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99,367,358,358 90,251,322,165 

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 육성지원 한국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7,000,000 7,000,000

강원도4-H야영교육 강원도4-H본부 20,000,000 20,000,000

도4-H본부 운영지원 강원도4-H본부 26,000,000 26,000,000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육성 (사)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7,000,000 7,000,000

농촌치유프로그램 운영 열목어마을 영농조합법인 40,000,000 40,000,000

남북음식문화 교류 사업지원 (사)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150,000,000 150,000,000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광역화사업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24,000,000 320,457,668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광역화사업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34,000,000 133,007,165

새마을운동 지원 강원도새마을회 20,000,000 19,726,660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 20,000,000 20,000,000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지원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20,000,000 20,000,000

민간 통일운동 및 교육지원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 40,000,000 40,000,00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국제로타리 강원지구

강원도 의정회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강원도행정도우회

60,000,000 51,134,000

안심강원, 안전강원 교육사업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50,000,000 49,976,210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54,400,000 54,400,000

미수복강원도민회 지원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 50,000,000 5,000,000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및 안보교육 이북5도 강원도사무소 10,000,000 10,000,000

출향도민 도정 참여 및 활성화 지원 (사)강원도민회중앙회 50,000,000 49,500,000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강원도자원봉사센터 19,000,000 18,615,000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강원도자원봉사센터 25,000,000 25,000,000

자원봉사 연계협력 및 홍보강화 강원도자원봉사센터 45,000,000 44,225,000

가족봉사활동 육성 지원 강원도자원봉사센터 20,000,000 20,000,000

초등학생 예비 봉사왕 육성 강원도자원봉사센터 10,000,000 10,000,000

YOUTH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 및 발표대회 강원도자원봉사센터 30,000,000 29,993,000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사)한국분권아카데미 18,000,000 18,000,000

2019년 호민관대학 심화과정 운영 (사)한국분권아카데미 9,457,420 9,457,420

2019년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개최 강원도민일보 30,000,000 30,000,000

강원도와 함께하는 강릉시 자치분권아카데미 개최 강릉시산학협력단 10,000,000 9,999,800

2019년 강원도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사)자치분권연구소 10,000,000 10,000,000

2019년 강원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강원도주민자치회 60,000,000 55,674,920

제12회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강원도주민자치회 14,000,000 12,480,000

2019년 이·통장 역할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강원도이통장연합회 11,400,000 11,400,000

2019년 이통장 역할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강원도이통장연합회 18,600,000 18,600,000

[별첨3] 2019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합      계



(단위 : 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9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55,284,000 53,063,830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협력 강원테크노파크 10,000,000 10,000,000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 강원테크노파크 170,000,000 169,946,460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국가직접지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200,000,000 200,000,000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국가직접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667,000,000 667,000,000

지식재산 창출 지원(국가직접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919,000,000 919,000,000

취업연계 IP지역인재 양성(국가직접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200,000,000 200,000,000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국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60,000,000 60,000,000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국고) 강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66,000,000 66,000,000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국고)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 116,800,000 116,645,400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국고) 양양군노인복지관 등 2개소 12,142,000 12,142,000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85,000,000 185,000,000

SW중심대학 지원사업(국가직접)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 250,000,000 250,000,000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국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0,000 200,000,000

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국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444,918,000 1,444,918,000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국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767,800,000 767,800,000

농업인단체 육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강원도연합 10,000,000 10,000,000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광역)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140,000,000 140,000,000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국고) 재단법인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0,000,000 200,000,000

농업인단체 육성 (사)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9,000,000 9,000,000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국고)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400,440,000 400,440,000

농업인단체 육성 (사)한국여성농업인강원도연합 9,000,000 9,000,000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농촌활성화지원센터)(국고) 강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20,000,000 120,000,000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국고) 재단법인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504,000,000 504,000,000

농업인단체 육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강원도연합 6,000,000 6,000,000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자치단체)(국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2,714,000 22,714,000

농촌융복합산업 마케팅 지원강화 재단법인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0,000,000 200,000,0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국고) 강원연구원 10,000,000 10,000,000

신농정 포럼 운영 강원미래전략연구소 20,000,000 20,000,000

지자체 식생활교육(국고) 사)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260,000,000 259,793,640

농식품스마트소비(국고) (사)원주소비자시민모임 30,000,000 30,000,0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국고) 재단법인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000,000 20,000,0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국고) 강원연구원 10,000,000 10,000,000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농협경제지주(주)강원지역본부 700,000,000 700,000,000

농산물마케팅지원(직접)(국고) 농협경제지주(주)강원지역본부 298,000,000 298,000,000

지자체 식생활교육(국고) 사)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40,000,000 40,000,000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국고)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194,710,000 194,710,000



