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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연구사업 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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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및 방향

□ 연구사업 계획 및 진행상황
2018년 연구사업 계획

현재 진행상황 (2018. 12. 14)

구 분
기획과제

신규

계

계속

신규

6

6

-

6

61

10

51

37

1

36

60

91

31(보조금 7)

60(보조금 15)

140

195

42

153

정책과제
74
현안과제
수탁과제
총

계

※ 정책메모는 정기간행물 형태로 발간(별도관리 / 2018년 61건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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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성 높은 정책메모를 지속 발간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의 대안 제시 및
강원도 장기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계속
☞ 도내 주요 정책결정자 및 온라인 회원(15,000명)에게 상시 발송하여 강원도
논리 전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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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연구 및 지원 강화
○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미래를 견인할 신규 성장동력 육성체계 마련
☞ 강원비전 2040의 실천 및 사후관리 체계 확립(2017년 12월 과제 완료)

○ 4차 산업혁명시대 강원도 핵심전략산업 육성 강화
☞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 강화

○ 남북평화 및 북방경제 시대 도래에 따른 강원도 발전전략 마련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시안 마련,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등

○ 동계올림픽 이후 유산활용 및 지역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 강화
☞ 올림픽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Post 올림픽 강원관광 발전방향 등

○ 국가 균형발전 및 분권전략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의 적극적 수립
☞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낙후지역의 발전전략 마련 강화(폐특법 개정안 마련)

□ 현장 중심의 지원 시스템 고도화
○ 중앙정부 등의 정책 및 공모사업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도 및 시․군의 선제
적인 정책대안 제시
☞｢정책의제관리팀｣, ｢정책동향 분석 TF팀｣ 운영 강화 등 현안대응 강화

○ 도의회 및 도·시·군 정책협력 및 시책 지원 강화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 국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 정책지원을 위한 ｢도의회 간담회 및 공동
포럼｣,「도 정책협의회｣, ｢시․군 및 실․국 코디네이터 운영｣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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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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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향상 및 양적 부담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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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체계 확립

[3-1] 강원도 장기발전을 위한 기획과제 지속 추진
□ 강원도의 장기적 발전을 견인하는 기획과제 발굴 및 체계적 연구 강화
[기획과제 추진 과정]
○ 7월 연구수요조사 실시 → 11.22~23 연구원 전직원 워크숍
→ 연구원 자문위원회(12.11), 이사회(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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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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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Ⅱ) / 강원도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추진방향 연구 / Post 올림픽 강원관광 발전방향
강원도 山業 육성방안 / 강원학 육성 및 심화 - 지식총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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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원비전 2040」실행 기반 구축
□ 모두가 함께 만든 강원도의 최상위 종합계획 수립
○ 2016년 「강원도 미래비전 2040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강원비전
2040 수립 연구용역」과제 수행 완료(2017. 12)
○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한 109명의 도민참여단을 비롯해
강원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도의회, 도, 시군,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
○ 이를 통해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 강원” 이라는 비전슬로건과
2040년까지 삶의 질 1등도, 연간 유동인구 2억명, 연간 GRDP 3%+α
라는 목표,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응해나갈 4WD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총 302개의 과제(대표프로젝트 48, 단위프로젝트 254)를
발굴하여 단계별로 실행될 수 있는 액션플랜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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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비전 2040 주요 경과

□ 강원비전 2040 주요 전략 지속 추진
○ 정부 주요 국가계획에 강원도 주요사업 반영 및 신규사업 발굴 노력 강화
- 국가교통망, 4차산업혁명, 일자리추진, 신북방경제 등 다양한 중앙부처 핵심계획에
강원도 대표프로젝트를 반영 노력 강화
- 부처별 신규 국책사업 발굴 노력 추진 : e-mobility, 빅데이터, 바이오․의료
신산업 육성, 북방경제 육성 등

○ 강원도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재원확보 전략 수립 및 추진
- 재정분권에 대응 선제적 연구를 통한 신세원 발굴 적극 추진
☞ 고향사랑기부제, 자원시설세(시멘트세), 레저세, 관광세 등의 신규 재원 발굴 노력
-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발굴 등 강화

○ 강원비전 2040 모니터링을 통한 계획 수정 ․ 보완 수행
- 강원도 맞춤형 지표 관리체계 마련

☞ 강원비전 2040이 지향하고, 강원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표 구상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세부적인 수정․보완

☞ 도․시군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포럼의 정기적 추진
※ 연차별 로드맵에 의한 시군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반영 강화
⇨ 속초, 동해, 철원, 인제, 영월, 양양 등 중장기계획 완료 및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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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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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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제678호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 준비! 강원도 광역 도로·철도 사업의 완성｣
※ 2018.09.28. 제711호 ｢금강산 ‧ 설악산의 세계복합유산화와 남북 강원도｣

- 유형 2 : 강원도 차원의 꼭 필요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2018.04.29. 제686호 ｢2018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강원도-남북관계 발전과 강원도 평화
경제 이니셔티브(안)｣

※ 2018.07.27. 제701호 ｢날개를 단 일본의 고향세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향방｣

□ 정책메모 다운로드 횟수 대폭 증가 : 관심도 및 활용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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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차 산업혁명 대비 연구기반 강화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운영
○ 구축 배경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대용량 빅데이터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과학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2017년 2월)
- 기존에 분석이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 강원도
내 주요 현안 분석 및 미래 예측 분석에 활용
- 대용량 컴퓨터 서버 구입 및 소셜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 등 연구 기반 확충

○ 추진 방향
- 현재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기획과제(강원도 내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도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등) 및 연구원 웹뉴스 발간 등
다양한 연구에서 적극 활용 중
- 향후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강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과제에
데이터 분석 수행 예정
- 도 및 유관기관(혁신도시 이전기관, 도내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대용량 자료를 활용하여 강원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데이터 분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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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중심 정책지원 사업 확대

[4-1] 도 및 시·군, 의회 정책지원 강화
□ 도 및 시·군정 정책지원을 위한 강원포럼 활성화
○ 강원도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개최실적 : 54회
※ 중앙부처는 물론 시 ․ 군 현장포럼 확대 추진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가 나가갈 방향
(1. 16, 연구원 대회의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과제
(4. 6, 연구원 대회의실)

강원도 전통시장이 가야 할 길
(6. 28, 춘천 제일시장)

□ 전문가 초청 정책강좌 개최
○ 국내외 정책동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강좌 확대 추진
○ 개최실적 : 4회
연 번

주 제

일시 / 장소

초청강사

1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3.5(월) 10:30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

이철환
(단국대학교 교수)

2

민선4-6기, 영월의 새로운 재도약
: 별빛이 흐르는 영월

5.15(화) 16:30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

박선규
(영월군수)

3

평화와 번영의 시대 대비
「북한 사회 이해하기」

7.12(목) 16:00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

박영호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4

프랑스 론드 알프스 지역 프로젝트 구상
및 이전의 도시경향 이해

12.3(월) 11:00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

귀 뷔르젤
(파리 서부-낭떼르 라 데팡스
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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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연구원 간 정책협의회(新강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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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저탄소 도시 모델 조성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장)

2018.4.3(화)
연구원 1층 대회의실

2

길 위에서 만난 관광의 비밀

윤지민
(리얼관광연구소 대표)

2018.5.2(수)
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임업인이 바라는
산림 ‧ 산촌 활성화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

2018.5.29(화)
연구원 1층 대회의실

4

공공기관 빅데이터 실무분석 및
효과적 활용방안

이춘식
(씨에스리 대표이사)

2018.7.13(금)
연구원 1층 대회의실

5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삶과 일

김홍진
(Work Innovation Lab 대표)

2018.8.31(금)
연구원 1층 대회의실

6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 시사점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2018.9.20(목)
연구원 1층 대회의실

7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협업 방식

김정태
(임팩트투자 대표이사)

2018.11.6(화)
연구원 1층 대회의실

제1차 정책협의회

제2차 정책협의회

제3차 정책협의회

친환경 저탄소 도시모델 조성

길 위에서 만난 관광의 비밀

임업인이 바라는 산림 ‧ 산촌 활성화

제5차 정책협의회

제6차 정책협의회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삶과 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 시사점

제4차 정책협의회
공공기관 빅데이터 실무분석 및
효과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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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군 협력사업 정착
□ 현장 중심, 지역 체감형 정책 지원
○ 시·군 정책협의회 및 현장 포럼 운영 활성화
○ 시․군 기획실장 초청 합동워크숍 개최(10. 3 ~ 6 / 일본 북해도)
※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등 강원도 환경변화에 따른 시군 대응전략 모색

○ 시․군별 3명 이상의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 계속 추진

남북동해안 해양수산 협력 방안 포럼
(6. 17 / 강릉원주대학교)

시군 현장 포럼 : 군민이 함께 만드는 양구의 미래비전 토론회
(9. 19 / 양구군 문화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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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동향>
- 월 4회 발간 -

<공모사업 동향 모음집>
- 연 1회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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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캘린더>
- 매년 2월 배포 -

□ 2018년 시․군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목록
시·군

구분

정책

∘ 교통인프라 확충이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춘천권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 고령화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공동체 참여방안
- 춘천시를 중심으로

수탁

∘ 2018년(2017년 실적)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용역
∘ 중앙로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관리운영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기획

∘ 강원도 내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

∘ (강원학)원주의 군사문화 연구
∘ 강원도 의료관광 산업 육성방향 - 웰니스 융복합 패러다임 적용을 중심으로

현안

∘ 강원원주혁신도시 시즌2 : 나아갈 방향과 과제

수탁

∘ 2018년 원주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수탁

∘ 강릉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 강릉커피축제 평가용역
∘ 올림픽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
평가 용역

정책

∘ (시군협력)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을 활용한 동해시 명품 먹거리 육성방안

현안

∘ (시군협력)한중대 시설 활용방안 연구

수탁

∘ 동해비전 2040 수립 연구용역
∘ 동해시 묵호, 묵호항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1차)
∘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경영실적 평가용역

춘천

원주

강릉

시·군별 주요과제

동해

∘ 철암 삼방동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태백

수탁

∘ 태백시 교육강도 조성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 태백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 통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구축 연구용역

정책

∘ 환동해 거점도시 우호교류 증진 및 다국 경제무역 강화
∘ (시군협력)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속초

현안

∘ (시군협력)속초시 수산물축제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 (시군협력)속초시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 (시군협력)남북교류협력 확대와 동해안 발전과제

수탁

∘ 속초비전 2035 수립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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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구분

정책

현안
삼척

시·군별 주요과제
∘ 7번국도 자연경관 활용 관광도로 리모델링 추진
∘ LNG, 석탄 활용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방안

∘ (시군협력)석탄자원화 및 광해방지기술 연구단지 조성 및 인력육성 방안
∘ (시군협력)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해제 및 활용방안 연구

∘ 강원남부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 수립 용역
수탁

∘ 도계지역의 대학도시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 2018년 삼척시 출자기관 경영실적평가용역
∘ 2018 삼척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영향평가연구 용역

정책

∘ (시군협력)홍천군 인구 늘리기 전략 방향

수탁

∘ 2018년 홍천군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수탁

∘ 우천산단 이모빌리티 산업 지역특구 지정신청 용역

홍천

횡성

∘ (시군협력)인구감소지역 공공서비스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구상
정책

∘ (시군협력)영월군 자원순환 최적화 방안 수립
∘ (시군협력)영월 동서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영월

수탁

∘ 공공임대주택 건설 타당성 용역
∘ 2018년도(2017년 실적) 영월군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 (시군협력)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창군에 미친 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

∘ (시군협력)평창군 과소마을 분석과 정책대응 연구
∘ (시군협력)평창군 도시브랜드 제고 전략방향 연구

평창

수탁

∘ 평창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 2017년 정선군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정선

수탁

∘ 정선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 정선군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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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구분

시·군별 주요과제
∘ (시군협력)철원한과 공동브랜드화 경쟁력 확보방안

정책

∘ (시군협력)철원군 권역별 농촌 거점마을 조성방안 연구
∘ (시군협력)철원 북부권역 광역 교통망 구축 방안

철원
∘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기본계획수립연구(철원군)
수탁

∘ 철원군 읍면 5개년 지역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 제12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 평가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정책
화천
수탁

시군협력
양구

∘ (시군협력)온난화에 대비한 산천어 축제 프로그램 발굴과 활성화방향
∘ 2018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 홍보사업 용역(화천군)
∘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기본계획수립연구(화천군)
∘ 철도시대 도래에 따른 양구군 발전전략
∘ 양구군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인 정착 맞춤형 지원 시책 및 원주민과의
∘ 갈등관리 방안

수탁

∘ 2018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양구군 주민교육 홍보사업
∘ 양구 근현대사 역사·문화자료 조사 및 자료집 발간

포럼

∘ 군민이 함께 만드는 양구의 미래비전 토론회

수탁

∘
∘
∘
∘

현안

∘ (시군협력)남북연결 금강산 가는 평화 도로 구축

포럼

∘ 평화시대, 한반도의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강원
- 남북 백두대간 생태복원 및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중심으로 -

정책

∘ (시군협력)통일전망대 운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

현안

∘ (시군협력)고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전략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기본계획수립연구(인제군)
인제군 미래자동차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혐약 변경체결 용역
제4차 인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인제

고성

∘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기본계획수립연구(고성군)
수탁

∘ 고성군 발전 및 인구늘리기 전략 연구 용역
∘ 고성 DMZ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 홍보사업
∘ 고성군지 발간 사업

정책
양양
수탁

∘ 오색지구와 연계한 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 2030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 양양 YY서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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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2018년도 연구원 중점 추진 연구
1
목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립
북한의 올림픽 참여로 형성된 남북강원도를
한반도의 안보· 생태·경제· 평화의 선도지역 및 남북통일의 시범지역으로 육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2017년 대통령선거와 6.13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제시
된 이래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제반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으로 논의되고 있음
○ 3차 남북정상회담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연내 예정되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새롭게 발전함에 따라 강원도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평화특별자치도”등 제도화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 모델 정립과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가는 인적⋅물적 중심지로 구축 등 남북교류 및 북방경제시대
를 선도

□ 주요 연구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논리개발, 국내외 사례 시사점 연구, 기본구상 및 주요
사업내용, 향후 추진전략과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정책과제 ▸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 남북사업구상(2017)
▸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기본방안 연구용역(2017)
수탁 및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연구(2017)
현안과제
▸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시안 마련(2018. 6)
연구활동 ▹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책,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민일보 기고(2018. 8. 14)

□ 주요 성과
○ 2017 대통령선거 및 2018 6.13 지방선거 공약 포함
○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 심기준의원실 의원입법안 추진중(심기준의원실)

□ 향후 추진 계획
○ 도민공감대형성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및 정책과제 추진 예정
○ 남북관계개선, 대북제재 해제 등과 연동하여 특별자치도 정당성확보를 위한
법안 공청회 개최예정(2019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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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목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전개되는 신 남북 및 북방시대 대비한
남북교류 핵심사업 발굴 및 강원 평화 이니셔티브의 구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배경으로 한 지속가능한 남북 및 북방경제협력사업을 발굴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대비, 분단도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고 남북
경제통합에 기여

□ 주요 연구내용
○ 분야별 북한 실태 분석, 정부 정책 및 남북 간 합의 사항 검토, 강원도 지역
특성 분석 및 희망사업 발굴 등

정책과제

▸ 철원 평화농장 조성의 타당성 연구(2016)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추진방향 연구(2018)

