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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희망찬 원주

2017 원주시 주요 사업 현황,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강남 여주
21.9km

서원주

복선 전철로 설계중입니다

•원주~서울 강남 50분대, 2023년 완공 목표

•여주역~서원주역 구간 21.9㎞, 5,683억 원 투자(전액 국비)

•여주~원주 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2016년)

•2017~2018.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국

토
교

통부 투자선도지구

 선
정

남원주 역세권 개발

우리 시의 치밀한 계획의 성과로써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약 50만㎡, 총사업비 2,844억 원, 2021년 완공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고시 (2016. 12.  30)

 •2017년 계획 : 보상 및 조성공사 착공



 •부론면 노림리 317-1번지 일원 

      1,621,186㎡, 총사업비 2,594억 원(민자)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시행자 변경

     (2016.  9. 13 : 원주시 → 민간사업자) 

 • 2017년 계획 :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앞서서 준비합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판부면 신촌리, 총 저수용량 180만 톤, 

      총사업비 486억 원, 2020년 완공

 •집중호우 대응능력 향상 및 홍수부담 경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016. 3) 

 •2017년 계획 : 보상, 공사 착수

수십 회에 걸친 끈질긴 중앙부처 방문의 성과입니다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시민휴식공간으로도 건설됩니다

원주천 댐 건설



•봉산동 산87-2번지, 부지 180천㎡, 건축 41,322㎡ 

•총사업비 1,146억 원(전액 국비), 2020년 완공 목표

•1차 보상완료, 74억 원(2016. 3)

•2017년 계획 : 추가 편입보상 추진 및 설계 완료 

원주시 예산 투입 없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었습니다
1,1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



•호저면 상만종, 가현동 (구)국군병원 일원

•제1군수지원사령부 및 예하 5개 부대, 

     치악전술훈련장

•제1군수지원사령부 토지보상 실시(2016)

     치악전술훈련장 이전 완료(2016. 12)

•2017년 계획 : 보상, 실시 설계

치악전술훈련장과 함께 
동반 이전합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 군사시설 이전



•문막읍 궁촌리 일원 1,874,437㎡, 1,700억 원(민자), 2020년 완공 목표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2016. 11. 30)

•2017년 계획 

     - 보상,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추진   

     - 부지조성공사 실시(2017. 11부터)

일자리도 늘리고 
농촌경제도 살립니다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구 화훼특화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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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완공 목표



•(구)원주여고 부지 29,660㎡, 건물 11,365㎡, 

     사업비 280억 원, 2019년 완공

•공연장, 생활예체능실, 청소년문화센터, 창작공간 등

•2017년 계획 

    토지 및 건물확보, 기본설계, 운영계획 구상, 공청회(주민의견 수렴)

다양한 문화시설을 원주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2019년 완공



•344,332㎡, 사업비 1,107억 원, 2019년 완공 목표

•수로 및 분수, 갤러리·야외공연장 등 문화시설, 

     축구장 등 체육시설

•협약대금 665억 원 완납(2016. 3)

• 2017년 계획

     - 공여지 반환,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토양오염 정화사업 착수 

     -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캠프롱 부지 매입 협약 대금 665억 완납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문화체육 공원 조성(구. 캠프롱)

2019년 완공 목표



•학성동・우산동 일원, 저류면적 40만㎡, 

     저수용량 850천㎥

•총 사업비 1,790억 원, 2021년 완공

•재해예방시설과 연계한 수변공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2016. 11)

•2017년 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저류지 조성으로 수해 예방 기능과
시민휴식, 여가를 위한 호수공원을 만듭니다

정지뜰 호수공원 조성사업



•단계천 1.2km, 총 사업비 450억 원, 2020년 완공

•자연형 하천 복원, 유지용수 확보 및 수질 개선, 친수 공간 조성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2016. 10)

•2017년 계획 : 공사 착공

도심 속 옛 물길이 복원되고, 
생태하천공원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둘레숲길 2.8km, 소공원 2개소, 

    사업비 60억 원, 2018년 완공

•종합운동장 생태놀이터 조성 완료

    (2016. 6)

•2017년 계획 : 둘레숲길 1km 및 

    생명의 숲(운동장 전면부)공사

도심 속 걷고 싶은 명품공원으로 재탄생 합니다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

둘레숲길 2.8km



•무실동 용화산 일원 463,710㎡, 총사업비 5,710억 원, 2018년 완공   

      ※ 중앙공원2구역은 향후 추진 

•광장, 문화회관, 실내 배드민턴장, 둘레길 등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2016. 9.)