(단위 : 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신농정 포럼 운영 (사)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16,000,000 16,000,000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국고) 재단법인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554,600,000 554,600,000

강원사과 통합브랜드 및 강원대표 과일 전국홍보 농협경제지주(주)강원지역본부 100,000,000 31,000,000

강원축산자원발전 포럼 운영 강원축산자원협의체 10,000,000 7,911,940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사단법인 강원도친환 20,000,000 20,000,000

농업인단체 육성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10,000,000 10,000,000

고품질쌀 생산 (사)한국쌀전업농강원도연합회 5,000,000 5,000,000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보험운영)(국고)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100,000 2,100,000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40,000,000 40,000,000

농업인단체 육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5,000,000 5,000,000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국고)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146,628,000 146,628,000

후계농교육 지원(국고) (주)한국정책미디어 21,024,000 18,968,000

농산물마케팅지원(직접)(국고) 농협경제지주(주)강원지역본부 △298,000,000 △298,000,000

후계농교육 지원(국고) (주)한국정책미디어 26,280,000 23,710,000

농산물마케팅지원(직접)(국고)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458,000,000 403,990,825

신농정 포럼 운영 사단법인강원행복시대 20,000,000 20,000,000

지역농산물 군납 확대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강원제주협동조합 20,000,000 20,000,000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보험운영)(국고)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884,000 2,884,000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40,000,000 40,000,000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농협경제지주(주)강원지역본부 100,000,000 100,000,000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국고)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6,000,000 6,000,000

산지유통 계열화 농협경제지주(주)강원지역본부 300,000,000 300,000,000

신농정 포럼 운영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10,000,000 8,667,000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농협경제지주 1,709,477,000 1,709,477,000

농업인단체 육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4,000,000 4,000,000

농업인단체 육성 (사)한국여성농업인강원도연합 10,000,000 10,000,000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농협경제지주(주)강원지역본부 505,471,800 505,471,800

후계농교육 지원(국고) 한국농업연수원 216,000 216,000

강원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140,000,000 140,000,000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당 지원 상지영서대학교 산학협력단 94,017,000 94,017,000

(취업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대한노인회강원도연합회취업지원센터 5,400,000 5,320,000

(인턴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강원지역본부 1,173,120,000 1,173,120,000

강원여성 정치지도자 육성 강원미래전략연구소 24,000,000 24,000,000

신사임당상 시상식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20,000,000 20,000,000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 강원여성연구소 10,000,000 10,000,000

강원여성 녹색생활 신천 교육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10,000,000 10,000,000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강원대학교병원 36,600,000 36,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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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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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한센병력자 정착 선도)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 12,000,000 12,000,000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에이즈 예방홍보 및 감염인 상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강원도지회장 63,000,000 63,000,000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국고) 강원대학교병원장, 강릉의료원장 101,000,000 101,000,000

주민 건강증진 지원(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이동검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26,880,000 26,880,000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가족보건복지사업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29,440,000 29,440,000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50,000,000 45,971,350

정신보건사업 추진(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강원대학교병원 23,400,000 22,983,000

자살예방 실무자 정신건강증진(국고) 강원대학교병원 32,000,000 32,000,00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광역자살예방센터 사업 지원) 강원대학교병원 150,000,000 150,000,000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국고)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장 167,000,000 158,066,956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국고) 지역응급의료센터장 467,500,000 467,500,000

장기기증 활성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지부장 11,200,000 11,200,000

지역 재난의료지원(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강릉아산병원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춘천성심병원장

7,800,000 7,800,000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강원도의료원 4개소 84,000,000 34,336,320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국고) 국립중앙의료원장 3,100,000,000 3,098,800,000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국고)(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속초의료원장, 영월의료원장 96,000,000 96,000,000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국고) 강원도의료원 5개소 2,306,040,000 2,306,040,000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국고) 국립중앙의료원장 189,800,000 183,249,89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국고)(지역응급의료사업 운영지원) 비취약지 응급의료기관 6개소 730,000,000 730,000,000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국고) 권역응급의료센터장 91,310,000 87,497,400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국고) 국립중앙의료원장 99,272,000 93,863,740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지역암센터 지원)(국고) 강원대학교병원장 202,000,000 202,000,000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국고) 강원대학교병원장 200,000,000 200,000,000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간호인력 파견)(국고) 강원대학교병원장 181,370,000 180,730,000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강원도재활병원 지원)(국고) 강원도재활병원장 93,000,000 93,000,000

응급의료기관 공공정보관리지원(코디네이터)(국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30,000,000 30,000,000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지원(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국고)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장 80,000,000 80,000,000

강릉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운영지원 강릉의료원장 204,000,000 204,000,000

