개막식, 홍보체험부스 운영, 문해시화전, 동아리 한마당, 열린강연회 등
- 130여개 기관ㆍ단체 참가(도, 진흥원, 교육청, 13개 시ㆍ군, 120여개 기관ㆍ단체)
- 관계자 900여명 / 도민 5,000여명 방문ㆍ관람

○ 강원도민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 평생교육 현황조사 : 평생교육기관 400여개소 / 기관개황, 프로그램, 인력현황 등
- 도민 평생교육 참여 실태조사 : 도민 850명 표본조사 실시 / 참여경험, 참여 유형 등

○ 평생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관계자 연수 : 평생교육사, 업무담당자, 강사 등 3개 분야, 총 7회(280명 참석)
- 평생교육 포럼 : 열린강연회, 릴레이 포럼, 2개 분야, 3회(130명 참석)
- 지역 맞춤형 역량강화 컨설팅(5개 시․군, 5개 기관․단체) 실시

○ 성인문해교육 지원 강화 및 참여 확대
- 성인문해교육 광역거점기관 선정 : 국비 확보(10백만원)
- 교사 보수교육, 부교재 개발(4권), 활동 사례집 제작․배포
- 강원도 “문해의 달” 행사(시화전, 청춘만개, 토론회) 추진(9.8~10.31)

< 2017 강원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

< 강원도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연수 >

< 공공기관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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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요 계획
○ 2018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 도, 시ㆍ군, 도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단체 등 50여개 기관 참여
- 강원도 평생교육 홍보체험부스 운영, 포럼, 동아리 한마당 등

○ 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진흥원 중장기(2019-2023) 발전계획 수립
-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비전수립, 방향설정, 주요 추진과제 도출
- 진흥원 조직 및 기능강화 방안 ⇨ 독립법인 또는 소속기관 형태

○ 평생교육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도내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 전국단위 진흥원 협의회 참가
- 교육부 공모사업 추진, 시군별 전담 코디네이터 지정 운영, 관련 기관․단체 협력 등

○ 평생교육 전문가 육성 : 맞춤형 연수 및 포럼, 나눔콘서트 개최
○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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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수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
(경상적수입 : 3,772백만원 | 28.4%)
- 이자수입 ·············································································

213백만원

‣ 기금이자수입 : 213,135천원(84.3억원 기준×1.65~3.22%)
‣ 운영자금 이자수입 : 26,400천원(15억×1.2% / 14억×1.2%×6/12월)
‣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 1,530천원(5.1억×1.2%×3/12월)

- 임대수입 ···········································································

90백만원

‣ 청사 임대수입 : 80,349천원(89,277천원 × 90%)
‣ 청사 회의장 임대수입 : 10,000천원(1층, 6층)

- 수탁연구사업수입 ·····················································

3,469백만원

‣ 계속사업 수입 : 1,789,195천원
‣ 신규사업 수입 : 1,680,000천원(신규 계약 목표금액 28억원×60% 수입 편성)
(이전수입 : 4,500백만원 | 34.2%)
- 자치단체출연금 ·························································

4,500백만원

‣ 도비 출연금(확정) : 4,000,000천원
‣ 시군 출연금(예정) : 500,000천원

(임시적수입 : 4,937백만원 | 37.3%)
- 임시적수입 ·····································································

4,937백만원

‣ 잉여금 : 250,000천원(순세계잉여금 250,000천원)
‣ 이월사업비 : 63,000천원(통합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홈페이지 리뉴얼)
‣ 청사관리비 : 210,178천원(임차업체 청사관리비)
‣ 고정자산매각수입비 : 4,192,800천원(연구원 청사 매각 계약금 및 중도금)
‣ 기타수입 : 222,000천원(전문경력인사인건비72,000천원, 국도비사업간접비150,000천원)

○ 지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
(기본연구사업비 : 1,112백만원 | 8.5%)
- 기본연구사업비 ·································································

