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1741호

「강원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o2o 공청회 개최 공고
「강원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안)」에 대하여 도민 및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온-오프라인(o2o)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8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최목적 : 강원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 반영
2. 일시・장소 : ‘20. 9. 15.(화) 14:00~16:00, 강원연구원 대회의실(1층)
3. 참여방법 : 온-오프라인(o2o) 공청회 참여 가능
가. 참석대상 : 강원도민 누구나(도민,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나.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 희망 접수 : 선착순 30명(☎ 249-2893)
다. 그 외 도민께서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실시간 공청회 참석 및 의견제시
* 온라인 채널 운영(9.15.~17.) : https://www.youtube.com/channel/UCjQRN86680BzTmpt6kN6m1Q
또는 ‘유튜브

에서 “강원연구원” 검색 후

클릭

4. 기본계획 개요
가. 수립목적
-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향하는 발전이념을 강원도 실정에
맞게 흡수하여 지역 및 국가발전의 기틀 마련
- 새로운 메가트렌드의 분석 및 전망을 통해 강원도 이슈와 정책과제
도출 및 2040년 강원도가 나가야 할 정책방향 및 비전 제시

나. 수립근거 :「국토기본법」제7조, 제13조
※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한 도 단위 법정계획

다.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 ~ 2040년 (기준년도 2018년)
❍ 공간적 범위 : 강원도 행정구역 전역(18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전망
- 공간 기본구상, 전략별 추진계획, 계획집행관리, 시군별 발전방향 등

5. 기타 사항
가.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직접 참석 또는 온라인
공청회 채널을 통해 의견 개진 또는 이메일 이용 의견 제시
나.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9.15.~17.까지 운영,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문의) 강원도청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팀 249-2893, 강원연구원 250-2963
- (제출) 강원도청 정책기획관실(cnrwp@korea.kr), 강원연구원(jskim2678@rig.re.kr)

다. 도민 의견수렴 상시게시판 운영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월

: ‘20. 2. ~ 9

- 링크주소(URL) : http://www.rig.re.kr/front/participate/feedback/boardList.do

6. 행사장 위치도

※ 강원연구원(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맞은편 건물)

○ 시외버스터미널 또는 남춘천역 → 강원연구원(택시 약20분, 버스 약40분)
- 버스정류장 → 중앙시장 환승센터로 가서 서면3(마을버스) 탑승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하차
○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지번 금산리1015) / ☎ 033-250-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