•2017년 계획 : 보상, 실시계획인가, 공원 공사 착공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원을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이는 민간투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2018년 완공



•무실공원

     - 단계동 341-55(임)번지 일원 33,391㎡, 총사업비 140억 원, 2018년 완공

     - 진입광장, 중앙광장, 휴게쉼터, 숲속산책로, 다목적 구장 등

     - 토지보상 실시(2016),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2017)

•단계공원

     - 단계동 산92지 일원 207,840㎡, 총사업비 300억 원

     - 노인복지회관, 광장,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다목적구장, 전망휴게소 등

     - 민간 단계근린공원 우선제안대상자 제안공고(2016. 12)

     - 민간사업자 선정(2017. 4)

•남산(원동)공원

     - 명륜동 산2-3번지 일원 36,144㎡, 총사업비 65억 원, 2018년 완공

     - 진입광장, 휴게쉼터, 숲속산책로 등

     - 실시설계 용역 착공(2016. 7)

•새마음공원

     - 무실동 산48-8번지 일원 70,585㎡, 총사업비 150억 원, 2019년 완공

     - 진입광장, 중앙광장, 산책로, 휴게쉼터, 단풍나무숲, 잔디광장, 경사놀이터 등

     - 토지 보상(2017)    

도심 곳곳에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푸른 공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실·단계·남산·새마음공원 조성



•흥업면 사제리 산171-1번지 일원 부지 34,030㎡, 

     사업비 350억 원

•화장로 7기, 봉안당 등

•원주・횡성・여주 협약서 체결(2016. 4), 

     현재 공사 진행 중 

•2017년 계획 : 공사 준공

민자유치 및 횡성군, 여주시와 공동건립으로 
33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조성



•반곡동 1910-6부지 6,711㎡, 

     사업비 3,890백만 원, 2018년 완공

•임시보육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상담실 등

•설계현상 공모 실시(2016. 11.)

• 2017년 계획 : 공사 착공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단구동 1699-2번지 외 1필지(연면적 1,407.7㎡, 

     지상 2층, 사업비 1,959백만 원)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기본설계 용역(2016. 6)

•2017년 계획 : 공사 착공・준공 

우리 시의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인프라 강화에 기여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농업기술센터 내 건물 신축(연면적 1,487㎡, 지상2층), 사업비 33억 원

•연구분석실, 친환경농업 교육관 등

•공사 착공(2016. 10)

• 2017년 계획 : 공사 준공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합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



•반곡동 1910-6번지(원주혁신도시 내) 

     부지 6,711㎡, 연면적 2,400㎡(지상 2층) 

•사업비 97억 원, 2018년 완공

•자료실, 북카페, 열람실, 디지털실, 

     그림책전문관 등

•2017년 계획 : 공사 착공

혁신도시 속에서 피어나는 반곡도서관,
새로운 문화시설로 피어납니다

반곡도서관 건립



• 국도 5호선(판부면 금대리 ~ 신림면) 도로확장 L=13.2km

    (2차선 ⇒ 4차선)

•사업비 1,274억 원(국비)

• 2016. 8. 26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에 반영

•2017년 계획 : 실시 계획 용역 착공

원주시 구석구석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졌습니다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 등 대정부활동을 통해 
2011년 3월 기본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판부-신림간 국도 확장

금대리 신림면13.2km / 2차선→4차선



•서원대로 33(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내), 

    연면적 1,400㎡, 지상 3층, 30억 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16. 10~ 2017. 2

•2017년 계획 : 공사착공・준공

시민은 행정의 주인입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친절히 다가가겠습니다

단계동 주민센터 신축
시
민
의

 편
리를 위해



•명륜1동 원주향교 일원, 사업비 60억 원

•향교진입로 개설, 향교길 보행환경 개선, 그린주차장 조성 등

•2017년 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7. 9~2020.11 : 단계별(연차적) 사업 추진

역사의 향기를 보존합니다
교육도시 원주의 맥을 계승합니다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



•서부순환도로 개설 L=3.22km(6차선)

•사업위치 : 무실동~기업도시 진입로

•총사업비 540억 원(시비) 

 •공사기간 : 2016~2021

•2017년 계획

    - 기업도시 진입로 구간(L=240m, B=20m) 우선 개통

    - 봉화터널(L=750m) 착공

사통팔달 도심 순환도로 개통으로
시민들은 더욱 편리해집니다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착공

무실동 기업도시

3.22km / 6차선



국립공원 치악산 둘레를 3개의 코스로 개발,
우리 시의 명품관광코스로 탄생합니다

치악산 둘레숲길 조성

•원주시 행구동 국형사~소초면 학곡리 

    수레너미재 구간 L=22.3km

•총사업비 : 90억 원(국비 40, 도비 12, 시비 38)

•기본계획 완료(2015. 12)

•2017년 계획 :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착공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들을 보며

 '왜지?' 라고 말한다. 

나는 존재한 적이 없는 것들을 꿈꾸며

 '왜 안돼?' 라고 말한다.

You see things; and you say, 'Why?' 

But I dream things that never were; and I say, "Why not?"

조지 버나드 쇼의 명언 중 '희망' 편

이 자료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여 발행된 간행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