수탁 및 ▸ 강원비전 2040 수립 연구: 통일분야 (2017)
현안과제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연구(2017)
▸ 새 정부의 베를린선언 구상과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2017)
▸ 2018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강원도(2018, 남북교류협력 시리즈Ⅰ)
▸ 통일 및 북방시대 및 국가 미래 선도 사업(2018, 남북교류협력 시리즈Ⅱ)
▸ 남북교류협력의 촉매, Green 협력(2018, 남북교류협력 시리즈Ⅲ. 정책메모)
▸ 남북평화시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새로운 함의(2018, 남북교류협력 시리즈Ⅳ)
▸ 북강원도 공간구조의 이해와 강원도 협력기반 구축방향(2018, 남북교류협력 시리즈Ⅴ)
정책메모 ▸ 남북 동해바다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강원도의 과제(2018, 남북교류협력 시리즈Ⅵ)
▸ 북강원도의 중심, 원산의 재조명(2018, 남북교류협력 시리즈Ⅶ)
▸ 남북강원도 스포츠 교류와 평화이니셔티브(2018, 남북교류협력 시리즈Ⅷ)
▸ 농업분야의 남북교류 이니셔티브(2018, 남북교류협력 시리즈Ⅸ)
▸ 금강산·설악산의 세계복합유산화와 남북 강원도(2018, 남북교류협력 시리즈Ⅹ)
▸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시점에서 되짚어 보는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2018)
▸ 2018 광복절 경축사와 통일경제특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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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

정책메모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의 성찰과 새로운 모색(2018)
▹ 제1회 통일북방포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와 남북관계” (2018. 3)
▹ 제2회 통일북방포럼 “남북관계 발전 전망과 강원도의 대북교류협력 과제” (2018. 6)
▹ 제3회 통일북방포럼 “북방경제시대 동해북부선의 의미와 과제” (2018. 10)
▹ 정책특강 “북한사회 이해하기” (2018. 7)
▹ 강원포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2018. 1)
▹ 강원포럼 “남북정상회담과 강원도 발전전략” (2018. 5)
▹ 강원포럼 “남북교류협력의제 발굴을 위한 산림 및 임업분야 심포지엄” (2018. 5)
▹ 강원포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강원도 대응” (2018. 5/도민일보 공동 개최)
▹ 강원포럼 “남북교류협력의제 발굴을 위한 에너지분야 심포지엄” (2018. 5)
연구활동

▹ 강원포럼 “남북 백두대간 생태복원을 중심으로(환경수자원)” (2018. 10)
▹ 민주연구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 (2018. 9)
▹ 한반도 신경제시대 고성군 발전전략 심포지엄 (2018. 10)
▹ 민주평통 평화공감 좌담회 (2018. 10)
▹ 방송 “남북관계 관련 시사집중 라디오 대담” 춘천KBS(2018. 2)
▹ 방송 "평화시대 강원도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 G1뉴스 평화 대담(2018. 6)
▹ 방송 "특집 평화시대와 강원도 3 : 남북 교류 협력“ 뉴스토크 말쌈(2018. 7)
▹ 기고 “2018 남북정상회담과 강원도” 강원일보(2018. 4)
▹ 기고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월간 공공정책(2018. 7)

□ 주요 성과
○ 남북교류협력 시리즈 등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메모 14건 작성 및 배포
○ 강원포럼 등을 통한 이슈 제기 및 강원연구원 평화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 향후 추진 계획
○ 기획과제(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추진 방향 연구) 발간
○ 강원포럼 및 통일북방포럼 개최 추진
○ 강원연구원 평화정책자문단 운영(계속) * 12. 14(금) 2차 정기회의 개최
○ 남북교류협력시리즈 정책메모 지속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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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 재원확충 방안 마련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선도적 역할

목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재원확충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시지역에 살면서도 자기들이 크고 자란 고향에 자신의 의지로 얼마라도
세금을 납부(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리
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주요 연구내용
○ 고향세 도입에 따른 법 제도적 정비, 고향세 도입에 따른 선행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함
정책과제 ▸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2017)
▸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와 시사점(2016)
정책메모 ▸ 진화하는 일본의 고향세와 새 정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방향(2017)
▸ 날개를 단 일본의 고향세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향방(2018)
▹“분권시대와 지방재정 역량” 농민신문사 미농모닝아카데미 특강 (2018. 4)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안의 시행령 검토 회의 참석(2018. 5)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2018. 8. 국회도서관)
연구활동 ▹ 학술토론회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 학술토론회”(2018. 10)
▹ 방송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NBS(농민방송) 초대석(2018. 10)
▹ 기고 “고향사랑 기부제 조속한 법 제정을” 강원도민일보(2018. 8)
▹ 인터뷰 “일본 고향서 사례 반면교사로 삼아 시행착오 줄여야” 농민신문(2018. 9)

□ 주요 성과
○ 이개호 의원 등 의원입법으로 12개 고향세 관련 법안으로 발의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 행정안전부 고향세 도입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적극 참여를 통한 이슈
선점 및 강원도 이익 극대화 추진

□ 향후 추진 계획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과제 수행 예정(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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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 재원확충 방안 마련
: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목표

특정자원(시멘트)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지역 자원 시설세의 개정으로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역의 환경복원 및 관련 문제 해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별 산재해 있는 특정자원을 세원으로 하는 목적세로
특정 자원의 이용에 따른 복원 및 문제해결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 부과함
○ 시멘트 생산과정에 인근지역의 정신ㆍ건강적피해, 환경피해 등 다양한 지역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져 왔음
※ 우리나라의 72.1% 석회석이 강원도에서 생산, 시멘트는 53%(동해, 영월 삼척) 생산(2016 기준)

□ 주요 연구내용
○ 주민의 정신·건강적 피해, 환경피해, 지역의 경제적 피해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피해비용을 추정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시멘트를 신규 포함, 조성재원을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과 향후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2015년 시멘트 생산량 기준 약 522억원 세수 증대 효과 예측

수탁 및 ▸ 시멘트 생산에 따른 피해규모 추정 연구(2017)
현안과제 ▸ 지역자원시설세 해외 과세 사례 연구(2018)
정책메모 ▸ 시멘트 생산에 따른 지역문제의 합리적 해결 : 지역자원시설세(2016)
연구활동 ▹ 국회의원회관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토론회”(2016. 12. 21)

□ 주요 성과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시멘트’ 추가 발의

□ 향후 추진 계획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및 국회 소위 대응
○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에 따른 자원 활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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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연구 강화

목표

새정부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강원포럼 사업모델 발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018. 2.1) 3대 추진전략 43개 추진
과제에 대해 국가 차원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중. 강원도와 17개 시⋅도
균형발전계획(2018-2022)을 각 시도연구원에서 수립 중임(2018. 5 ~ 2018. 12)

□ 주요 연구내용
○ 강원도 균형발전계획(2018-2022) : 행복공동체 강원, 포용·상생발전 강원,
지역경제·혁신성장 강원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도민 삶터와 균형공동체 실현
○ 5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와 혁신성장 연계협력 사업 도출과 강원 대표
낙후(지역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평화(접경)지역-강원 내륙-강원 남부지
역의 강원 신균형발전(I벨트)을 구현
▸ 수도권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전략 공동연구(2015)
수탁 및
▸ 강원원주혁신도시 시즌2 : 나아갈 방향과 과제(2017)
현안과제
▸ 강호축 연계 강원도 발전방안(2018)
정책메모

▸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강원도 추진과제(2015)
▸ 새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과제와 제언(2017)

연구활동

▹ 강원도 균형발전계획 수립 추진방향 세미나(2018. 6. 22)
▹ 강원도 균형발전계획 자문회의 9회

□ 주요 성과
○ 국가균형발전사업 균특회계 자율계정, 지원계정 사업 반영 : 국비 확보
○ 강원도 신균형발전(I벨트) 계획 수립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건의
○ 강호축 사업 국가균형발전계획 반영 건의

□ 향후 추진 계획
○ 연계협력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등 발굴 및 보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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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ST 올림픽 강원도 발전방향 마련 노력

목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역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 강화

□ 주요내용
○ 올림픽 유치확정 이후 다양한 연구 및 지원활동을 통해 성공개최를 위한 노력 경주
○ 올림픽 종료 이후 최초로 올림픽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실제적 포럼 개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림픽 이후 사후활용방안, 관광활성화, 4차산업
연계 등 강원도 발전 방안 논리 제시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2018. 11. 21)

□ 향후 추진 계획
○

다양한 분야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창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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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OST 올림픽 강원도 발전방향 연구
: ICT 동계올림픽 레거시 프로젝트 발굴
ICT 기반 올림픽 인프라를 활용하여 강원도 미래 먹거리 창출

목표

국가 거점 ICT 올림픽 특구 지정

□ 추진배경
○ ICT동계올림픽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와 실증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인프라는 대부분 철거중이며 실증사업은 1회성 사업에 그침
- 5G 인프라 구축, IoT Street 조성, 자율주행도로 구축
- 5G, IoT, UHD, AI, VR 관련 다양한 실증사업 추진

○ ICT 핵심 인프라와 ICT올림픽 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책사업 발
굴과 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올림픽 레거시 창출로 강원도의 신성장동력화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5G 인프라 및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분야 실증사업 연구
○ 강원도 ICT 재난안전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수탁 및
현안과제
정책메모
연구활동

▸
▸
▸
▹

2018 국책사업(신성장동력)발굴단 운영(2017)
강원비전 2040 수립 연구(2018)
강원도 5G 재난안전 국가프로젝트 추진(2018)
2018년 범부처 기가코리아 국책사업(5G 재난안전) 추진회의(2018. 1～3월)

□ 주요 성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 Giga KOREA 사업 유치
- 사업명 : 5G 기반 요구조자 중심 재난안전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사업비 : 294억 원(국비 140억, 민자 140억, 지방비 14억)
- 사업기간 : ′18.4 ~ ′20.12

□ 향후 추진 계획
○ 5G 기가코리아 사업(5G 재난안전) 수행(2018. 4 ~ 2020. 12)
○ 강원도 ICT 재난안전 시뮬레이션 센터 등 5G 첨단 실증사업의 강원도 레거시를 위한 전략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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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OST 올림픽 강원도 발전방향 연구
: 올림픽시설 사후 활용방안 마련 지원

목표

동계올림픽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국가주도의 경기장 시설 유산 활용

□ 추진배경
○ 강원도 차원에서 올림픽 관련 경기장 시설의 다각적인 사후활용 방안을 마
련하여 왔으나, 개최도시의 적은 상주인구로 인해 동계스포츠 수요가 확보
되기 어렵고 동계올림픽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리주체 선정 한계
○ 동계올림픽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경기장 시설을 유산으로 활용하고, 올림픽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

□ 주요 연구내용
○ 올림픽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올림픽시설의 유산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연구(2016)
정책과제 ▸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투표진흥권 도입 사례 연구(2016)
▸ 강원도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2017)
수탁 및 ▸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 전략적 사후관리 및 이행계획(2016)
현안과제 ▸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및 시설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수립(2017)
▸ 국민체육진흥투표권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2016)
▸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성과와 과제(2017)
정책메모 ▸ 동계올림픽 완성과 시설의 유산(Legacy) 활용(2017)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2018)
▸ 남북강원도 스포츠교류와 평화이니셔티브(2018)
▹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유산창출방안 회의(2017)
연구활동

▹ 국회 심포지엄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창출과 사후관리” (2017)
▹ 강원포럼 “남북관계 개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2017)
▹ 강원포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속가능한 유산 창출“(2017)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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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포럼 “평창올림픽, 그 후 릴레이 세미나” (2018), 강원도민일보 공동 개최
▹ 강원포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과제, 지속가능한 유산 창출”(2018)
▹ 한림대학교 경영대학원 고급경영관리자과정 강의 “이제는 강원이다: 동계올림픽
연구활동

성공과 강원도 발전 전략”(2018)
▹ 방송 “하나된 열정, G-1년 평창동계올림픽” KTV 토론회(2018)
▹ 방송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은 국가 전체의 공공재” G1 뉴스 인터뷰(2018)
▹ 방송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사집중 11 라디오 대담, 춘천KBS(2018)
▹ 기고 “성공올림픽, 이제 조직위가 나설 때” 강원일보 (2017)

□ 주요 성과
○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의 국가관리 근거 마련
○ 경기장 시설 관리운영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5천만 원 확보

□ 향후 추진 계획
○

효율적인 “올림픽재단 설립” 방안 지원

○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지속적인 유산 창출 지원

○

경기장과 연계한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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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목표

POST 올림픽 강원도 발전방향 연구
: 올림픽 이후 강원도 발전전략
올림픽 이후 지역가치와 이익 제고 극대화를 위한 강원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 추진배경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 발굴 등 향후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올림픽 이후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점
- 올림픽 개최를 통해 개선된 강원도 교통망, 문화관광 인프라 등 올림픽 레거시를
적극 활용한 새로운 강원관광의 패러다임 구축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강원관광 발전방향 수립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강원도 관광거점화 방안 모색
기획과제 ▸ Post 올림픽, 강원관광 발전방향(2018, 기획과제 수행 중)
▸ 올림픽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2018, 수행 중)
수탁 및
▸ 동계올림픽 이후 문화관광벨트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구종합계획 변경
현안과제
연구(2018 , 수행중)
정책메모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2018)
▸ 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와 강원문화의 미래(2018)

연구활동 ▹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간담회(2018)

□ 주요 성과
○ 올림픽 이후 강원도 관광개발 수립 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문화체육관광부, 20억)

□ 향후 추진 계획
○ 올림픽 이후 강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마스터플랜 수립(′18.8~′19.1)
○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관광자유지대 및 관광특구 추진
○ 융복합 관광 서비스 상용화 추진 전략 마련
○ 강원도 글로벌 이미지 구축 및 브랜드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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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시재생 정책 지원

6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목표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지역)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물리적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임
○ 특히, 주민 및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단계적 추진 전략이 요구됨
○ 강원도 도시재생 정책(뉴딜사업 및 관련 사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및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과 강원도 도시
재생 뉴딜사업 모델 발굴 및 실증사업 등을 지원함

□ 주요 연구내용
○ 연구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강원도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지원, 정책연구, 도시재생 포럼 등을 수행함
정책과제 ▸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전략 연구(2018)
▸ 태백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2016)
▸ 양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2016)
▸ 태백 통리 도시재생 주민학교 제3기 운영(2016)
수탁 및
현안과제 ▸ 동해시 묵호항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2018 진행중)
▸ 통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구축 연구용역(2018 진행 중)
▸ 고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전략 연구(2018)
▸ 정선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2018)

정책메모

▸ 강원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과제(2017, 정책메모)
▸ 도시재생 뉴딜과 강원도(2017, 정책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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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2018. 2. 7)
▹ 강원포럼 “도시재생 뉴딜과 강원도”(2018. 1. 31.)
▹ 강원포럼 “지역의 미래가치와 도시재생”(2017. 3), 서울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공동
▹ 강원포럼 “춘천, 미래와 공간”(2017. 5)
연구활동 ▹ 방송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항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방향과 과제 토론”,
MBC강원영동 뉴스토크 말쌈 출연(2018. 10. 4)
▹ 방송 “강원도 도시재생 비전관련 토론”, CJ헬로 영서방송 메인뉴스 내 초대석<이
슈토크 강원을 말한다> 출연(2018. 10. 10)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2018. 9. 14)