539백만원

‣ 기획과제 : 6건×20,000천원 = 120,000천원
‣ 정책과제 : 34건×6,000천원 = 204,000천원
‣ 현안과제 : 40건×1,000천원 = 40,000천원
‣ 정책메모 : 72건 = 75,000천원
‣ TF(정책동향 TF, 기획홍보 TF 등) : 100,000천원
- 세미나 및 워크숍 ·····························································

145백만원

‣ 강원미래전략포럼 : 2회×5,000천원 = 10,000천원
‣ 강원포럼, 심포지엄, 정책협의회 등 : 50회×1,500천원 = 75,000천원
‣ 아침포럼(운영위원회 포함) : 12회×5,000천원 = 60,000천원
- 회의 및 운영비 ····································································

28백만원

‣ 시군협의, 실국협의, 자문위원회, 부서협의, 수탁과제발굴협의(28,290천원)
- 강원학연구센터 운영비 ····························································

400백만원

‣ 센터 인건비, 운영비, 학술행사, 총서발간, 연구지원사업비 등

(연구조성사업비 : 1,158백만원 | 8.8%)
- 연구자료비 ············································································

33백만원

‣ 단행본, 정기간행물, 전자책 변환, 자료편집위원회 운영비(33,240천원)
- 연구지원비 ·········································································

207백만원

‣ 연구활동비, 전문경력인사 인건비(207,600천원)
- 일반운영비 ·········································································

456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위탁교육비 및 직원능력개발비(456,95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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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

95백만원

‣ 국내․외 여비, 연구직 연구연수비(9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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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백만원

‣ 기관장 ․ 직원성과급, 포상금(335,000천원)
- 자산취득비 ············································································

30백만원

‣ 컴퓨터, 사무용 가구 등 자산취득(30,500천원)

(수탁연구사업비 : 1,473백만원 | 11.2%)
- 수탁연구사업비 ··································································

1,473백만원

‣ 이월계속비(801,900천원/27건), 신규사업비(672,000천원)

(인건비 : 3,222백만원 | 24.5%)
- 인건비 ············································································

3,222백만원

‣ 정규직 연봉 및 수당 : 3,028,762천원 ※ 원장, 연구직 34인, 일반직 13인
‣ 행정사무원 ․ 장애인 직원 급여 : 126,149천원

※ 5인

‣ 연가보상비 : 47,338천원(7일) ※ 위촉연구원 포함
‣ 일용직 및 파견수당 : 20,400천원

(운영관리비 : 6,209백만원 | 47.0%)
- 일반운영비 ·········································································

392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차량비, 채용공고료(392,777천원)
- 업무추진비 ············································································

90백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90,200천원)
- 직무수행경비 ·····································································

367백만원

‣ 직책급업무추진비(원장, 실장, 연구부장, 센터장, 팀장), 직급보조비(367,5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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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

151백만원

‣ 정액급식비, 관서업무비, 선택적복지, 건강검진비(151,580천원)
- 회의비 ····················································································

26백만원

‣ 이사회, 인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전문가 자문, 법정
교육비(26,700천원)
- 연금부담금 ·········································································

571백만원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571,136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4,001백만원

‣ 청사 신축 대행사업비, 통신장비 유지비 등(4,001,560천원)
- 청사관리비 ·········································································

608백만원

‣ 시설물 점검 및 건물관리용역 민간이전, 정기검사 제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608,300천원)

(예비비 : 33백만원 | 0.2%)
- 예비비 ···················································································
‣ 예비비(33,11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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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백만원

다. 특별회계
○ 2018년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의 예산의 총규모는 1,99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3백만원 대비 24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편성 내역
<신규사업>
-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

896백만원

- 2018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비 ·························

300백만원

- 2018 지역경제교육센터 협력사업 ··········································

30백만원

- 2018 탄광지역 주민창업 교육 및 컨설팅 ······························

150백만원

- 2018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 기반 구축 사업 ·························

500백만원

- 2018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20백만원

<계속사업>
- 청정발전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2년차) ··························

