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아집니다

[ 강원 ]
세계가 관광자원과 생태자원의 보고인 강원도의 가치를 주목할
수 있도록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동서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를 동계관광과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는 설악산과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미흡합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
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런 기반시설이
지역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의 조기 착공,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
심지대 육성, 접경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첨단의
료 생산단지 구축,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설악산
일대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
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강원 1 |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추진
| 강원 2 |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 강원 3   |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 강원 4 |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 강원 5 | 여주 ~ 원주간, 원주 ~ 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 강원 6   |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 강원 7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 강원 8   |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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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1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추진

천혜의 관광자원인 설악산 국립공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광 성수기의 만성
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 ~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를 조기에 착공하
겠습니다. 고속화철도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선점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의
최단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연장 구간(92.8km)은 설계속도 230㎞/h의 고속화철도로 착공

강원2

동계올림픽지역의 복합관광중심지대 육성

자연환경, 전통문화 및 농산물 등을 하나의 통합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국가에
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태백 ~ 강릉간 세계 최장 트레킹 코스 개발
■명상치유센터와 명상수련원 건립 및 관련대학과 연계해 메디케어산업 연구
기반 조성
■농산물 브랜드화와 직거래 통합마케팅을 위한 농산물 통합관리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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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3

살기 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강원4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캠프페이지 내 공원부지를 활용해 시민의 여가
생활을 증진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캠프페이지 친환경 종합개발
■시민의 숲, 축제의 광장, 생활체육시설 및 자전거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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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5

여주 ~ 원주간, 원주 ~ 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수도권에서 중부내륙권·동해안권까지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015년 성남~여주 수도권 전철 및 2017년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예정으
로 단절구간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추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서연결 철도망인 원주 ~
강릉간 복선철도 건설

강원6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의료기기 관련 첨단기술의 연구결과를 제품화하는 생산·수출거점으로 첨단의
료기기 생산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제품 생산·수출 지원기관을 설립
하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입주기업에 세제·재정지
원 및 정주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생산·수출지원센터와 전용공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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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7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러시아, 중국 동북3성 등과 자원협력을 통한 환동해 교역 및 비즈니스 중심 거점
조성이 필요합니다. 동해안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환동해권의 경제중심
지로 만들겠습니다.
■강릉시 및 동해시 일원 4개 지구를 대상으로 북평 ~ ICI지구, 망상 ~ 플로라
시티, 옥계 ~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구정 ~ 탄소제로시티를 육성

강원8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설악권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복합관광 중심지대로
육성하겠습니다.
■『통일경제관광특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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