□ 주요 성과
○ 2014년 태백 통리 도시재생시범사업 선정
○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 선정(춘천, 강릉, 동해, 태백) 지원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7곳 선정(원주, 태백, 삼척(2곳), 영월, 정선, 철원) 지원
- 국비 800억원 확보(총 6,776억원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 국비 지원액 기준으로 전국에서 3번째 해당(경북 900억, 경남 850억)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조례 개정 중

□ 향후 추진 계획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진행
- 2018년 :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체계 구축, 교육 및 정책 프로그램 수립 등
- 2019년 : 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강원도 도시재생 홍보·네트워크 시행 등

○ 강원도 도시재생 기획 및 정책과제 발굴
- 강원도 도시재생 쇠퇴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 등(관련연구 및 정책 모니터링 등)

○ 강원도 내·외 도시재생 전문가 및 관계자 네트워크(협의회 등) 구성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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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 건강개선 프로젝트

목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민 건강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 건강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의료 빅데이터는 향후 의료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
황에서 강원도가 직면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있어 기초 자료 제공 가능
○ 현재 활용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는 중앙에서 TOP-DOWN 방식의 형태로,
대부분 시·군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여 맞춤형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읍·면·동 단위로 미시적인 맞춤형 강원도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도 자체에서 정책 의제 설정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연구원에서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와 통계청 사망자 데이터를 연계하여 강원도 건강 관련 지표 분석
○ 주요 정책 제언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료 대학원 활용,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적 치료 강화, 빅데이터 기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암조기 검진 및 도민 건강진단 체계화
기획과제 ▸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연구(2018‧2017)
정책메모

▸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민 건강지표 분석(2018)
▸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강원도민 의료 정책 방향(2018)

연구활동 ▹ 강원포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강원도민 삶의 질”(2018)

□ 향후 추진 계획
○ 도출된 정책(안)에 대해 강원도청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를 통해 내년도 시책
반영 추진
○ 강원도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보건행정 구현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분석 상시 지원 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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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표

강원도 부동산 정책역량 강화
강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역의 부동산 이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권형 지역 부동산 관리역량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차원에서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오히려 주택공급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락의 우려가 높아짐
○ 일반적으로 국가주도로 추진되는 부동산 정책은 전국을 정책대상범위로 삼아
수립되기에 1)지역의 시장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 시행되거나 2)정책
효과가 미약하거나 3)당초 정책의도와는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
우들이 발생
○ 강원도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호응
하되 정부의 정책이 지역 부동산시장의 여건과 어긋나는 것을 메꾸기 위한
분권형 지역 부동산 관리정책 추진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강원도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정책적 대응을 위한 현 제도상 정책수단 검토
○ 도시계획/건축 심의를 통한 주택공급 조절을 위한 심의지침 마련
○ 부동산 정책의 중앙-지방 역할 분담 방안 마련
○ 강원도 주거안정성 증진방안 : 주거복지 사업 추진, 빈집/미분양주택 활용
및 관리 등을 위한 강원도 주거복지기금 조성
수탁 및
▸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수립(2018)
현안과제
정책메모 ▸ 지역맞춤형 부동산 정책의 길(2017)
연구활동

▹ 강원포럼 “강원도 주택시장의 이슈와 정책방향”(2018. 9)
▹ 기고 “지방 현실 외면한 부동산 정책” 강원일보(2018. 10)

□ 향후 추진 계획
○ 국토연구원 부동산연구센터 협업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모
니터링 지표 연구
○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추진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 부동산 정책 관련 지역 관리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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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강원도 4차산업 혁명시대, 신사업 육성
: 강원 e-Mobility 클러스터 구축

목표

연관 기업 및 기관 집적을 통한 e-Mobility 중심의 생태계 기반 조성

□ 추진배경
○ 강원도 자동차부품산업은 식품산업, 시멘트산업과 함께 강원도의 3대 제조업
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미래 자동차 산업은 이모빌리티 산업(전기로 구동되는 이동장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강원도에서 그에 맞는 전략마련과 실질적인 사업추진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강원도형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전략 마련
○ 초소형 전기자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중심의 기업유치 전략
○ 이모빌리티 연구조합, 생산자조합 등 거점 관련 유치
○ 이모빌리티 인증센터 및 테스트베드, 강원 이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거점 인프라 구축 지원

수탁과제

▸
▸
▸
▸

인제군 미래자동차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2017)
횡성우천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2017)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종합계획(2018)
우천산단 이모빌리티 산업 지역특구 지정신청 용역(2018)

정책메모

▸ 새로운 성장동력 e-mobility, 강원도에서 시작된다 (2017))

□ 주요 성과
○ 강원도 주력산업(Free track)으로 이모빌리티 선정 : R&D 7억, 비R&D 3억 (매년 지원)
○ 이모빌리티 관련 거점기관/기업 유치
- 이모빌리티연구조합(2018년, 우천산업단지)
- 전기차 : SJ테크(2017년, 우천산업단지)
- 퍼스널모빌리티 : DTI KOREA(강원대), PM모터스(우천산업단지)

□ 향후 추진 계획
○ 강원 이모빌리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강원 이모빌리티 산업육성 조례, 스마트산업단지, 이모빌리티 센터 및 테스트베드,
강원 이모빌리티 제품 생산 로드맵 등

○ 상용전기화물차 생산 거점 기업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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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강원도 신사업 발굴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목표

신사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추진

□ 추진배경
○ 헬스케어 분야는 세계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이 있는 융합산업 (2020년 국내시장규모 14조원 → 글로벌 2,060억 달러)
○ 정부는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설치(‘17.12)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 중
○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에 특화된 강원도는 선제적 대응으로 산업육성 선도,
도민의 삶의 질 개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구현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연구
○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연구
○ 차세대 자동차-의료기기 융합 연구
○ 강원도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연구
정책과제 ▸ 의료 융·복합 빅데이터 활용 ISP수립연구 (2017)
수탁과제

▸ 강원도 첨단산업 고도화 High-5신산업육성 전략 수립(2016)
▸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종합계획(2018)

정책메모

▸ IoT스마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2018동계올림픽 레거시(2016)
▸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도약을 위한 과제(2016)

□ 주요 성과(국도비 확보, 관련 법 제정 등)
○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유치 지원
- 사업비 : 194.4억 원(국비 100억, 지방비 94.4억), 사업기간 : 2017~2021(5년)

□ 향후 추진 계획
○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지정(2019) 지원 : 원주 부론면 일원
○ 사회적 경제기반 고령친화 디지털 헬스서비스(2019) 지원 : 계획계약제도 시범사업
○ 데이터-푸드테크 융합 건강치료식 서비스(2019) 지원 : 다부처 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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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강원도 신사업 발굴 : K-Cloud Park 조성

목표

「Data First! 강원도」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 추진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로 부터 시작되며 차별화된 데이터 확
보가 미래 지역 경쟁력의 원천
○ 강원도는 소양강댐 냉수를 수열에너지로 적극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클러
스터 조성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지역 국정과제로 채택
※ 저온 냉수를 활용하여 데이터센터를 집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시티를 조성

○ 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IDC)의 유치와 함께 데이터
연관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유인책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데이터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 강원도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공공기관 전용센터 구축
- 데이터 스타트업 파크 조성,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지원
- 도민의 Mydata 확보 방안 및 가치화 방안
- 데이터 신서비스 발굴-지원 지속 운영 시스템 구축

수탁과제 ▸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종합계획(2018)
정책메모 ▸ ICT융합을 통한 강원도 산업의 첨단화 전략 (2017)

□ 주요 성과(국도비 확보, 관련 법 제정 등)
○「Data First! 강원」비전 선포(‘17.12 코엑스)
○ K-Cloud Park 전담조직 신설 (데이터시티추진단)

□ 향후 추진 계획
○ 강원도 데이터 중심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연구(2019)
○ 강원도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2019~2020)
○ 강원도민 Mydata 확보 전략 및 추진(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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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원도 山業 4.0
산림면적 82%의 산림도(山林道)로서의 위상회복을

목표

통한 산림의 새로운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

* 山業 4.0은 해방후 ∼ 1962년까지의 녹화기, ∼1997까지의 관리기, ∼2017년까지의
경영기, 2018∼2040까지의 산업화기를 의미함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3,690㎢의 산림면적에 GRDP 1% 정도의 경제역량을 지닌 현재의 산림산
업을 생태계서비스응용형, 기술기업형, 산촌 비즈니스형 및 현장생산형으로
구조화, 2040년 5% 목표에 도달하도록 함
○ 강원도가 지닌 경쟁력 높은 분야인 산림의 산업화 지향
○ 3~5년 이내 추진될 수 있거나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이의 추진을
위한 행정 지침 수립 지원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山業 관련 성공사례 및 잠재력이 높은 산업화 사례의 조사 및 연구
○ 시군별 산업화 잠재력이 높은 山業 모델 발굴
기획과제 ▸ 강원도 山業 육성방안(2018)
▹ 인제군 정기강좌 특강 “4차 산업혁명과 강원도, 그리고 인제” (2018. 3)
▹ 강원포럼 “강원 山業발전 간담회”(2018. 5)
연구활동

▹ 강원포럼 “강원 山業발전 간담회”(2018. 9)
▹ 강원포럼 “강원산림비전포럼” (2017. 12)
※ 산 ‧ 학 ‧ 연 ‧ 관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산림도로서의 위상회복 위해 노력
(북부지방산림청 ‧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 강원연구원, 강원대학교 등)

□ 향후 추진 계획
○ 2018년 11월 국회에서 “강원산림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포럼 개최
○ 2018년 11월 북부지방산림청 설명회 개최
○ 기업 및 현장 종사자가 참여하는 山業 4.0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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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강원 수자원 정책: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대비
한강수계 및 낙동강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목표

지속가능 발전 여건 확보를 위한 강원 수자원 정책 마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강수계법｣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 한강수계는 오는 2021년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있음(대상항목 : BOD, T-P(총인))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년에는 총량제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광역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강원도 한강수계 및 낙동강수계에 대한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질 절차도
시작된 상황임
○ 대부분이 청정수계인 강원도는 그간 총량제의 시행에 따른 주요 우려 요인
및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강원도의 지속가능
발전여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유역별 ․ 지역별 여건 분석 및 대응 관련 연구 수행
○ 지자체별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물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강원도의 총량관리 여건 분석(2015)
정책과제 ▸ 총량관리 목표수질 평가방법 변화에 따른 강원도의 영향 평가 연구(2016)
▸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현황 분석 및 강원도의 추진 방향(2017)
▸
▸
수탁 및
▸
현안과제
▸
▸

춘천시
정선군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2015)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2015)
한강수계 하천 모니터링 용역(2018)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진행중)
제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진행중)

▸ 한강 상류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시행과 대응(2015)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개정 효과와 강원도의 과제 - 자연 배경오염원을
정책메모
중심으로(2017)
▸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목표수질의 현안과 향후 과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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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 (2016. 6., 환경부 훈령 제1222호)
- 강원도 면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야 등 자연 배경오염원을 오염원 관리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합리적 제도개선 성과
⇨ 강원도에서 약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
- 경제적 효과(최대) : BOD 기준 약 4,667억 원 / T-P(총인) 기준 약 1조 3,176억 원
※ 정책메모 제616호(2017. 4.),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개정 효과와 강원도의 과제｣ 참조

□ 향후 추진 계획
○ 강원도 광역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합리적 목표수질 설정 노력 지속
- 한강수계 및 낙동강수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안) 검토 및 합리적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

○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 지속
- “기준치”의 합리적 적용을 통한 목표수질 설정 건의
- “수질악화 방지원칙”의 차등적 적용에 대한 건의
- 목표수질 평가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
- 비점오염원 영향 지역에 대한 형평성 확보방안 연구

○ 강원도 시군의 총량관리 지원 및 역량강화 추진
-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정 및 업무 매뉴얼’작성 및 배포(금년 12월 예정)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설명회 요청 시･군에 대한 지원(상시)
- 개발 및 삭감계획 관리를 위한 시･군별 순회 설명회 개최(금년 12월까지)
- 시･군 총량관리 담당자 대상 권역별 교육 및 설명회 개최(′
18~′
19년)

○ 청정지역의 합리적 총량관리를 위한 지원제도 확립 추진
-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청정지역에 대한 ｢수질관리비용 지원제도｣ 시행 추진
⇨ 수계의 청정도에 따라 한강수계법에 규정된 수질관리비용의 합리적 지원
※ 정책과제 (연구보고 14-08, 2014), ｢수질관리비용 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 정책메모 제314호(2013. 12.), ｢상생의 물환경정책 : 오염총량관리에서 수질보전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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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강원 수자원 정책 : 강원도 물부족 대책
기후변화에 의해 심화되는 가뭄 ‧ 홍수 관련 물재해에 대비하고,

목표

근본적인 물문제 해결책 제시

□ 추진배경(연구목적, 취지 등)
○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물부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마련 요구
○ 최근 속초, 강릉, 원주 등에서 대규모적인 물부족 우려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실정
○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항구적 물부족 해결이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물부족 해결을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 마련
▸
기획 및 ▸
▸
정책과제 ▸
▸

기후변화 대응 강원도 수자원관리와 가뭄대책(2016, 기획)
댐 주변공간 친환경 이용방안(2016)
통합물관리 정책과 강원도의 과제(2017)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 개선방안 연구(2017)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2018)

수탁과제 ▸ 강원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2018)
정책메모

▸ 기후변화와 강원도 물부족 문제(2015)
▸ 지속되는 가뭄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2016)

연구활동 ▹ 강원포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관리방안 모색”(2018. 3)

□ 주요 성과
○ 현재 “강원도 수자원 관리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강원도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진행

□ 향후 추진 계획
○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통합물관리 정책에서 강원지역의 물부족 해소
를 위한 지속적 논리 발굴
○ 정부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전략과제 도출에 적극 참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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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광지역 발전지원 연구(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

목표

강원도 폐광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89년부터 추진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지역경제가 붕괴된 강원도 폐광
지역을 회복시키고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위·수탁 협약을 맺고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를 개설
○ 센터는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지역주민 소득창출, 국비 확보사업
등 현장중심의 사업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을 제시·연구함으로써 강원도
폐광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폐특법 관련 현안대응 및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설립 연구 진행 등 다양
한 정책 제시를 통한 강원도 탄광지역 발전방안 모색 제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탄광지역 주민창업 컨설팅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업지원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도시재
생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음

▸ 통리 도시재생 주민학교 3기 운영(2016)
▸ 폐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1997~2017)(2017)
▸ 주민들의 힘으로 일구는 기업이야기 - 탄광지역 주민창업(2017)
수탁과제 ▸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용역(2017)
▸ 강원남부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 수립 용역(2018)
▸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설립 관련 연구 용역(2018)
▸ 강원랜드 활성화 방안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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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

▸ 폐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1997～2016)(2016)
수탁 및
▸ 첨단 광물에너지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지원 연구(2016)
현안과제
▸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연구(2016)
▸ 영국 남부폐광지역 재생사례와 강원도 시사점(2016)
정책메모 ▸ 폐광지역의 거버넌스와 발전방향 – 강원랜드와 제주국제자유도시(2016)
▸ 자원개발 정책 관련 논의와 대응(2018)

