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가 대한민국 최초가 되었습니다
도립대 등록금을 1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도내 고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3천만 원씩 적립해드립니다.(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주를 위해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였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효도아파트 200채를 지어드렸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와 냉.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6.8금~6.9토 
투표를 
3일동안 
합니다

최문순 후보 선거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4 대일빌딩 6F T. 033.256.0613 F. 033.257.0613    

강원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늘렸습니다  강원도형 4대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율 증가 전국2위 

 4대 사회보험료 지원 : 1,931개 업체, 6,468명/ 일자리 안심공제 : 852개 업체 3,173명
 정규직 채용 지원: 405개 업체 1,079명/ 일자리특별지원(구직수당 26,620명, 취업성공수당10,038명)

풀었습니다 강원 30년 숙원, 춘천-속초 고속철도 확정 

늘었습니다 국내관광객 5년 연속 1억 명 돌파, 외국인 관광객 280만 명 돌파

넉넉해졌습니다  복지재정 2조원 시대 성큼, 1조2천억(2014) → 1조6천억(2018)

튼튼해졌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35조원(2013)→ 41조원(2017)  

좋아졌습니다  3년 연속 국비 6조원 확보 

줄였습니다 실질 채무액 40% 감축 5,716억(2013)→3,471억(2018)

잘 팔았습니다 글로벌강원 해외본부(연해주, 중국, 일본, 베트남) 강원도 상품관(중국 광동성) 개설

확 늘었습니다 외자유치, 4.8억불(2013) → 14억불 (2017)

뻥 뚫렸습니다 강릉 KTX 개통,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확 열렸습니다  크루즈 14항차 2만 명 방문, 2019년 82항차 확정

최문순이 걸어온 길
서울대학교대학원 영어영문학(석사)
강원대학교 영어교육 학사
춘천고등학교 졸업(46회)
육군병장 전역(화천7사단)

제 36대 · 37대 강원도지사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제10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제18대 국회의원
MBC 대표이사 사장
전국언론노조 초대위원장

책자형 선거공보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쇄 : 주)에스제이씨성전 |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234 파주출판단지 T.031-955-8800 / 기획·디자인: 리서치뷰)



자랑스러운 도민과 함께  
강원시대를 열겠습니다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강원도 중심시대를 열겠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주인공이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과 함께 강원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처음 도민을 모시던 초심으로
올림픽을 시작하던 첫 마음으로
남북의 평화를 열던 처음의 결심으로

뛰겠습니다, 달리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강원도지사 선거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남
1956.02.04

(만62세)
강원도지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졸업(석사)

강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전)제18대 국회의원
  (현)강원도지사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1,686,021 886,927 369,630 251,019 178,445
육군병장
(만기전역)

해당없음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72,549 없음 없음

- 업무방해
   벌금 100만원(1997.10.2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150만원(1998.12.07)

후보자 68,899 없음 없음

배우자 0 없음 없음

직계존속 1,194 없음 없음

직계비속 2,456 없음 없음

전과기록 중 업무방해죄는 MBC 노조위원장 시절 언론자유화 쟁취를 위한 시위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은 단순 접촉 사고임

1 최문순
더불어
민주당

1. 인적사항



위대한 도민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잘 치렀습니다

최고올림픽! 열정올림픽! 
평화올림픽!  감동올림픽! 

전 세계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위대한 도민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 92개국 2,920명 참가, 141만 명 관람 
장애인올림픽 | 49개국 567명 참가, 74 만 명 관람
국내외 관광객 640만 명 방문
51개 문화프로그램 1,191 회 공연, 82만 명 관람

성    공
올림픽

평    화
올림픽

김여정·김영남 등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 참가
북한선수단(508명)·응원단(720명) 방남 
남북 동시입장, 단일팀, 공동응원단 
하늘길 | 양양~원산갈마 | 남한선수단 방북과 북한선수단 32명 방남
바닷길 | 원산~묵호 북한삼지연관현악단 방한

“경기장 시설, 숙소, 음식, 편의시설, 운영능력 역대 최고” 

“평창올림픽은 스포츠가 어떻게 세계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지 보여줬다,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사주간지 TIME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한반도 평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동해북부선(강릉~고성제진) 
절차 없이 바로 착공

금강산 관광 재개
금강~설악~동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비무장지대 생태관광지, 철원 평화산업단지, 
숙박·음식점 시설 개선 , 연중 상시 문화공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강원도를 평화중심지로  

경원선 철도 복원 
남한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복원 조기 추진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 

동해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  
저도어장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  

남북을 잇는 바닷길과 하늘길  
양양~백두산, 양양~원산 항공노선 취항 
백두산 크루즈항로 개척(속초·묵호~ 원산·나진) 

평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평화가 남북의 긴장을 없앱니다  
평화가 북미의 대결을 끝냅니다  

평화가 강원도의 운명을 바꿉니다

평화가 강원도의 일자리입니다

평화가 소득입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복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평화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강원시대를 열겠습니다!

평화도지사 8대 약속

평화가 강원도의 기회입니다

평화가 강원도를 살립니다
평화가 강원도민의 자부심입니다



엄마와 아빠

어르신 

청년  

직업군인 

장애인.

취약계층 

농민
민

축산농민

어민
2

연

상인

출산·육아수당 최대 월 70만원 지급 : 아동수당 월50만원(72개월), 육아수당 월20만원(12개월) 

어르신 일자리 연 4만 개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 원  

직업군인 주거지역 주변 문화여가시설 확충 (작은 영화관 등) 

장애인 광역이동서비스센터 설치 : 도내 장거리를 여행하는 장애인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제공

취약계층 원격 진료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 

전국 최초 소농 직불금 연 20만원 지급 : 65세 이상, 1ha 미만 소농 약 5만 호 지원   
밭 직불금 증액 : 쌀 직불금 수준까지 증액 

중부권 축산물 공판장 강원도 유치 : 운반비와 품질 저하 등의 비용 절감  

명태·오징어 자원회복 및 양식산업화 
:  2019년부터 연 100만 마리 이상 방류, 명태양식장 3개소 설치로 양식산업 기반 구축     

연어 양식장 지원 확대 :  우량종자 개발, 양식장 확대, 양식산업단지 조성 

영세 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월 2만원 추가 적립 
강원 대표 먹거리 전국 상품화(강원형 프랜차이즈 사업) : 공익형 프랜차이즈 모범 만들기 

강원도, 
사방팔방으로 
뻗어갑니다

경제가 강하다, 복지가 강하다!
도민 생활이 바뀐다, 내 삶이 나아진다!

내 삶이 
나아지는 강원도
13대
도민 공약

동과 서를 연결합니다, 도민과 도민을 연결합니다
남과 북을 연결합니다, 민족과 민족을 연결합니다

강릉~제진 철도(동해북부선)  바로 착공 / 춘천~속초 철도(동서고속화철도) 차질 없이 추진 /춘천~철원 구간 고속도로 
(대구~원산 고속국도) 추진 경원선 철도 복원 / 제2 경춘국도 건설 / 제천~삼척 구간 고속도로(평택~삼척 고속국도) 

조기 착공 / 여주~원주 철도 건설 / 강릉선 KTX 동해 연장 /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동해고속국도)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