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자 형 선 거 공 보

강 원 도 지 사 선 거

일하는
도지사

2
정창수

      약속,
지키겠습니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강원도지사선거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2 자유한국당 정창수 남
1957.04.10.

(61세)
무직

경희대
대학원졸업
(행정학박사)

(전)국토해양부 제1차관

(전)한국관광공사 사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066,572 674,498 1,069,483
장남:84,162
장녀:238,429

만기제대
(해군중위)

장남:만기제대(육군병장)

3.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20,243 0 0

해당없음

후 보 자 47,701 0 0

배 우 자 52,861 0 0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19,681 0 0

4. 소명서

해당없음



강원의 목소리
생명의 근원이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높은 산줄기를 타며
동서남북으로 흐른다

동쪽에는 해안지역
수조 속에 넣을

오징어 한 마리 없어
뱃고동 소리도 없이
항구에 목을 맨 어선들

서쪽에는 내륙지역
뿌연 먼지 속에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거센 기침소리

남쪽에는 폐광지역
석탄광 근처에 살며

시커먼 분진을 뒤집어 쓴
늙은 광부의 하소연

북쪽에는 접경지역
68년간 닫혀 있던 녹슨 철조망

행군소리 탱크소리
밤낮 이어지던 총탄소리

아직도

홀대라니요

적폐라니요

포기라니요

강(江)과 언덕(原)을 타고 흐르는

동서남북 한숨을 듣고는 있나요

2018년 5월 어느날  민생투어를 마치며

강원도지사 후보 



소득2배, 행복2배 

정말 되셨습니까?
노컷뉴스 | 2017년 7월 24일

기대와 우려 함께…평창올림픽 후 시설운영에만 백억 적자 예상

건설경제 | 2018년 1월 26일

건설업이 이끄는 강원지역 경제…건설위축되자 성장률 하락
‘2016년 도 GRDP 2.6%…전년보다 0.7%포인트 하락’

한겨레 | 2018년 3월 14일

7년째 표류 레고랜드…제2의 알펜시아 될까?
‘춘천시민검증단 2428억원 적자예상…연간 9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서울신문 | 2018년 3월 20일

돈 먹는 경기장…강원도 “존치” 정부“지원 어려워”
‘年 45억 적자…국비 지원 요청’

강원도민일보 | 2018년 4월 12일

도내 실업자 역대 최다…1분기 3만4000명 전년비 4000명↑

“통계가 확인되는 1999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다.”

강원일보 | 2018년 4월 19일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 통해 4,300억 도민 혈세부담 줄여야”

강원도민일보 | 2018년 5월 18일

강원도민 ‘6만7000명’ 대부업 빚 ‘4,000억’
“… ‘1인 597만원, 이자 연 143만원’

강원도민일보 | 2018년 5월 24일

1년새 가계대출 2조 가까이 증가 전국대비 가계 빚 증가속도 빨라

…강원도가 전국대비 가계 빚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보GO
    오GO

     쉬GO

      일하GO

     살GO

지난 20여 년간 올림픽 유치와 성공개최에 전념한 결과 

도민여러분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개최는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림픽 기간 내내 주변 지역 경제는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올림픽 효과에서 소외됐던 도내 시·군들과 함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심도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방문자 경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고 싶은

강원도
오고 싶은

강원도
쉬고 싶은

강원도
일하고 싶은

강원도
살고 싶은

강원도

방문자 경제 기업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 교통프로젝트 완성
범 례

도 로

도 로 ( 신 설 )

철 도

철 도 ( 신 설 )

제2경춘 고속화도로 건설

강릉~제진 동해
북부선 조기 완공

제진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천

원주

횡성용문

서울

포천

철원

춘천

홍천

지평

여주

평택

용문~홍천 철도 신설

지평~남원주간 
수도권 전철 연장

여주~원주 
복선철도 조기 착수

구리~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원주~횡성~홍천~춘천~철원
강원내륙 철도 건설

동서(춘천~속초)
고속철도 조기 착공

동해고속도로
고성연장

양양국제공항
정기노선확대

평택~삼척 
고속도로 연장

강릉선 KTX 강릉~
동해·삼척 연장



고성

속초

양양

동해

삼척

강릉

평창

● 동굴~해양~역사~무릉계곡 연계 관광자원화 추진

● 강원도 관광공사 설립

● 한국첨단재활의료복지타운 조성

● 동계·해양스포츠 생활지도자 양성

● 해양심층수 본격적 사업화 지원

지역 맞춤프로젝트, 하나!
속초 / 고성 / 양양 / 강릉 / 평창 / 동해 / 삼척

올림픽 시설 활용한 사계절 종합휴양관광지 조성
●   올림픽 유산과 기존 관광자원의 휴양·체험 명소화 및 한국관광공사 31개 해외지사           

홍보사업 추진

01

오색케이블카 정상 추진
●   설악관광특구 및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거점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침체된 설악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

02

동북아 국제관광·물류의 허브 기지화
●   산악·해양 관광자원 벨트화 사업 및 속초항 크루즈 접안시설 확충

03



친환경 호반 마리나 리조트
●   의암댐, 소양댐 등 우수한 물(水)자원과 수변관광지역 활용 및 친환경 전기 요트,               

친수공원과 마리나 리조트, 스포츠 체험 시설 등 복합레저 마리나 리조트 타운 조성

01

원주 미세먼지 대책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   Iot(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관리 및 ICT 기술을 융합한 도시 인프라 구축