□ 주요 성과
○ 폐특법 및 석탄산업법 개정안 지원을 통한 입법발의 완료 / 향후 입법화 지원
○ 폐광지역 4개 시 ․ 군, 7개 지역 도시재생 사업 선정 지원
○ 폐광지역 고유 자원 DB 구축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 2015년 발간한 탄광지역 DB 조사 분석 보고서, 탄광지역 문화유산 DB 구축 보고서
등을 토대로 강원도 탄광지역 스마트 DB 정보 체계 구축 연구 진행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지원
-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 : (2017년 기준) 4개 사업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스포츠 사업 단지 조성,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조성, 신동 묵은지 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완료, 총 사업비 598억 원
- 관광자원화 사업 : 1단계(2004년~2013년) 7개 사업 종료, 총 사업비 462억 원
2단계(2015년~2019년) 13개 사업 진행중, 총 사업비 1260억 원
- 3단계 관광자원화 사업 발굴 추진중

□ 향후 추진 계획
○ 폐특법 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지속적 연구 및 지원활동 강화. 폐광지역 발전
을 위한 신규 연구 강화
-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설립 추진을 위한 연구 등

○ 폐광기금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탄광지역 개발사업 평가 및 성과평가
분석체계 마련 및 적용
○ 폐광지역 신규 사업 발굴 노력 강화
○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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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래농도 강원 추진 노력
기후변화 ‧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 푸드테크 기술과 연계한

목표

농업 중심도(中心道), 강원 조성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강원도 농산업의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
○ 강원농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주요 연구내용
○ 강원도 푸드테크산업 육성방향 연구 및 ICT기반 스마트팜 조성 추진
○ 강원도 전문 농업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과제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8)
▸ 강원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방향 연구(2018)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2016‧2017‧2018)
수탁 및
▸ 강원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
현안과제
▸ 강원도 미래농정 기획위원회 설립․운영방안 연구(2017)
▸
▸
정책메모
▸
▸

로컬푸드를 넘어 이제 푸드플랜이다(2018)
미래농도 강원 : 푸드테크로 시작하자!(2018)
농업분야의 남북교류 이니셔티브(2018)
곤충산업을 강원도의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자(2017)

□ 주요 성과
○ 홍천 농고, 농림부 지원 미래농업선도고등학교 선정 지원(2016) 및 활성화 지원
※ 홍천 미래농업선도고교 유관기관 간담회 3회 개회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강원도청 농정국, 강원도교육청 창의진로과, 강원연구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본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홍천군, 홍
천군농업기술센터)

○ 농림부 신활력 + 사업 컨설팅을 통해 “원주시 및 평창군” 선정 2개 시군 각
각 2021년까지 70억 등 총 140억 확보

□ 향후 추진 계획
○ 지자체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계획을 통해 미래농도 강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 스마프팜 혁신밸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통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
○ 강원도미래농업교육원의 혁신방안 제시를 통해 미래형 강원도 전문농업인력 양성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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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목표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양극화 문제 해결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대안 경제로서 최근 사회적경제
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급속이 증가하고 있음
○ 강원도는 사회적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설정

□ 주요 연구내용
○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 파악 및 강원도 정책사업 발굴 지원
○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방안 연구 및 포럼사업 지원
○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사업 발굴 지원
○ 도내 시군 사회적경제 정책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MOU 체결 등)
정책과제 ▸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방안(2016)
수탁 및 ▸ 강원도 사회적경제 발전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2015)
현안과제 ▸ 탄광지역 주민창업 교육 컨설팅 보고서(2016～2018)
▸ 강원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2015)
정책메모
▸ 강원도 전통시장이 가야할 길(2018)
▹ 강원포럼 “강원도 전통시장이 가야할 길”(2018. 6. 28)
연구활동 ▹ 강원포럼 “강원지역 사회적경제 현황 및 발전 방안”(2018. 10. 11), 한국은행강원
본부 공동 개최

□ 주요 성과
○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2018년까지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제정, 사회적경제과 신설,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설립 등

○ 2018년 행안부 지정 “춘천시 사회혁신 파크 조성”선정 지원(강원도사회적경
제지원센터 공동)을 통해 국비 20억 확보

□ 향후 추진 계획
○ 제2차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수립(2019) 지원 예정
○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금융 관련 연구 및 포럼 개최 추진
○ 도내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연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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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경영사업 현황 및 성과
1

연구원 자문위원회 등 운영 내실화

□ 부족한 연구인력 보완을 위한 외부 네트워크 강화
○ 연구성과 및 연구원 운영방향 자문을 위한
매년 2회 자문위원회 운영
- 연구원 과제, 포럼 등 자문위원단 참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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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7년

2016년

신규 자문위원
방문규 前 기획재정부 차관, 이철환 단국대 교수(前 금융정보분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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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기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연구역량 보강 및 외부 협력체계 구축
- 강원지역 경제·유관 단체장 간담회, 남북 평화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 간담회,
농업분야 관련 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 강원지역경제교육협의회 등

강원지역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18. 1. 30)

도 출신 재경인사
업무협의 간담회(6. 12)

강원연구원 평화정책
자문단 1차 회의 개최(10. 12)

- 새 정부 도시재생 관련 사업 확대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추진(강원도개발공사, 강원창조경제혁
신센터,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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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운영

□ 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 위상 강화
○ 연구원은 17~18년 2년 동안 전국 시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 회장 기관으로, 대외 협력
을 통해 연구원 위상제고 및 지역 문제 공론화의 장으로 적극 활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정책」업무협력(계속)
- 협약식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관한 공동연구 및 상호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강화 추진
※ 이외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중앙-지방간 재정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

○ 정책기획위원회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지역토론회 개최
- 일자/장소 : 12. 10(월) / 강원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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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원 운영 내실화

[3-1] 연구원 인력 지속 확충
□ 정책수요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지속 충원
○ 연구원 원명 변경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14~'18) 1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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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상빈기
2018 하반기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교통 및 SOC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청년고용(지역균형인재)

1명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물류 및 교통정책 분야

2명

교통 및 물류정책, SOC 분야

1명

○ 지속적인 충원에도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 현재 정원(31명) 대비 2명이
결원 상태임. 정책 수요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 인력의 확충
지속 추진

□ 연구인력 충원 계획
○ 2018년 인력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직 인력 3명 충원 완료
○ 2019년에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채용사이트 홍보 등 다각도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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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원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주요 발전전략 추진
□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실행 운영
○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원도 발전을 선도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의 다각적 경영진단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완료
○ 추진개요
- 중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TFT 구성 ․ 운영
-「경영진단을 통한 업무효율화 방안 수립」경영진단 완료 : 2016. 3 ~ 6
-「강원발전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기획과제 완료 : 2016. 3 ~ 7

○ 기대효과
-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연구영역의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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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추진
○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관리하고, 지역에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통합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최근의 지식정보 생산관리 체계는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연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공유, 연구 및 행정 효율화를 통한 연구지원 강화,
실시간 경영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
○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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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만족도 조사 계속(2017~)
○ 연구원 중장기 계획 수립 결과 고객만족 경영체계의 확립이 요구됨에
따라 연구원의 주요 고객에 대해 대내외 고객으로 분류하여,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현을 위한 만족도 조사 추진

고객지향적 연구원 운영방향 설정

⇓
전반적 인식

주요사업 인식

성과 인식

⇓
집단간 인식수준 분석

⇔

개선점ㆍ수정보완점 도출

⇓
연구원의 고객지향 운영 전략 도출

결과
환류

⇓

⇓
조직생산성

⇔

연구의 시의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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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의
활용성

□ 연구원 정책 홍보활동 강화
○ 연구 및 정책수행 활동 등 연구원과 관련된 내용의 적극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책 활동도 증진 및 연구원 위상제고를 추진
○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최신 트렌드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전략 수립을 통해
정책 고객의 니즈 반영

○ 주요 홍보 활동

<보도자료 배포>

<홍보동영상 제작‧게시>

<연구원 SNS 운영>

<주요행사 홍보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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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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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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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8.(화) 예정 : “2019 경제산업 전망과 주요 이슈” /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연번

주

제

강

사

일

자

제1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강원도 푸드테크

김관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17.9.26(화)

제2회

4차 산업혁명과 뉴 노멀

김창경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2017.10.24(화)

제3회

독일에서 배우는 사회 통합

김황식 前 국무총리

2017.11.28(화)

제4회

고용 우선의 경제 운용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17.12.26(화)

제5회

최근 산업경제 현황과 2018년 전망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2018.1.23(화)

제6회

2018년 국제정세 전망과 한국외교

신각수 前 주일본대사

2018.2.27(화)

제7회

한국 경제의 미래, 동반성장에서 찾다

정운찬 前 국무총리

2018.3.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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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제

강

사

일

자

제8회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게 아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오종남
2018.4.24.(화)
서울대학교 SPARC 명예주임교수, 前 통계청장

제9회

강원도의 미래자원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 2018.5.29.(화)

제10회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였고, 어떻게 극복
되었는가? : 1997년과 2008년의 경험 비교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 前 한국은행 총재

2018.6.26(화)

제11회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화 전망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2018.7.24(화)

김동석 미국 KACE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2018.8.28(화)

조순 前 경제부총리

2018.9.20(목)

제12회 Washington Perspective on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평화, 워싱턴의 변수
제13회

한국의 미래와 교육

제14회 한민족 DNA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
제15회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비전과 지역비전

제16회

2019년 경제산업 전망과 주요 이슈

김석동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제11회 아침포럼 :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화 전망

2018.11.27(화)
2018.12.18(화)

제13회 아침포럼 : 한국의 미래와 교육

[참고사항] 아침포럼 1주년 기념식 개최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9. 20(목) 09:00 ~ 10:00
○ 주요내용 : 1주년 기념책자 출판, 개근 참석자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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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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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를
청년인재와 함께 고민하여 대안 제시

□ 2018년 공모전 개최 결과(제2회)
○ 공모 분야 : 자유주제 전 분야
(강원도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아이디어)

※ 참가자격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시상 내역 : 우수상 3편(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수상작은 강원논총 제18호에 게재 예정
논문 제목

성명

소속 대학 및 학과

미세먼지와 강원도 관광수요의 영향 관계 분석

전창형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이광연외 1명

강원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부동산학과

조준희외 3명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경제학과, 영어영문학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강원도 산촌의 문제점
도출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강원도 경쟁력 향상

□ 2017년 공모전 개최 결과(제1회)
○ 공모 분야 : 자유주제 전 분야(강원도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아이디어)
※ 참가자격 : 강원도내 대학(원)생

○ 시상 내역 : 우수상 3편(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수상작은 강원논총 제16호(2017.10 발간)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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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식 ‧ 정보 확산 노력

□ 강원도 통계핸드북 제작 ․ 배포(2016~)
○ 연구원 및 다양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휴대성 높은 참고자료 제공
○ 강원도의 일반적인 통계 및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조사내용 등을
반영하여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로 배포
※ 도의회, 도, 시군의회, 시군, 언론사, 주요단체 등 약 1,000부 배포

□ 웹뉴스 정기 발간·제공(9월 전면 개편)
○ 국내외 주요 동향분석 및 그림으로 보는 강원도세상(인포그래픽스) 등을 포함
하는 ｢웹뉴스｣ 월 2회 제공(한눈에 보는 강원이슈 / RIG 脈 격주)
※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을 통해 배포(15,000명)

○ 주요내용 : 정책메모, 최신 연구보고서 소개, 알림마당, 그림으로 보는
강원도 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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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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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동영상 상영

□ 갤러리 공간 개방,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2016~)
○ 갤러리 인문학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 예술과 접목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접근 기회 제공,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 도민을 위한 전시·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소통 공간 활용
- 2016. 6. 1 개관 이후 지역 예술인 전시 개최 : 19회
연번
1
2
3
4
5
6
7
8

주
제
일
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예쁜 엽서 전시회
2018.1.15(월) ~ 1.19(금)
「2018년 강원 기상·기후사진 전시회」
2018.6.1(금) ~ 6.27(수)
“강원비전 2040” 강원의 이미지 여행展 - 이명호 초대전
2018.7.9(월) ~ 8.3(금)
제4회 빛들전 – 심영희 개인전
2018.8.11(토) ~ 8.31(금)
스위밍 에고 – 원영은 개인전
2018.9.3(월) ~ 9.28(금)
여우내길 이야기 -제1회 가정중학교 사진 전시회2018.10.29(월) ~ 11.9(금)
제2회 마이펫 사진전
2018.11.26(월) ~ 12.1(토)
최정아 개인전 -Homo Desire2018.12.4(월) ~ 12.18(화)
※ 강원 관광기념품 통합브랜드(BI) 기념품 전시회 개최 예정(12.24 ~ 12.2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예쁜 엽서 전시회

2018년 강원 기상·기후사진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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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밍 에고 – 원영은 개인전

8

근무여건 ‧ 복지증진 및 사회적 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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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 보호 및 여성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직원 휴게실 시설 개선 및 확충

□ 대외 활동 적극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 연구원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 참여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책무 강화
- 단체 봉사활동(연 1회 이상), 임직원 재능기부 등 추진
※(예시) 재능나눔 봉사활동(2017. 11. 24 / 춘천 낭만시장)
∘ 활동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능나눔 봉사 및 물품구매 등
⇨ 봉사활동 후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보고서 전달(연구원 → 시장협의회)

- 강원도 산불 발생지역 및 가뭄지역, 장애인 재활원 성금 모금 전달, 법무복지 공단 위문품 전달 등

동해안 산불피해 성금전달

포항 지진피해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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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영평가 11년(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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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개선사항 위주)

평가기관

'08년
최우수(94.0)

○ 경영 : 연구원 부족, 해외․시군과의 교류 확대 필요
○ 연구 :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필요, 연구과제 내․외부 의견수렴 불충분
○ 고객만족 : 고객만족도 최초 실시

지방공기업
평가원

'09년
최우수(92.5)

○ 경영 :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교육훈련비의 증액 필요
○ 연구 : 외부 의견수렴 강화, 수탁과제 수주기관 다양화 필요
○ 고객만족 : 만족도 조사결과 연구의 질 제고에 활용할 필요

지방공기업
평가원

'10년
최우수(92.4)

○ 경영 : 연구업무 중심의 예산편성 필요
○ 연구 : 정책과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시군 코디네이터제 운영, 연구논문 발표 인센
티브제 강화 필요
○ 고객만족 : 고객만족도 결과 근평에 반영 필요

지방공기업
평가원

'11년
최우수(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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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12년
최우수(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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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13년
최우수(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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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14년
최우수(90.1)

○ 경영 : 조직구조 개편 및 성과관리시스템 개편, 자체수입 개선 노력, 연구사업계획
의 구체성 필요
○ 연구 : 연구 배분기준과 원칙이 명문화, 산학연 합동연구 우수 수준
○ 고객만족 :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제고 노력 필요

한국행정
연구원

'15년
최우수(92.0)

○ 경영 :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필요, 윤리경영 강화시스템 도입
○ 연구 : 온라인상시과제시스템 구축
○ 고객만족 : 결과의 정책활용 여부를 객체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 명확한 근거 제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16년
최우수(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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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산업
연구원

'17년
최우수(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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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식산업
연구원