16백만원

-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기본계획수립연구 ····················

43백만원

- 2017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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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증감내역

□ 일반회계
○ 수입예산
구

분

합

계

경상적수입

(단위 : 천원)
예산액(A)
13,210,657

비율(%)
100

전년도(B)
8,190,221

비율(%)
100

증감(A-B)
5,020,436

3,772,679

28.4

3,885,777

47.4

△113,098

이자수입

213,135

1.6

242,752

3.0

△29,617

임대수입

90,349

0.7

223,640

2.7

△133,291

3,469,195

26.1

3,419,385

41.7

49,810

4,500,000

34.2

3,495,000

42.6

1,005,000

4,500,000

34.2

3,495,000

42.6

1,005,000

4,937,978

37.3

809,444

9.9

4,128,534

250,000

1.7

227,000

2.8

23,000

이월사업비

63,000

0.5

88,150

1.0

△25,150

청사관리비

210,178

1.6

272,294

3.4

△62,116

4,192,800

31.9

0

0

4,192,800

222,000

1.7

222,000

2.7

0

수탁연구사업수입
이전수입
자치단체출연금
임시적수입
잉여금

고정자산매각수입비
기타수입

○ 지출예산
구

분

합

계

(단위 : 천원)
예산액(A)

비율(%)

전년도(B)

비율(%)

증감(A-B)

13,210,657

100

8,190,221

100

5,020,436

3,745,114

28.3

3,195,250

39.0

549,864

1,112,920

8.5

536,080

6.5

576,840

기본연구사업비

539,000

4.1

410,000

5.0

129,000

세미나및워크숍

145,000

1.1

96,000

1.2

49,000

28,290

0.2

30,080

0.4

△1,160

400,000

3.0

0

0

400,000

연구사업비
기본연구사업비

회의및운영비
강원학센터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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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조성사업비

예산액(A)

비율(%)

전년도(B)

비율(%)

증감(A-B)

1,158,294

8.8

1,034,449

12.6

123,845

연구자료비

33,240

0.3

31,340

0.4

1,900

연구지원비

207,600

1.6

253,140

3.1

△45,540

일반운영비

456,954

3.6

374,524

4.6

82,430

95,000

0.7

85,000

1.0

10,000

일반보상금

335,000

2.5

261,445

3.2

73,555

자산취득비

30,500

0.1

29,000

0.4

1,500

1,473,900

11.2

1,624,721

19.8

△150,821

1,473,900

11.2

1,624,721

19.8

△150,821

9,432,432

71.5

4,982,115

60.8

4,450,317

3,222,649

24.5

3,088,351

37.7

134,298

3,222,649

24.5

3,088,351

37.7

134,298

6,209,783

47.0

1,893,764

23.1

4,316,019

일반운영비

392,777

3.0

189,050

2.3

203,727

업무추진비

90,200

0.7

80,720

1.0

9,480

직무수행경비

367,530

2.8

347,280

4.2

20,250

복리후생비

151,580

1.2

151,550

1.9

30

26,700

0.2

17,550

0.2

9,150

571,136

4.0

522,775

6.4

48,361

4,001,560

30.5

22,000

0.3

3,979,560

608,300

4.6

562,839

6.9

45,461

33,111

0.2

12,856

0.2

20,255

33,111

0.2

12,856

0.2

20,255

33,111

0.2

12,856

0.2

20,255

여비

수탁연구사업비
연구조사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운영관리비

회의비
연금부담금
시설비및부대비
청사관리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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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 수입・지출예산
구

분

합

계

국․도비 보조금
지원연구사업비
계속사업비
계속사업비

(단위 : 천원)

예산액(A)

비율(%)

전년도(B)

비율(%)

증감(A-B)

1,996,423

100

1,753,820

100

242,603

1,896,723

95.0

1,674,000

95.4

222,723

1,896,723

95.0

1,674,000

95.4

222,723

99,700

5.0

79,820

4.6

19,800

99,700

5.0

79,820

4.6

19,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