산불피해이재민 의료비지원 강릉의료원장, 속초의료원장 28,255,070 28,255,07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국고) 강원도재활병원장 255,776,000 227,642,570

마약류예방관리(건강한 강원만들기 캠페인)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 12,000,000 12,000,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사)한국능률협회 3,722,500 3,722,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뉴브리드 3,340,500 3,340,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디자인무유 4,461,000 4,461,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디자인이찌 1,006,500 1,006,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디자인퍼플 2,251,500 2,2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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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루이제엠사업단 2,227,000 2,227,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사회적협동조합 풀그림창작소 1,146,000 1,146,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쓰리디웍스 1,358,500 1,358,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엘비라 766,000 766,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오스타건설㈜ 1,402,500 1,402,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올데이플랫폼 990,500 990,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이노릿지 2,064,500 2,064,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라인애드 1,006,500 1,006,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 우천환경이엔지 1,583,500 1,583,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 한국혁신교육원 2,029,000 2,029,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 해피바디 982,000 982,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 회원 2,661,000 2,661,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맨드림 1,146,000 1,146,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스퀘어베이스 990,500 990,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이엔티 1,510,500 1,510,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엔디에스 6,329,500 6,329,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현정생활 2,585,500 2,585,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중원문화재 1,146,000 1,146,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창성이엔씨㈜ 2,945,500 2,945,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케이티오파트너스주식회사 6,604,000 6,604,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코오롱제약 1,630,000 1,630,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티더블유비 990,500 990,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티티씨컨설팅 2,786,000 2,786,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팜스웰바이오 1,146,000 1,146,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한강토목산림기술 1,006,500 1,006,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해피니스테크 4,924,000 4,924,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혁신심리상담센터 1,002,500 1,002,5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혁신페이퍼 2,269,000 2,269,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분양비 대출금 이자지원 ㈜해피룸 9,064,000 9,064,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분양비 대출금 이자지원 정도산업㈜ 12,000,000 12,000,000

2019년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 10,400,000 10,400,000

제7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110,000,000 2,110,000,000

2019년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6,000,000 25,890,000

북방지역로드좌담회  국제컨퍼런스 (사)한국경제연구학회 50,000,000

2019년 중국 위해시 상담회  판촉전    사단법인 강원무역창업연구원 16,000,000 13,442,021

2019년 호주지역 강원도 특산품 홍보특판전    사단법인 강원무역창업연구원 61,000,000 57,279,130

2019년 미국 중서부 강원도특산품 홍보특판행사    사단법인 강원무역창업연구원 23,000,000 2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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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통합 수출 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외 1 100,000,000

제17회 중국(광저우) 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 참가보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72,000,000 69,480,930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활성화 도비보조금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15,000,000 2,246,373

미국 동부(뉴욕) 강원 농수산식품 홍보판촉전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37,000,000 37,051,650

필리핀 농수산식품 시장개척단 파견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7,000,000 6,948,640

강원 농수산식품 홍콩 판촉전  식품박람회 참가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20,000,000 19,876,622

미국 동부지역 강원 농수산식품 판촉·홍보전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40,000,000 39,998,068

제46회 미국 LA한인축제(농수산물 엑스포)참가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90,000,000 89,999,997

베트남 내 강원농식품 직매장 운영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6,500,000

2019 수출전략품목 발굴지원    강원인삼협동조합외 4 154,600,000

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강원도전략품목 수출상담회 개최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00,000,000 91,994,938

제23회 베이징 국제미용박람회 참가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3,500,000 21,603,020

2019년 제12회 동북아박람회 참가지원사업    강원도경제진흥원 100,000,000 85,517,672

2019년 대만지역 농수산식품 판촉행사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40,000,000 39,997,110

2019년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농수산식품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34,000,000 26,757,077

2019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도비보조금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50,000,000 48,717,434

2019년 미국 서부지역 강원농수산식품 판촉전 도비보조금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40,000,000 39,999,999

2019년 캐나다 강원농수산식품 홍보판촉전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40,000,000 39,999,998

2019년 미국 중서부 강원도특산품 홍보특판행사    (사)강원무역창업연구원 27,000,000 26,390,470

2019년 홍콩 강원 농수산식품 홍보판촉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35,000,000 34,178,450

19년 통합 수출지원 체계 구축·운영지원사업   재단법인 강원도경제진흥원 150,000,000 142,814,059

2019년 중국 해외시장 개척단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5,000,000 15,000,000

2019년 필리핀 강원도농수산식품 홍보특판전 도비보조금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34,000,000 33,950,496

2019년 미국 서부지역(하와이) 강원농식품 홍보판촉행사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40,000,000 40,000,000

2019년 미국 서부지역(시애틀) 강원농식품 특판전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45,000,000 44,999,990