'18년
최우수(92.5)

○ 경영 : 직급별 요구되는 핵심역량 정의필요, 해당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 요청
○ 연구 : 연구원 1인당 적정한 과제 수 산정 필요
○ 고객만족 : 고객만족도 표본수 확대 및 관리 필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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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년 운영계획
1
연구
목표

중점 연구방향
남북 평화시대 견인과 지역의 내적역량 제고

남북평화 이니셔티브 연계 지원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시대 적응 가속화 지원

저출산 ․ 고령화 및 지역소멸 대응 강화

지역자원 가치 제고 실천력 뒷받침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지원

올림픽 유산으로 문화 ․ 관광 자원의 고도화
지역장기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미래를 준비하는
융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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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기반한 연구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연구

2

연구사업 추진 방향

□ 강원도 미래를 준비하는 신성장 ‧ 융복합 연구 추진
○ 강원도 미래를 견인할 신규 성장동력 육성체계 마련
☞ 강원미래비전 2040의 실천 및 사후관리 계속 추진

○ 4차 산업혁명시대 강원도 핵심전략산업 육성 강화
☞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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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장기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
○ 남북평화 및 북방경제 시대 도래에 따른 강원도 발전전략 마련
☞「통일·북방연구센터」 역할 운영 강화

○ 동계올림픽 이후 유산활용 및 지역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 강화
☞ 올림픽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구
종합계획 등

○ 국가 균형발전 및 분권전략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의 적극적 수립
☞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낙후지역의 발전전략 마련 강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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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연구 역량강화 추진 방안 강구
○ 연구원 및 원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회” 모임 활성화
- 자발적 연구모임 운영을 통한 강원도 발전방안 모색

○ 현재의 도정 및 시군정과 연계성이 없지만, 미래에 도움이 될 연구과제 선발
및 추진 검토(원내 1~2개, 연구기간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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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연구수행 목표 설정

□ 연구수행 목표 설정(안)
구 분

2018년 연구수행 목표
(신규과제)

2019년 연구수행 목표
(신규과제)

기획과제

6

6

74

94

60

40

140

140

정책과제
시군 협력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총

계

※ 2016년부터 정책메모는 정기간행물 형태로 발간 중(별도 관리)

○ 지역사회의 기초역량 강화, 강원도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장기적
으로 경쟁력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기획과제」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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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및 강원포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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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으로 출연금 증액을 통해 수탁수입에 대한 의존성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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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주요 연구 목록(안)
남북평화 이니셔티브 연계 지원 역량 강화

기획과제

‧ 국방개혁 2.0과 강원도의 대응 방안 연구
‧ 강원도 철도관광의 추진 방향

정책과제 /
현안과제

‧ 남북 자원·에너지 협력 방안
‧ 남북 동해안 수산 ․ 해양 협력 방향

4차 산업혁명시대 적응 가속화 지원
‧ 데이터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기본연구
정책과제 /
현안과제

‧ 블록체인 기술과 강원도 적용방안
‧ 강원도 진단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융복합 정보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재난상황 통합알림체계 구축

저출산 ․ 고령화 및 지역소멸 대응 강화
기획과제

‧ 강원 경제 ․ 산업 동향과 대응방안
‧ 강원도 한계농촌마을 정책수립 연구
‧ 강원도민의 건강수준(건강행태 관련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및
건강행태 개선방안

정책과제 /
현안과제

‧ 지역소멸시대, 마을공동체 지원 체계 구축 방향과 대안
‧ 강원도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연구
‧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추진방안
‧ 지자체의 폭염대비 방안
‧ 지역 특성을 활용한 강원도 산촌(山村)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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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가치 제고 실천력 뒷받침
기획과제

‧ 강원도 재난·재해 경감 전략 연구
‧ 농업분야 중간조직융합 및 활성화 방안

정책 /시군협력
현안과제

‧ 강원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방안
‧ 강원도내 기업제품 공동브랜드 제도화 방안 및 공동운영 방안 연구
‧ 강원도 농업인 교육의 효율성 증대 방안
‧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자동실효 등에 대비한 향후 관리방안
‧ 조엄기념관 방문활성화 방안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토양유실저감 및 탁수제어 실증사업(저회경량골재

수탁과제

활용 중심)
‧ 동해시 묵호,묵호항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2차)
‧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지원
기획과제

‧ 자치분권의 새로운 준비를 위한 강원도 전략 연구
‧ 강원도 신균형발전(I벨트) 추진 전략
‧ 강원도 도시재생 쇠퇴 및 평가지표 연구(안)
‧ 강원도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방안

정책 /시군협력
현안과제

‧ 속초의 사회적경제 조직역량진단과 지원체계 구축방안
‧ 삼척시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연구
‧ 폐광지역 관광의 성과와 개선 방향 연구
‧ 강원도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 강원도 한강수계의 유역특성 분석 및 유역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 동계올림픽 이후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구종합계획 변경(2단계)수립 용역

수탁과제

‧ 접경지역 경제·사회·문화구조 분석 연구용역
‧ 강원도 중장기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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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유산으로 문화․관광 자원의 고도화
기획과제

‧ 강원도 도시관광의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 7개 도시를 중심으로 ‧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

정책 /시군협력
현안과제

‧ 강원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 방안
‧ 지역주도형 문화공동체 역량강화 방안
‧ 강원도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최근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강원도 관광정책 수립방향

‧ 올림픽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수탁과제
‧ 양양 YY서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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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기획과제 추진(안)
과 제 명

강원 경제 ․ 산업 동향과 대응방안
침체되고 있는 강원경제의 동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전

1
주요내용

망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 지난 10년간 경제 분석
을 통해 2020년 경제전망을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 모색

과 제 명

강원도 도시관광의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 7개 도시를 중심으로 강원도 도시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7개 도시의 실

2

태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 장소성과 이미
주요내용

지, 최근 트렌드의 반영, 관광산업의 집적 등 모든 관광이슈가
종합된 도시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

과 제 명

자치분권의 새로운 준비를 위한 강원도 전략 연구

주요내용

현 정부에서 중시하고 있는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이양
재원에 대한 강원도의 효율적 운용과 자치분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함의 발굴

과 제 명

국방개혁 2.0과 강원도의 대응 방안 연구

3

한반도 평화시대에 요구되는 접경지역의 위상 재설정과 발전방안

4
주요내용

마련. 국방개혁 2.0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 마련의 기본방향을 설정

과 제 명

강원도 재난·재해 경감 전략 연구
UN ISDR의 도시복원 전략계획 지침의 해석을 통한 강원도 및

5
주요내용

시군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계획화 방안을 강구. 현재의
재난 업무분야별 재난재해 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전략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지표, 지수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략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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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원 운영 중점 추진사항

[6-1] 연구원 사옥 신축 추진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강원연구원 청사 신축
○위

치 :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5번지(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면

적 : 부지 8,468.9㎡(2,561평), 건물연면적 6,363.72㎡(1,925평)

○구

조 : 5층(지하1, 지상 4)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 업 비 : 18,861백만원(부지매입 1,862, 건축비 등 16,999)
<사업비 확보>
○ 총 사업비 : 18,861백만 원
-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 8,861백만 원
- 현 청사 매각 충담금

: 9,900백만 원

- 자체예산 : 100백만 원(등기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 연구원 기금 10,200백만 원 중 8,861백만 원 일반회계 전출

□ 추진 경과
○ 매입방침결정 및 이사회 보고 : '16. 12. 26
○ 부지매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제1차 정기이사회) : '17. 3. 27
○ 부지매입 관련계획 보고(도의회) : '17. 4. 13
○ 부지매매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연구원-춘천시) : '17. 9. 28
○ 부지 매입비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 '17. 10. 16 ~ 10. 23
○ 연구원 청사 신축 대행기관 위탁계약 체결(강원도개발공사) : '17. 10. 27
○ 연구원 청사 신축 및 現 청사 매각계획 이사회 승인: '17. 12. 26
○ 現 청사 매매계약 체결: '18. 3. 20
○ 설계용역 공모 발주 및 우수작 선정 : '17. 1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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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및 실시설계 : '18. 1. 12. ~ '18. 9. 8
○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 '18. 6월 ~ 9월
○ 공사별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18. 10월

□ 향후 계획
○ 공사 착공 및 준공 : '18. 10. 29 ~ '20. 6. 30(21개월)
- 가설휀스, 경계측량 등 공통 가설공사 : '18.11월
- 지열공사 : '18.11월 ~ 12월
- 토사굴착, 터파기, 골조공사 등 : '19. 2월~
< 신청사 기공식 개최 >
○ 일시 및 장소 : 2019. 3월 중 예정, 서면 금산리 1015
○ 참석대상 : 200여명
‣ (강원도)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 위원장 ․ 기획행정위, 기획관리실장
‣ (시 ․ 군)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 (유관기관) 도내‧외 주요 기관단체장, 전국시도연구원장 등
‣ (강 원 연) 이사진, 자문위원, 아침포럼 참석자 등
‣ (춘천시민) 서면발전위원장, 서면 면장,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기공식 세레머니 등

○ 신축청사 이전 및 개청 : '20. 7월 예정

<신축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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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원 인력 확충 및 정원 확대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직 확충 추진 필요
○ 지난 5년 간 ('14~'18) 12명의 전문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
→ 지속적인 인력 충원에도 현재 연구직 2명 결원
○ 정책 수요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정 인력을 조기 확충 추진
○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채용사이트 홍보 등 다각도로 노력 계속
※ 2019년 인력수급계획(수립 중) 마련을 통해 우수인력 채용 추진

□ 연구수요 증가에 따른 연구직 증원 필요
○ 올림픽 이후 강원도 신성장동력 창출 연구 및 최근 남북교류, 북방경제 등
지역개발,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자원의 가치제고, 고착화되는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는 경제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필요
⇨ 강원도 유일의 종합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미래 트렌드 변화 대응 및 도정
정책 방향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또한 연구원 분원 및 투자관리 ‧ 정보통계 기능 강화, 시·군 협력사업 확대
등으로 신분야 발굴 수요가 증가 → 연구직 증원 필요
⇨ 지속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증원 그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및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진행중
※ 공개채용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및 고도화 추진
- 2018년 개선사항 : 원서접수 홈페이지 접수 시스템 마련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연구원 홈페이지(채용공고 게시판)를 통해 응시자
직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논문 등을 업로드하여 제출
응시자의 원서 접수 편의 증진, 제출서류 보관 안전성 강화, 불필요한 출력물
생산 지양 등 개선

- 2019년 추진사항 : 공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채용시스템 개선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공채 응모시 접수․진행상황 자동안내, 온라인 심사 등이
가능토록 고도화하여, 이용자뿐 아니라 채용업무 효율성 증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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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원 분원 설립 검토
□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원의 분원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현장성 있는 정책지원과 강원도 균형
발전 도모
※ 타 시도연 사례
-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 : 의정부)
- 충북연구원(북부분원:제천, 남부분원:옥천)

○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으로 강원도 지역단위 정책개발 기능
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군 간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의 제약에 따라 연
구수행 및 업무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군 현장 중심 정책지원을 위해 시․군별 3명 이상의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 중

○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기반을 둔 핵심 정책개발 및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 지역 체감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군 협력사
업 활성화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

□ 향후 계획
○ 강원연구원 분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분원설치 추진
○ 해당 권역 정책지원 및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분원 설립 대상지역 협의 : 강원도 및 18개 시⋅군 간담회 개최
○ 분원 설립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 도의회와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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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강원도 공공투자사업 기능 강화
□ 목적 및 필요성
○ 강원도 재정투자 사업 증가에 따른 효율성 검토와 재정운영 사업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도 정책 ‧ 사업전반 관련 평가 필요)
○ 시군별 공공투자사업의 증가 예상
- SOC 개선, 복지경제 활성화 등 강원도 재정투자 사업 지속적 증가 예상
- 지방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투자-분석-평가 등을 위한 대응 마련 필요

○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투자평가 역량 강화 필요
- 높은 이전재원 비중(가용재원 한정성), 공공부문의 투명성ㆍ책무성 강조기조 따라
투자사업의 투명한 운영 및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성 증대
-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방안 마련

○ 국비 확보를 위한 타당성 및 논리개발 강화

□ 추진 방법
○ 강원도 투자분석센터의 설립 필요 및 시의성, 법적 타당성 검토
○ 국내(중앙 및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 현황 검토
⇨ 주요 기능 분류 및 중장기 인력방안 검토 등 효율적 운영도출

○ 투자분석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수립
- 투자분석센터의 설립 방향 검토 및 운영 전략 마련
- 관-학-연-민과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도 및 시군의 투자, 평가, 심사 과정의 지원 체계 마련

□ 향후 계획
○ 연구원 내 강원도 공공투자분석센터 설립 검토
- 강원도 투자분석센터의 설립 필요 및 시의성, 법적 타당성 검토
- 국내(중앙 및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 현황 검토

○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고려한 수요 추정 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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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타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현황
구분

인력현황

센터장

설립연도

관련조례

주요업무

서울
공공투자
관리센터

총 25명
소장1, 팀장4,
부연구위원1,
연구원18,
운영직원1

윤형호

2012.5

○

- 재정사업 타당성검토, 조사, 검증
- 민간투자사업 지원
- 기초연구, 지침마련, 관련 실무자 교육

경기
공공투자
관리센터

총 10명
기획부 3
평가부 7

○

-

부산
공공투자
관리센터

총 8명
센터장 1
투자분석위원 3
분석원 4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업무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지원
- 개별법령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및
지원
- 기초연구, 지침마련, 관련 실무자 교육

경남
공공투자
관리센터

총 6명
센터장 1
연구위원 1
연구원 4

-

- 민간·재정투자사업 지원, 자문 및 평가
- 예타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분석
- 투자사업 매뉴얼 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울산
공공투자
관리센터

총 5명
센터장 1
부연구위원 1
전문위원 2
연구원 1

-

-

국비사업 발굴 및 사전 검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지원
기술용역대상사업 검토
지방재정 연구 및 지원
민간투자사업 지원
기초연구, DB구축, 교육·세미나

충북
공공투자
분석센터

총 3명
센터장 1
전문위원 1
연구원 1

사전 예타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신규 국책사업 발굴 및 지원
투심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검토
투자분석 연구, 교육 및 컨설팅

충남
공공투자
관리센터

총 2명*
센터장 1
연구원 1

-

오재환
(겸임)

김기수

이은규

2018.9

2013.9

2014.12

2015.12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
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중앙투자심사 지원
민간투자사업 심사 지원

조남건

2012.2

-

-

임재영

2017.12

-

- 재정사업 발굴 및 지원
- 예타 대응 연구 및 지원
-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및 검증

-

- 국비 사업의 안정적 확보 위한 지원
-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대상사업
타당성검토
- 연구·교육 및 컨설팅

○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예타사업발굴 및 타당성검토
- 학술용역대상사업 사전 검증
- 공공투자사업 지침 마련 및 공무원 교육

*채용 진행중
대구경북
공공투자
평가센터

총 3명
센터장 1
연구원 2

제주
공공투자
관리센터

총 3명
센터장 1
연구위원 1
연구원 1

박성덕

강창민

2015.6

2016.10

주: 각 홈페이지 기준, 201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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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통계정보 관련 기능 강화를 통한 연구 활성화
□ 필 요 성
○ 합리적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강원도 전반의 자료 조사 결과의 집적
및 과학적 분석 능력 함양 필요
- 수탁과제“강원도 시군 사회조사 결과분석과제 수행 중”