02

무인항공산업 육성 및 이모빌리티 첨단 산업단지 조성
●   홍천 무인항공교육센터 제2교육장과 국가자격증 시험장 지정에 따른 시험비행장과 인력 

양성 및 드론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횡성 우천산업단지 내 이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 
생산단지 확대 및 육성

03

원주

횡성

홍천

춘천

●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 관리 집적단지 조성

● 첨단 장난감·인형 콘텐츠 개발과 산업 육성

● 창업기업 지원 마케팅주식회사 설립

● 120 종합전자민원센터 구축

● 한우유통진흥원 설립

지역 맞춤프로젝트, 둘!
춘천 / 홍천 / 횡성 / 원주



폐광지역 지원기금 25%→50% 확대 및 유럽식 도시재생 사업
●   폐광의 황폐함에서 벗어나 환경수도로 거듭난 독일의 도시재생 사업인‘엠셔팍(Emscher 

Park) 프로젝트’를 모델로 강원 도내 폐광지역을 산업문화관광지로 조성

01

지역특화형 관광벨트화 추진
●   양구 소양강권 생태하천 복원, 철원 제2 국립 산림치유원 유치, 화천 생태·문화·안보    

관광벨트화 사업 등 지역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02

첨단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   영월 드론 전용 비행장 건립 및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대회 개최 등 운영을 통한 드론 

관련 기술 및 산업 육성 지원

03

철원

양구

인제

고성

화천

영월

정선

삼척

태백

● 폐광지역개발청 설립

●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 군인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 건립 추진

● 제대군인 전원마을 조성

● 남·북강원발전청 설립

지역 맞춤프로젝트, 셋!
철원 / 양구 / 고성 / 인제 / 화천

정선 / 삼척 / 태백 / 영월



    미래형 교육도시
강원의 시작

            정창수가 함께합니다

다중지능(MI) 및 MBTI 검사와 재능 계발 프로그램 지원 
●   5세부터 12세 대상 다중지능(MI) 검사와 다중지능 계발 교육비 지원 02

강원 스마트 교육 특구 지정 및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   초·중·고 대상으로 방학·방과 후 컴퓨터 코딩 교육비 지원 
● 생활영어 등 외국어 교육비 지원 및 강원인재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 청소년 도서문화관 설립 

01

강원 장난감 은행 본점 및 시·군별 지점 설립 운영
● 장난감 은행 시·군별 지점 설립 운영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중고장난감 교환장터 운영 및 지원04

강원 평생 교육사업 강화 - 아빠 엄마도 공부하자
● 도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 학부모 대상 교육기회 확대 및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05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 단체 등과 협력해 학교 주치의제 운영
● 초·중·고 학교폭력방지 스마트 시스템 구축06

어린이 도서관 설립 및 증축 지원
●   18개 시·군별 어린이 도서관 설립 및                            

기존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 
●   어린이 직업체험관 건립 추진 

03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정창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임산부 13,000명
출산축하금 

1인당 100만원/년 지원

유치원생 25,000명
교재비, 재료비 등

1인당 40만원/년 지원

초등학생 78,000명
교재비, 재료비 등

1인당 50만원/년 지원

중고생 100,000명
교재비, 재료비 등

1인당 70만원/년 지원

청년일자리 20,000명
일자리탐색카드

1인당 50만원/년 지원

어르신 150,000명
소득보조카드

1인당 30만원/년 지원

소외계층 지원

●   장애인 100,000명 문화복지카드                               
1인당 20만원/년 지원

●   저소득 농·어업가구 36,000가구 농·어업자금카드            
1가구당 50만원/년 지원

●   다문화가정 7,000가구 지역화합카드                                  
1가구당 30만원/년 지원

●   강원민생기금 설립하여 대부사채 부담 축소

꿈프로
젝트

재원확보 방안

●   수도권 수질개선 기여도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제도 개선

●   관광객 쓰레기 발생 등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다목적댐으로 인한 합리적 피해보상 추진



●   강원도청 지방공무원교육원·농정과

●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비서관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   국토해양부 제1차관

●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한국관광공사 사장 2정창수
약속, 지키겠습니다.이

● 1957년 강원도 강릉 출생

● 강릉초(59회)·경포중(10회)·서울고 졸업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9년)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90 신진빌딩 3층 
T. 033-746-0077   F. 033-745-0041

어업인

농업인 소상공인

농·어업재해보험료
지방비 10% 추가지급

-도내 총예산의 10%이상 농업부문 예산배정 확대
-농약 살포용 드론 보급 및 농업인력 지원
-농산물 명품화 사업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청년 및 승계 농부의 농업경영 지원

-  전통시장·골목상권 명소화 사업 추진
-  산업단지 내 스마트형 공장 확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  퇴직자 찾아가는 기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수산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어촌 재창조 뉴딜 사업 추진
-  명태·연어 등 양식 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환동해본부 기구 확대 추진
-연안방재연구센터 설립
-  갯녹음 발생수역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사업

정창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걸어온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