○ 강원도 지역 통계 수집가공 및 분석을 통해 도내 주요 기관에 분야별
통계정보 제공 필요
- 2015년부터“강원도 통계핸드북”을 제작, 도의회, 도, 시군의회, 시군, 언론사,
주요단체 등 약 1,000부 배포
- 연구원 및 다양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휴대성 높은 참고자료 제공
- 강원도의 일반적인 통계 및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조사내용 등을 반영하여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로 배포

□ 통계정보 체계 기반 구축 방안

□ 향후 계획
○ 연구원 내 통계정보분석 역량 강화방안 검토
- 강원도 지역내 통계정보조사 대행, 기존 분야별 통계정보 취합 및 분석체계 구축
- 강원지역 기초통계정보자료 관리 및 분야별 연구 지원

○ 장기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정보 서비스 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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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출연금의 안정적 확보 필요
□ 연구원 안정적인 기반유지를 위한 출연금 확보 추진
○ 2015년부터 3년간 출연금 삭감 이후 2018년 대폭 증액된 출연금 40억
(강원학센터 운영비 4억 포함)을 교부받음

[목 표] 매년 도비출연금 10% 증액

* 2019년 출연금 50억

최근 도비출연금 변화

○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대비, 안정적 연구원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자체수입 확충 노력(수탁과제 발굴 TF운영 등)을 해 오고 있으나,
※ 단위 : 천원

2015

2016

2017

2018

※ 경상수입 : 이자수입, 임대수입, 수탁연구사업수입

※ 임시수입 : 잉여금, 이월사업비, 청사관리비, 기타수입

※ 2018년 임시수입 : 청사매각수입(4,200백만원) 포함

※ 2018년 도 출연금 : 36억 + 4억(강원학센터 운영비)

○ 연구원 운영 재원확보를 위한 수탁사업 수주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수탁
사업 강화는 연구원의 고유 목적인 공공연구 기반이 축소
-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근거 조항의 폐지에 따라 연구원과 지자체간의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됨(2천만원 이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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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 및 시군의 예산절감 운영과 연구용역 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수탁사업 수주에 어려
움을 겪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약건수

61

78

43

52

44

계약금액

2,614,043

2,862,296

2,942,000

2,561,280

3,329,544

※ 12. 10일 현재 계약금액은 총 44건에 3,329백만원 / 전년 동기대비(△5건 / 858백만원 증)
※ 보조금 사업 제외

○ 최근 4년간 총 예산 대비 자체수입(경상수입+임시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8.2%임
※ 2018년 예산대비 자체수입 비율 평균 : 전국시도연구원 38.4%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 산 액

8,093,090

8,370,225

9,696,512

13,210,657

자체수입

4,343,090

4,635,225

5,251,512

8,710,657

도 출연금

3,300,000

3,135,000

3,045,000

4,000,000

시군 출연금

450,000

600,000

700,000

500,000

자체수입비율(%)

53.6%

55.3%

54.1%

65.9%

도 출연금 비율(%)

40.7%

37.4%

31.4%

30.3%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에 비해 총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과도한 수탁사업 수행으로 인해 연구원의 고유기능 저하
⇨ 장기적으로 충분한 출연금 확보를 통해 수탁수입에 대한 의존성 경감 필요

○ 전국 시도연구원 출연금 평균값이 6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억 규모의
출연금 필요하지만 여건상 단계적 증액 추진(강원연구원 중장기 계획 목표)
⇨ 2019년 41억원, 2020년 45억원, 2021년 50억원으로 증액 필요(센터 운영예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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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타 연구기관 비교현황
<시도연구원 현황>
구 분
강원연
최
최

순위
현황
고
저

세부현황

연구직 (총원)

2018 예산

2018년 출연금

8위
31명(45)
서울 76명(140)
경남 14명(27)

3위
132.1억
서울 325.2억
경남 58.9억

10위
40억
서울 236억
충북 32.4억

연구원명
서울
충남
경기
대구경북
부산
인천
광주전남
강원
울산
대전세종
충북
전북
제주
경남

인 원
76(140)
63(74)
56(77)
53(65)
39(53)
38(51)
35(43)
31(45)
28(36)
28(35)
24(32)
23(36)
21(29)
14(27)

연구원명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부산
충남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울산
전북
대전세종
제주
경남

예 산
325.2
192.8
132.1
109.6
107.4
104.1
102.3
102.2
98.8
80.2
75.9
62.6
62.1
58.9

※ 청사신축 예산포함 (41,9억)
제외시 : 90.2억(9위)

연구원명
서울
경기
대구경북
부산
인천
충남
광주전남
대전세종
제주
강원
전북
울산
경남
충북

출연금
236.9
145.5
77.0
75.9
74.0
62.9
54.0
44.9
40.8
40.0
40.0
38.6
32.8
32.4

예산대비
도 출연금비율
13위
30.3%
경기 75.5%
충북 29.6%
연구원명 출연금 비율
경기
75.5%
대구경북
75.3%
서울
72.8%
인천
72.4%
대전세종
71.7%
부산
70.7%
제주
65.7%
충남
60.4%
경남
55.7%
광주전남
54.7%
전북
52.7%
울산
48.1%
강원
30.3%
충북
29.6%

※ 청사신축 예산 제외시
: 44.3%(13위)

<국책연구기관 출연금 비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 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평

총예산(백만원)
23,488
40,005
35,347
20,511
28,165
24,879
12,483
77,606
91,750
150,061
45,296
24,197
37,316
17,034
35,282
20,757
36,689
69,419
12,714
45,099
15,699
11,636
40697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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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백만원)
15,754
18,161
29,822
20,511
10,967
0
11,168
39,008
18,450
32,134
15,740
14,360
16,426
11,536
23,071
14,000
30,855
21,554
8,941
18,902
12,237
10,705
20663

출연금비율(%)
67.1
45.4
84.4
100.0
38.9
0.0
89.5
50.3
20.1
21.4
34.7
59.3
44.0
67.7
65.4
67.4
84.1
31.0
70.3
41.9
77.9
92.0
50.8
56.7

[6-8]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노력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추진이 가장 많은(51.2%) 공직유관단체는 연구자선정, 과제
심의 등 추진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 최종 연구보고서와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성 검증도 미흡
○ 기관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과제선정 및 계약체결, 결과평가
및 공개 등 연구용역 과제 전반 관리규정 제정·정비 권고
○ 중복연구 및 표절·유사성 검증절차 미비에 따라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자체표절검증시스템 등 유사성검사 시스템 활용 제도화 권고

□(대응방안) 연구용역 세부운영 기준 마련
○ 현재 연구원에서는 규정(위․수탁사업 수행 및 연구업무수행규칙)에 근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준하는「연구조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
○ 향후, 연구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제도적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규칙
개정 및 세부지침을 마련 추진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복 ․ 유사성 검증 절차 강화
○ 현재 연구원에서는 규정(연구윤리규칙)에 근거,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표절검사
솔루션 등을 통해 보고서 발간 승인절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유사도 분석 실시 및 위반행위 여부 심의
‣ 연구원에서는 연구기관, 대학교 등에서 사용 중인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카피킬러)
을 도입하여 2015년부터 시행
√ 연구원 발간 보고서에 대한 연구윤리 강화 및 책임감 있는 연구수행 문화확립
을 위해 표절 검사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 향후, 세부검토 후 단계별로 연구과제의 표절검사 검증절차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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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무효율화 추진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고도화하여 연구과제를 관리함으로써 신
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 예산회계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경상비 및 연구예산 지출 및 추진사항 실
시간 점검 실시
- 원내 공지사항, 과제진행사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포털구축을 통해
신속한 정보전달 추진
⇨ 향후 평가시스템 구축, 계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업무
효율화 추진

□ 종이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추진 (단계적 추진)
○ 지출을 위해 필요한 종이 영수증을 제출하는 대신, 영수증에 있는 승인
번호만 품의문서에 기재하여 지출부서에 제출
○ 추후, PMS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만으로 지출처리 검토

PMS를 활용하여 영수증을 처리하고 있는
타 연구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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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현재 지출사례

[6-10] 연구 역량 강화 지속 노력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제도 도입
○ 현재의 도정 및 시군정과 연계성이 없지만, 미래지향적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회” 모임 활성화
- 연구원 및 원외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모임 운영을 통한 강원도 발
전방안 모색

□ 도내 대학 등과 연계 강화 추진

⁕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 도내 전문가 집단의 강원도 정책수립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도내 대학원생의 참신한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제3회 대학(원)생 연
구논문 공모전” 개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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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도」추진을 통해 직원의 재충전 및 자기계발의
기회 제공
○ 유연근무제 적극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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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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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연구원 위상 제고 노력
□ 연구원 홍보 활성화 추진
○ 연구원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 SNS, 웹뉴스, 보도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 추진
- 연구결과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연구과제 연중기획기사 발간, 비주얼 퍼포먼스 및 동영상 제작
- 웹뉴스에서 발간하는 RIG脈과 연계하여 매월 선정된 내용에 대한 기획기사 발간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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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각종 주요행사에 연구원 홍보부스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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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모금 전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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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원 경영평가 대비 철저
○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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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개편 사항 및 운영 방안

□ 조직개편안
7개 센터 (개편 전)

7개 센터 (개편 후)

미래전략연구센터

통일‧북방연구센터

강원경제교육센터

강원학연구센터

일자리‧사회적경제센터
통일‧북방연구센터

⇨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강원학연구센터

강원경제교육센터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센터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개편방향
○ 기존 2개 센터 업무 타 센터로 이관하고 신규 2개 센터 신설하여 운영
- 미래전략연구센터 업무는 기획경영실 정책의제관리팀으로, 일자리·사회적경제센터
업무는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여 관련 업무 계속 수행
⇨ 기존 센터업무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추진

-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 플랫폼 역할 및 정부강원도~지자체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지원 역할을 위한「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신설
- 강원도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중심의 마을 역량강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신설
◇ 부속기관의 실태 및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 및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 향후 도의회 및 도와 지속 논의를 통해 유기적 운영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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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북방연구센터

□ 2018년 추진실적
○ 주요 연구실적
구분
기획
정책
수탁
현안

정책메모

과

제

명

완 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추진방향 연구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전략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개발계획 연구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기본방안 연구용역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기대효과 분석
제23회 동북아지사성장회의와 지역협력 방안
국방개혁과 민군상생
2018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강원도: 남북관계 발전과 강원도 평화경제 이니셔티브
통일 및 북방시대 ‘국가미래선도사업’: 동해선 철도 강릉~제진 복원
남북교류협력의 촉매, Green협력
남북평화시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새로운 함의
북강원도 공간구조의 이해와 강원도 협력기반 구축 방향
남북 동해바다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강원도의 과제
북강원도의 중심, 원산의 재조명
남북강원도 스포초교류와 평화이니셔티브
농업분야의 남북교류이니셔티브
광복절 경축사와 통일경제특구
금강산․설악산의 세계복합유산화와 남북 강원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시점에서 되짚어 보는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통일북방포럼 창립회의

진행 중
진행 중
18. 02
18. 02
18. 07
진행 중
2/27
4/30
5/8
5/11
5/29
6/8
7/17
7/24
7/31
8/7
8/17
9/28
10/12

4⋅27 남북정상회담과 강원도 발전전략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대비, 북한사회 이해하기

독일 통일의 교훈과 시사점: 동서베를린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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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운영계획
○ 대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연구기반 조성 및 구체화
- 북한 사회과학원과의 교류 추진, 분야별 대북교류협력사업 학술회의 개최 등

○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연해주와의 협력관계 체계화
- 한국관세학회, 동북아경제학회, 한국통상정보학회와의 공동연구 추진
- 강원도내 대중․대러 무역 관련 기업 지원(CEO포럼 등 정기적 간담회 추진)

○ 통일 역량 강화의 실체화 : 도내 민간 CEO 통일교육사업, DMZ 현장포럼 추진

[참고] 강원연구원 평화정책자문단 구성 · 운영
○ 목

적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새로운 평화시대 도래에 따른 강원도 추진 가능한 정책 마련 필요
- 남·북, 북방관련 현장 중심형 전문가를 모시고 강원도가 앞으로 평화시대에 추진해야할
핵심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평화지역 대표 연구기관으로 위상 정립
※ 제1차 정기회의 개최(10. 12), 제2차 정기회 개최(12. 14)

< 자문단 구성(안) >
성명
김기석

소
속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명
오만섭

소
속
육군본부 자문위원

김남홍

前 국정원 강원지부장

육재희

한라그룹 전무

김영식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상섭

前 국정원 경기지부장

김칠두
문대섭

前 산업자원부 차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정책본부장

이헌수
이현주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 연구센터장

신봉섭

前 선양 총영사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헌

에너지기술연구원 부원장

엄종식

前 통일부 차관

최종학

前 한국관광공사 경영혁신본부장

※ 향후 필요시 외부 전문가 추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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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학연구센터

□ 2018년 추진실적
○ 2018년 1월 강원학연구센터 개소식 및 제13차 한국지역학 포럼 개최
○ 강원학·지역학 관련 기관과의 학술연구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학 기관과의 MOU 체결(2건) / 도내 기관과의 MOU 체결(6건)
- 국내 지역학연구기관 순회탐방(15개소) / 도내 문화원 탐방(예정)

○ 강원학연구센터 설립과 강원학 진흥을 위한 운영 내용 홍보, 지역과의
동반 성장 및 강원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도내 권역별 순회세미나 개최
(영동권, 영서북부권, 영서남부권 등 3건)
○ 강원학 연구의 활성화 및 강원학 전문 연구자 육성을 위한 강원학 연구
지원 사업 추진
- 강원학 연구 4건 지원(과제당 1,000만원, 강원학 학술총서 발간)

○ 강원학 연구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강원학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강원학 자료 DB화 진행
○ 강원‘학(學)’으로서의 자기정체성 확보를 위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학술세미나 개최(2회), 강원학대회 개최(12월 예정)

○ 강원학에 대한 도민의 인식 확대와 대중화 계기 마련을 위한 강원학
아카데미 운영 및 지식총서 발간
- 강원학아카데미 운영(8회)/ 7회 완료, 11월(1회) 개최 예정
- 지식총서 발간 추진(5권)

○ 강원학 및 연구성과 홍보
- 강원학연구센터 CI 선정 및 홈페이지 구축
- 강원학연구센터 소식지「강원학나래」 분기별 발간

☞ 강원학 플랫폼 구축 및 열린 강원학 실현을 위한 기초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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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포럼

강원학연구센터 CI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MOU 체결 협약식
(강원학연구센터-국립춘천박물관)

강원학연구센터 학술세미나
「남북 강원 유산의 세계화」

□ 2019년 운영계획
○ 강원도 미래유산 자원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강원도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유산 자원 발굴 등의 기초 조사 수행 및 아카이브 구축
을 통해 유산화를 추진할 필요
- 지역의 특수성 및 역사성의 이해를 위해 지역내의 기초자료에 대한 수집 및 체계화
가 필요하며, 특히 강원도는 근현대 자료가 많이 부족
- 지역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민 스스로 지역에 대해 공부해가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을 높여 나가는 취지에서 시민기록가 양성 및 공적 용역의 자료 수집 한계 보완 필요

⇨ 강원도내 자원(탄광, 평창동계올림픽, 농업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구술
채록, 시민기록가 양성과정 개설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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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연구 및 지역어 연구
- 우리나라의 지명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재편, 토지조사사업 지도 제작과정에서 지명
변화가 일어났으며, 최근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으로 지명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 대두
- 방언은 지역 문화의 역사화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표준어 중심적인
어문정책으로 지역 언어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보존 정책 필요

⇨ 디지털 백과사전 형식의 강원 지명사전 편찬(3개년), 강원도 방언, 토속어 발굴 추진

○ 남북강원 이해를 통한 통일 강원 대비
- 최근 남북간의 평화 분위기 속에 세계 유일의 분단 도로서 남북 평화 시대에 대비하여
북강원에 대한 기본적 이해 필요

⇨ 남북 강원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화, DMZ 관련 경기학연구센터와의
공동연구 추진, 학술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 강원도 북강원도사 편찬 연계 사업 구상

○ 다른 시각에서의 강원학 찾기
- 타 지역학 센터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타지역 사람들이 바라보는 ‘강원도’의 정체성
발굴 및 보편적 가치 발굴
- 인구소멸 시대 도래에 따른 강원도의 귀농·귀촌 인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역귀농·귀촌인’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규명 등의 기초연구 필요
- 도내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강원도, 강원학의 특징 분석

⇨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유학생 대상의 강원 문화 아카데미 수행, 외국인
의 강원도 여행기 등 기초자료 수집·DB화, 귀농·귀촌인이 바라보는 강원
등 연구과제 추진

○ 강원도내 지역학 정체성 정립을 위한 공동 연구
- 강원학의 외연 확대를 위한 건축, 경관, 지역사회 분야에서의 접근 시도
- 춘천학, 원주학, 강릉학, 동해학, 홍천학, 영월학 등 도내 지역학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강원학 정체성 정립
- 강원학개론 등의 교재 개발 및 각 지역학 교재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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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 2018년 추진실적
○ 다양한 정책 제시를 통한 강원도 탄광지역 발전방안 모색 제시
- 폐특법 관련 현안대응 및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설립 연구 진행
- 강원도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관련 지원 연구
- 신에너지시대 도약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 연구

○ 네트워크 강화 및 현안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 강화
- T/F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 폐광지역 업무관계자 워크숍 다수 개최를 통한 상생발전 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업지원
- 탄광지역 주민창업 컨설팅 지원사업(2012~ )
- 탄광지역 향토식품 융복합 지원사업(2015 ~ 2016)
-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 기반 구축 사업(2012~ )
-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 핵심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2016~ )
- 다양한 용역과제 수행을 통한 맞춤형 현장 지원 추진 : 폐특법 개정안, 도시재생 지원 등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다양한 지역의 도시재
생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음

□ 주요 성과
○ 폐특법 및 석탄산업법 개정안 발의 추진 지원
- 제주도 JDC와 강원랜드의 정부지원 및 사업추진 방식 비교를 통한 향후 폐광지역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폐특법 개정안 초안 마련 제시
- 폐광지역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 제시 및 전국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

○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핵심사업 추진 지원
-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 5개 지역별 사업 콘셉트 마련 및 기본 구상 수립 지원
: 사북, 고한, 도계 – 2017년 완료, 태백 –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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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도시재생 사업 선정 지원
- (2018) 태백시 장성동 에코잡 시티, 삼척시 정라동 천년 SAM(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 삼척시 성내동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영월군 영월읍 영월의
미래를 키우는 별총총마을, 정선군 사북읍 사북 해봄마을
- (2017) 태백시 태백산 자락 장성 탄탄마을
- (2014~) 태백시 통리 도시재생 사업

○ 폐광지역 고유 자원 DB 구축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 2015년 발간한 탄광지역 DB 조사 분석 보고서, 탄광지역 문화유산 DB 구축 보고서
등을 토대로 강원도 탄광지역 스마트 DB 정보 체계 구축 연구 진행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지원
-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 : (2017년 기준) 4개 사업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스포
츠 사업 단지 조성,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조성, 신동 묵은지 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완료, 총 사업비 598억 원
- 관광자원화 사업 : 1단계(2004년~2013년) 7개 사업 종료, 총 사업비 462억 원
2단계(2015년~2019년) 13개 사업 진행중, 총 사업비 1260억 원
- 3단계 관광자원화 사업 발굴 추진 중

□ 2019년 운영계획
○ 폐특법 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지원 연구 강화
- 현재 국회에 제출된 폐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 폐광지역 기금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

○ 폐광기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평가지원시스템 구축
- 향후 폐광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금 사업 “선정-평가-환류”시스템
구축 운영
※ 2018년 하반기 시범 평가 도입후 2019년 전수평가로 확대 추진

○ 폐광지역 사업 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B 구축
- 폐광지역의 기 추진된 개발사업(약 1,000건) DB 구축
- 폐광지역 공간, 문화, 관광, 자연 등 다양한 자료의 DB 구축

○ 도내 ․ 외 및 폐광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
- 폐광지역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강화
- 국내외 주요기관과 협력 확대를 통한 폐광지역 신규사업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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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추진사항

□ 추진 경과
○ 2015년 “폐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모델 개발
(3.3 기념사업회)”연구에서 폐광지역 컨트롤타워의 설립 필요성을 처음 제기
○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580호(2016.10.25.) “폐광지역의 거버넌스와 발전
방향(강원랜드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제주도
JDC와 폐광지역 강원랜드와의 정부지원 및 사업추진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나아가야 할 폐광지역의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
○ 2016년과 2017년은 “폐광지 도시재생방안 연속 토론회(16.4.7)”, “국회의
원회관 긴급토론회-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치의 문제점(16.8.22)”, “폐광
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토론회(16.11.29)”, “폐특법 제정 22년! 성
과와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 대토론회(17.12.20)”, “[강원포럼] 폐특법 놓고
내부갈등 안된다(강원일보, 2018.10.1.)” 등의 토론회 및 포럼 활동과 함
께, “강원랜드, JDC 사업모델 배우자(한국일보, 2016.11.08.) ”, “폐특법 연
장·지역상생 발전‘발등의 불’(프레시안, 2018.06.28.)”등의 언론·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및 정부에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설립의 중요성을 환기시
키는 한편, 전국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 2017년과 2018년 들어,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설립 연구(폐광지역 시군
협의회, 2018)”,“강원남부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 수립(폐광지역 시
군협의회, 2018)”에서 지속적인 논리 개발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직 및 예산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폐특법 개정을 위한 주요 개정·신설 내용을 구상함
- 2016년 이철규 의원이 「석탄산업법(2016.12.19.)」으로 전담기구 설립 등의 내용으로
법안을 상정한 바 있었으나, 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신설에 대한 타당성 부족으로 부결됨
- 염동열 국회의원이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설치 관련 폐특법 개정안(2018.08.16.)을 발의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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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근 3년간 관련 의안접수 현황(2016-2018)
구 분

주 요 내 용

제안자

의결
결과

법명

2016.07.15.

- 폐광지역개발기금 납입율 증액(현 25%→35%)

송기헌
의원 등
10인

-

폐특법

2016.08.31.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면세품판매장 설치

이철규
의원 등
32인

-

폐특법

2016.10.27.

- 기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이「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흡수·통
합됨(2017.6.3., 제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
정·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등
관련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
추어 재정비함

김기선
의원 등
11인

원안가
결

폐특법

2016.12.19.

- 국무총리 소속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 설립
-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
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조항 신설

이철규
의원 등
10인

-

석탄
산업법

2017.03.17.

- 산업통상자원부에 탄광지역진흥대책위원회 설립

박정
의원 등
11인

-

석탄
산업법

2018.08.16.

-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 국무총리 소속으로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 설립
-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운영

염동열
의원 등
13인

-

폐특법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후반기 : 폐특법 개정안 발의 관련 위원회 심사
※ 2018년 전반기 : 폐특법 개정안 발의(염동열 의원 등 13인)

○ 2019년 전반기 :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설립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
○ 2019년 후반기 :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연구 추진
○ 2020년 전반기 : 폐광지역 개발 관련 특별회계 제정 추진
○ 2020년 후반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기구 설립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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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 2018년 추진실적
○ 추진 개요
- 운영기간 : 1단계(2018~2022년), 2단계(2023~계속), 추후 별도의 운영방안 마련
- 조직구성 : 센터장(1인), 팀장(2인), 연구원(6인), 년차별 사업경과에 따라 조정

○ 주요 실적
- 교육지원사업(강원도 도시재생대학원대학 운영, 도시재생 교육 DB 구축 등)
- 정책연구사업(강원도 시군 도시재생 지원조직 환경조사, 정책로드맵 수립 등)
- 홍보기획사업(홈페이지 및 홍보콘텐츠 제작, 도시재생 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및 기념포럼 개최(′18.9.17)
○ 강원도 도·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합동 워크숍(′18.10.18~19)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및 기념포럼

강원도 도·시군 도시재생 합동워크숍

□ 2019년 운영계획
○ 교육지원 사업
- 강원도 도시재생대학원대학(광역단위 도시재생 교육) 운영(계속사업)
- 도시재생 교육DB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2차) 개발(계속사업)
- 강원도 도시재생 청년 인턴 프로그램 기획(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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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 사업
- 강원도 시·군 도시재생 지원조직 환경조사 및 분석(계속사업)
-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 정책 로드맵 수립(계속사업)
-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 정책연구사업 발굴(신규사업)
- 강원도 도시재생 쇠퇴 및 평가지표 연구(신규사업)

○ 홍보 및 네트워크 사업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홍보사업(계속·수정사업)
: 센터 홈페이지 운영, 블로그 및 SNS 등 서비스 및 콘텐츠 기획
-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포럼 및 아카데미 개최(계속·수정사업)
- 강원도 도시재생 브레인스토밍 모임 기획(신규사업)
- 도시재생 관련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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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2018년 추진실적
○ 2018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사후 컨설팅 지원
- 11월 9일(원주 3개소), 15일(횡성 3개소), 16일(원주 3개소), 25일(영월 3개소)

○ 정책강좌 운영(12. 3 / 월)
- 주

제 : 프랑스 론드 알프스지역의 지역프로젝트 구상 및 이전 도시경향의 이해

- 초청강사 : 귀, 뷔르젤(파리 낭떼르 라 데팡스 대학교 도시지리학과 교수)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 포럼 운영 (12. 11. 15:00 ~)
-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사례발표,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실태 공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선방안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 토론, 마을공동체 우수사
례집 발간 회의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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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실태조사 (11. 19 ~ 계속)
- 17년 종료 사업 158개소 대상 중 117개소 조사
- 일반현황 빈도, 사업진행·행정구역·마을·공동체유형별 빈도 교차분석

○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운영 (12. 19 / 수)
- 사회혁신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도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발표와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토론

□ 2019년 운영계획

현장지원

⁃
⁃
⁃
⁃
⁃

네트워크

⁃ 마을만들기 유사기관간 연계협력 구축․포럼
⁃ 마을만들기 인재뱅크 작성 및 배포
⁃ 제12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유치․개최
(제1회 강원도 마을만들기 박람회와 병행추진)

모니터링·평가

주민역량개발 마을 순회교육 및 정책설명회 개최
마을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워크숍
마을리더, 공동체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지원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전문사업단(동아리) 육성
컨설팅단 실무지원, 농도상생포럼 현장지원

⁃ 마을공동체 현장 컨설팅 및 현장지원
⁃ 우수마을 공동체 평가선정 및 지원
⁃ 정부·광역 등 공모사업 컨설팅, 사후관리

조사·연구

⁃ 마을자원(특성,자원,사업 등) 관리시스템(DB) 구축
⁃ 마을만들기 학술 토론회 및 워크숍
⁃ 도,시군 마을만들기 현황 아틀라스(지도) 제작

교육·홍보

⁃
⁃
⁃
⁃

기타

홈페이지 유지․관리
SNS 홍보(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등)
웹진 소식지(뉴스레터) 및 연간활동 보고서 제작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

⁃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5개년) 수립

- 92 -

7

강원도경제교육센터

□ 2018년 추진실적
○ 찾아가는 경제교육 실시: 취약·소외계층의 적극 발굴 및 교육 수혜 확대
- 벽지·평화지역 초등방문 경제교육 등 취약·소외계층 대상 지속적 발굴
- 찾아가는 경제교육으로 경제교육 사각지대 해소
- 전체 교육 중 취약·소외계층 교육 62.4%로 전년대비 약 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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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운영 실적: 427회, 924시간, 16,286명
주제
초.중.고등 교장 연수
사회초년생. 입문기
초등학교방문 경제교육
자유학기제 경제교육
경제인사이드
사회적경제 플랫폼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미혼모 경제교육
어르신 소비생활경제교육
다문화가족 경제교육
경제원리체험교실
폐광평화지역 경제캠프
벽지.평화지역 초등학교방문 경제교육
평화지역 사회적경제교육
지역아동센터 경제교육
경제독서콘서트
경제금융교육현장 체험
경제소비생활 안전119
보육원 경제교육
군인 경제교육
공무원 경제교육
사회적경제 포럼
일반도민 경제교육
사회서비스제공인력 사회적경제교육
합 계

회 수

시 간
1
25
26
45
20
11
2
4
21
2
5
5
42
10
60
12
1
18
12
82
1
10
7
5

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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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8
25
52
88
40
22
3
8
21
3
80
72
84
23
120
24
4
18
24
164
1
14
16
10

924시간

39
4,442
524
919
498
344
23
40
1,075
40
109
88
588
211
1,416
256
30
419
180
3,879
25
595
251
295
16,286명

벽지.평화지역 초등학교방문
경제교육

사회적경제플랫폼

경제금융교육현장 체험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 한국은행 강원본부 협업)

폐광.평화지역 경제캠프

경제인사이드

(미래농업선도고교_홍천농업고등학교)

□ 2019년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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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경제 교육 지속 운영
- 지역 내 사회적경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교육 수행
- 도민의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 고교 경제동아리 대상 프로그램 운영(예정)
- 지역 내 고교 경제동아리 대상 연속형 프로그램 예정
- 사회 현상 및 흐름 파악을 위한 주제 선정(사회적경제, 4차 산업혁명, 통일경제 등)

○ 새로운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 내가 그리는 경제 : 경제교육 진행 후 내용을 바탕으로 만화를 그려보는 융합 교육
- 경세제민 극장 : 경제개념을 주제로한 연극을 진행, 학생 주도형․참여형 교육 운영
- 컨버저노믹스 : 문화와 다양한 경제(사회적경제, 4차산업, 금융) 교육을 연계하여
진행 → 경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출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민 :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교육 → 분단도의 지역적 특성
이해를 돕고, 나아가 사회경제를 이해하는 식견을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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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2018년 실적
○ 성과 평가 관련
- 강원도, 2016년 보건복지부 주관 시도 성과평가 우수 광역지자체 선정
- 강원도, 2017년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지역발전사업 평가 우수등급 획득 및 시도
편성사업 전국 우수사례 선정
- 강원도, 2018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등급 획득
시도편성사업 전국 우수사례 선정
- 강원도지원단, 보건복지부‧강원도 유공자 표창 다수 수여 (총 5회)

○ 지역내 일자리 창출 성과 확인
- 매년 평균 65개소 이상의 신규 제공자 등록을 홍보‧교육‧컨설팅함으로써 도내 제공기
반 확충은 물론 관련 일자리 증가에 기여
* 제공기관 수 : 2012년 112개소 → 2017년 293개소 / 제공인력 수 : 572명 → 2017년 1,125명

○ 강원도민의 정책 만족도, 서비스 성과 창출 확인을 위한 연례적 조사 진행
- 2017년 기준,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하여 강원도민의 자아존중감
28%, 주관적행복감은 평균 33% 향상되었으며, 노인우울감은 평균 19% 하향되는
효과성을 지원단 주관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도민 중 95.5%가 만족 (4.77점/ 5점기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도민중 96.4%가 만족 (4.82점/ 5점기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
원서비스 이용도민 중 93.3%가 만족(4.66점/ 5점기준)하는 것으로 지원단 주관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

○ 관련 정보‧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의 역할 수행
- 기관 수, 일자리 수, 서비스 성과, 만족도 등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성과를
전반적으로 정보화하여 관리하는 전문기구로 지원단 운영
- 시군별 현황 파악을 통하여 신규사업 발굴, 사업관리, 모니터링이 주도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자료 제공 및 전문자문‧교육‧컨설팅 지원

○ 강원도 맞춤형 신규 사업 개발의 주도적 역할 수행
- 매년 신규 사업 개발을 직접 실시하고, 기존 유사‧중복사업의 조정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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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책설명회

시군 워크숍

상반기 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사회서비스-사회적경제 네트워크

□ 2019년 운영계획
○ 저출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도민대토론회 개최
-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으로,
강원도 저출산 위기대응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투표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차기년도 강원도 저출산 대응 정책
으로 반영하도록 강원도에 제시
- 사전 의제 발굴 (공모전, 유관기관 의견 제출 모음 등)
강원도민 대토론회 개최
(19년 상반기)

- 토론회 당일 주요 의제 설명과 의제별 관계자 토크 (청소년, 청년, 신혼부부, 한부
모, 맞벌이부부의 다양한 패널 구성 등)
- 참가자 토론 (토론회 참가 청중간의 토의)
- 우선순위 정책 결정을 위한 투표 (토론회 참가자는 오프라인 투표/ 그 외 참가자는 온
라인 투표)

타당성 검토를 위한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19년 하반기)

강원도 정책사업 결정을
위한 자문 제공

- 대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체 정책 추진
상황을 분석 (지원단)
- 주거, 일자리, 교육, 다문화, 건강(보건) 등 부문별 관계자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토
론회 결과와 정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과제 발굴 논의
- 「(가칭) 강원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혁신과제 모음」으로 제공
- 강원도 기획관실,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강원도의회 등과 함께 혁신과제 최종결과물
에 대한 발표대회 개최 (정책 반영 건의, 사업경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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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사회서비스 취약지역 합동워크숍
-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 욕구 확인, 공급가능 가용자원 파악, 중복사업 모니터링, 시
군 우수정책 사례 공유 및 모델 보급 등을 위하여 지역특성중심으로 3개 권역을 설
정하여 시군공동‧부서종합의 행정관계자 워크숍 개최

- (대상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권역 1
: 접경지역

- (주요특징): 강원도내에서 비교적 출산율 高, 군대로 청년층 거주가 일정기간
유지, 개발제한으로 경기침체 장기 등
- (중점정책도출): 출산 장려, 양육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 군인‧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 등
- (대상시군):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동해시

권역 2

- (주요특징): 어업인구의 초고령화, 독거노인 多, 저출산 심각(양양군)

: 동해권역

- (중점정책도출): 관광,레저산업과 연계하여 정주인구증가를 목표로 하는
사회서비스 발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관심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 (대상시군):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 (주요특징): 진규폐환자 多, 산간지역에 산재된 인구분포 등

권역 3
: 탄광지역

- (중점정책도출): 진규폐환자 및 가족을 위한 건강,주거 서비스 강화 방안,
민간 복지자원 연계 방안,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활용한 독거가구,독거노인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 부처별 정책 분석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영역으로의 연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여 필요지역에 보급
-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사업을 분석하여 강원도에 맞게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연계하여
신규 사업으로 발굴, 모델링 후 필요지역에 보급

정책분석
(지원단)

→

19년 욕구조사
문항반영 및 조사

→

관계자 또는
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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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
마련

시군별 수요
→

조사, 모델
보급, 컨설팅

9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 2018년 실적
구분

평생교육
기반구축

시군
균형발전

도민학습
문화조성

홍보강화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
시기

1. 2018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

- 정책관,주제체험관, 홍보관 등
-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 열린강연회

10.19-21

2.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진흥원 비전, 방향, 과제설정 등

2월~11월

3.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 시군 실무회의 및 벤치마킹 지원
- 국비사업 예비심사, 컨설팅 등

1월~12월

4. 평생교육 전문가 육성

- 공공기관, 평생교육사, 강사 연수평생교육 릴레이포럼, 정책포럼

4월~12월

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자료집 제작
및 정보 수집

1월~12월

6. 강원도형 평생학습마을 조성

- 2개 시범마을 선정 및 지원

1월~12월

7. 시군 평생교육 균형발전 촉진

- 평생학습 미발전 시군 지원

7월~11월

8.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 문해교육 교원양성 교육, 보수교육
- 성인문해교육 부교재 발간 및 배포
- 강원 문해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개최

1월~12월

9. 인문도시 지원사업(대학연계사업)

- 청춘인문학, 호반인문학 강좌 지원

1월~12월

10.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 정보망내 동아리 전용 페이지 운영
- 동아리 리더십 연수 및 컨설팅

2월~12월

11. 강원도형 온라인강좌 전달
체계 운영 활성화

- 도민대상 무료 온라인 강좌 제공
→ 경기도 “GSEEK” 연계 운영

2월~12월

12. 평생교육 모디슈머 양성 및
활동지원

- 모디슈머(평생교육 활동가) 양성·지원

1월~12월

13. 평생학습정보망(e-room)
유지보수 및 관리강화

- 평생교육 정보 수시 업데이트 및
정보망 유지·보수 등

1월~12월

14.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한
홍보 강화

- 대한민국박람회 참가
- 분기별 웹진제작, 사진공모전 추진 등

1월~12월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

강원도 평생학습 모디슈머 위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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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운영 계획
○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
- 평생학습박람회(상반기 중), 연수 및 포럼 개최
-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시군 네트워크 구축
- 컨설팅 및 도내 평생교육 기초현황 데이터 수집

○ 시‧군별 특화사업 개발 및 균형발전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마을 조성
- 강원도형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시군 평생학습관, 지역 평생교육기관 지원) 등

○ 도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인문도시 지원사업
- 평생학습동아리 DB구축 및 리더십 강화, e-두루보고 컨텐츠 강화
- 평생학습 모디슈머 신규 위촉(재위촉 포함), 강원 청년지도자과정(70여명)

○ 다각적 홍보로 평생교육 무브먼트 확산
- 웹진(분기별 1회), 사진공모전 개최, 언론매체 홍보 강화(인터뷰, 칼럼기재 등)

기존 사업 이외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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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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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
(경상적수입 : 3,610백만원 | 17.5%)
- 이자수입 ·············································································

160백만원

‣ 기금이자수입 : 134,073천원(84.3억원 기준)
‣ 운영자금 이자수입 : 26,400천원(15억×1.2% / 14억×1.2%×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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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백만원

‣ 청사 임대수입 : 24,000천원
‣ 청사 회의장 임대수입 : 5,000천원(1층,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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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0백만원

‣ 계속사업 수입 : 1,920,799천원(37건)
‣ 신규사업 수입 : 1,500,000천원(신규 계약 목표금액 25억원×60% 수입 편성)
(이전수입 : 5,550백만원 | 27.0%)
- 자치단체출연금 ·························································

5,550백만원

‣ 도비 출연금(확정) : 5,000,000천원
‣ 시군 출연금(예정) : 550,000천원

(임시적수입 : 11,415백만원 | 55.5%)
- 임시적수입 ····································································· 11,415백만원
‣ 잉여금 : 250,000천원(순세계잉여금 250,000천원)
‣ 이월사업비 : 3,213,858천원(사옥 신축 미집행 공사비 등)
‣ 기금전입금 : 4,105,325천원(사옥 공사대금 중 기금 분담금)
‣ 청사관리비 : 318,691천원(임차업체 청사관리비)
‣ 고정자산매각수입비 : 3,141,000천원(연구원 청사 매각 중도금 30%)
‣ 기타수입 : 387,000천원(전문경력인사 인건비 , 법인센 환급, 국도비사업 간접비 등)

○ 지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
(기본연구사업비 : 1,935백만원 | 9.5%)
- 기본연구사업비 ·································································

648백만원

‣ 기획과제 : 6건×20,000천원 = 120,000천원
‣ 정책과제 : 40건×6,000천원 = 240,000천원
‣ 현안과제 : 54×1,000천원 = 54,000천원
‣ 정책메모 : 84,000천원(자문회의, 발간 경비 포함)
‣ TF 및 연구회 운영 : 150,000천원
- 세미나 및 워크숍 ·····························································

230백만원

‣ 강원미래전략포럼 : 2회×5,000천원 = 10,000천원
‣ 강원포럼, 심포지엄, 정책협의회 등 : 50회×2,500천원 = 125,000천원
‣ 아침포럼(12회, 운영위원회 포함) : 95,000천원
- 회의 및 운영비 ····································································

40백만원

‣ 시군협의, 실국협의, 자문위원회, 부서협의, 수탁과제발굴협의(40,920천원)
- 강원학연구센터 운영비 ····························································

500백만원

‣ 센터 인건비, 운영비, 학술행사, 총서발간, 연구지원사업비 등
- 강원도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비 ·····································

416백만원

‣ 센터 인건비, 운영비, 연구지원사업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 통일·북방연구센터 운영비 ························································

100백만원

‣ 센터 인건비, 운영비, 연구지원사업비 등

(연구조성사업비 : 1,179백만원 | 5.7%)
- 연구자료비 ············································································

34백만원

‣ 단행본, 정기간행물, 전자책 변환, 자료편집위원회 운영비(34,14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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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비 ·········································································

206백만원

‣ 연구활동비, 전문경력인사 인건비(206,400천원)
- 일반운영비 ·········································································

427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위탁교육비 및 직원능력개발비(427,505천원)
- 여비 ························································································

100백만원

‣ 국내․외 여비, 연구직 연구연수비(100,000천원)
- 일반보상금 ·········································································

407백만원

‣ 기관장 ․ 직원성과급, 포상금(407,500천원)
- 자산취득비 ············································································

4백만원

‣ 컴퓨터, 사무용 가구 등 자산취득(4,000천원)

(수탁연구사업비 : 1,550백만원 | 7.5%)
- 수탁연구사업비 ··································································

1,550백만원

‣ 이월계속비(1,100,245천원/23건), 신규사업비(450,000천원)

(인건비 : 3,600백만원 | 17.5%)
- 인건비 ············································································

3,600백만원

‣ 정규직 연봉 및 수당 : 3,143,316천원 ※ 원장, 연구직 35인, 일반직 13인
‣ 행정사무원 직원 급여 : 115,594천원
‣ 청사 공무직 직원 급여 : 268,512천원

※ 5인
※ 9인

‣ 연가보상비 : 59,496천원(7일) ※ 위촉연구원 포함
‣ 일용직 및 파견수당 : 13,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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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비 : 12,299백만원 | 57.9%)
- 일반운영비 ·········································································

319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차량비, 채용공고료(319,455천원)
- 업무추진비 ············································································

97백만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97,600천원)
- 직무수행경비 ·····································································

373백만원

‣ 직책급업무추진비(원장, 실장, 연구부장, 센터장, 팀장), 직급보조비(373,560천원)
- 복리후생비 ·········································································

143백만원

‣ 정액급식비, 관서업무비, 선택적복지, 건강검진비(143,680천원)
- 회의비 ····················································································

25백만원

‣ 이사회, 인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전문가 자문비
(25,450천원)
- 연금부담금 ·········································································

693백만원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693,169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10,369백만원
‣ 청사 신축 공사비, 통신장비 유지비 등(10,369,500천원)
- 청사관리비 ·········································································

277백만원

‣ 시설물 점검 및 건물관리용역 민간이전, 정기검사 제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277,364천원)

(예비비 : 11백만원 | 0.1%)
- 예비비 ···················································································
‣ 예비비(11,04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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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백만원

다. 특별회계
○ 2019년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의 예산의 총규모는 2,71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96백만원 대비 71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편성 내역
<신규사업>
-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

957백만원

- 2019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

540백만원

- 2019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 기반 구축 사업 ·························

500백만원

- 2019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비 ·························

330백만원

- 2019 탄광지역 주민창업 교육 및 컨설팅 ······························

150백만원

- 2019 지역경제교육센터 협력사업 ··········································

30백만원

- 2019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20백만원

<계속사업>
-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 홍보사업(3개군) ······

48백만원

- 청정발전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3년차) ··························

40백만원

- 2018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포털 구축 사업 ····················

9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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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증감내역

□ 일반회계
○ 수입예산
구

분

합
계
경상적수입
이자수입
임대수입
수탁연구사업수입
이전수입
자치단체출연금
임시적수입
잉여금
이월사업비
기금전입금
청사관리비
고정자산매각수입비
기타수입

(단위 : 천원)
예산액(A)
20,576,146
3,610,272
160,473
29,000
3,420,799
5,550,000
5,550,000
11,415,874
250,000
3,213,858
4,105,325
318,691
3,141,000
387,000

비율(%)
100
17.5
0.8
0.1
16.6
27.0
27.0
55.5
1.2
15.6
20.0
1.5
15.3
1.9

전년도(B)
13,210,657
3,772,679
213,135
90,349
3,469,195
4,500,000
4,500,000
4,937,978
250,000
63,000
0
210,178
4,192,800
222,000

○ 지출예산
구

분

합

계

비율(%)
100
28.4
1.6
0.7
26.1
34.2
34.2
37.3
1.8
0.5
0
1.6
31.7
1.7

증감(A-B)
7,365,489
△162,407
△52,662
△61,349
△48,396
1,050,000
1,050,000
6,477,896
0
3,150,858
4,105,325
108,513
-1,051,800
165,000

(단위 : 천원)
예산액(A)

비율(%)
100
20,576,146

전년도(B)

비율(%)
100
13,210,657

증감(A-B)
7,365,489

4,665,210

22.7

3,745,114

28.3

920,096

기본연구사업비

1,935,420

9.5

1,112,920

8.5

822,500

연구조성사업비

1,179,545

5.7

1,158,294

8.8

21,251

수탁연구사업비

1,550,245

7.5

1,473,900

11.2

76,345

15,899,896

77.2

9,432,432

71.5

6,467,464

3,600,118

17.5

3,222,649

24.5

377,469

12,299,778

59.7

6,209,783

47.0

6,089,995

11,040

0.1

33,111

0.2

△22,071

11,040

0.1

33,111

0.2

△22,071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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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1,260

100

1,996,423

100

714,837

2,527,804

93.2

1,896,723

95.0

631,081

2,527,804

93.2

1,896,723

95.0

631,081

183,456

6.8

99,700

5.0

83,756

183,456

6.8

99,700

5.0

83,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