2019년 미국 꽃마 USA연계 강원농수산식품 온라인특판전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35,000,000 32,638,094

2019 강원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해외시장 진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자동차부품(SLC)미니클러스터 30,000,000 30,000,000

제29회 중국 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 지원 (재)강원도경제진흥원 52,285,746 52,285,746

2019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박람회  (재)강원테크노파크 33,728,805 33,728,805

2019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80,000,000 75,972,465

2019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사)한국무역협회 44,000,000 44,000,000

2019년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40,000,000 40,000,000

2019년도 국제비즈니스 통번역 지원사업  (사)한국무역협회 15,000,000 12,378,332

2019년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사)한국무역협회 25,000,000 25,000,000

2019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50,000,000 245,551,000

2019 베트남 하노이 시장개척단 지원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1,633,100 21,633,100

2019년 말레이시아 미용박람회 참가  (사)한국무역협회 28,741,911 28,7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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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건강산업박람회 참가  (재)강원테크노파크 28,530,651 28,530,651

2019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사)한국무역협회 160,000,000 159,500,885

2019년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재)강원도경제진흥원 45,775,080 45,775,080

2019 강원 해외마케팅 통합플랫폼 제작 지원사업  (사)한국무역협회 45,000,000 45,000,000

2019년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300,000,000 263,863,500

2019 브라질 상파울루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재)강원테크노파크 34,825,115 34,825,115

2019 강원웰니스 식품 수출상담회 개최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9,651,850 29,651,850

2019 해외기업  오퍼정보 서비스 지원사업  (사)한국무역협회 15,000,000 15,000,000

2019년 수출역량 강화  고품질화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0,000,000

2019년 강원도 무역인재 양성 교육비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30,000,000 23,186,180

2019 동남아 통합무역사절단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36,000,000 36,000,000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60,000,000 48,044,710

2019 중남미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  (재)강원테크노파크 49,000,000 49,000,000

2019 홍콩미용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한국무역협회 42,000,000 42,000,000

2019 중국(상하이, 난징) 무역사절단 파견  (재)강원도경제진흥원 40,000,000 39,142,967

제126회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지원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20,000,000 120,000,000

2019 수출역량 강화  고품질화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58,246,000

제56회 무역의 날  제3회 강원 수출인의 날 기념행사    (사)한국무역협회 40,000,000 35,206,000

2019년 하반기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사업 (재)강원테크노파크 50,000,000 42,684,000

2019년도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000

2019년도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10,000,000

2019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40,000,000

2019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624,000,000

2019 러시아 달아그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19,968,070 19,968,000

태국 신흥시장 개척 지원사업 강원도경제진흥원 100,000,000 97,929,970

2019 미국 라스베가스 미용 박람회 참가 (재)강원테크노파크 28,680,680 28,680,680

2019 러시아 알타이주 농업박람회 참가 (재)강원테크노파크 20,000,000 12,554,016

2019 카자흐스탄 토털마케팅 추진사업 강원도경제진흥원 70,000,000 69,583,500

2019 국제친선 문화교류 (사)한국유네스코협회 8,000,000 7,998,240

강원의료기기 제조업 베트남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40,000,000 31,085,428

2019 필리핀 시장개척 토털마케팅 강원도경제진흥원 204,064,060 204,064,053

강원도 농특산물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사업 강원도경제진흥원 100,000,000

2019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 참가 (재)강원테크노파크 20,000,000 20,000,000

2019 하반기 유럽 시장개척단 파견 (재)강원테크노파크 50,000,000 36,475,357

인도 국제무역전시회 참가 강원도경제진흥원 60,000,000 59,036,444

2019 미국 LA 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50,000,000 48,328,922

제4회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개최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 1,000,000,000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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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사단법인 강원해양수산포럼 18,000,000 17,438,710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사단법인 강원수산인총연합회 20,000,000 20,000,000

수산사업 창업·투자지원사업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 융합사업단 1,100,000,000 1,100,000,000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24,000,000 24,000,000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업체 지원 강원마린 외 6개 91,968,000 91,968,000

창업어가 멘토링 김광희 외 1명 12,000,000 12,000,000

여성어업인 대표자 회의 및 간담회 여성어업인 연합회 5,000,000 5,000,000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잠수어업인 연합회 20,000,000 20,000,000

수상인명구조요원 강사 양성교육 지원 (사)수상인명구조단 10,000,000 10,000,000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고도화사업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100,000,000 100,000,000

지역산업맟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강릉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한국교통안전공단

3,690,700,000 3,690,700,000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강원테크노파크 30,000,000 30,000,000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희망리본 418,038,000 418,038,00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희망리본 535,360,000 535,360,00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사업 한림성심대학교 산학협력단 40,000,000 40,000,000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도내 창업보육센터 32,000,000 32,000,000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50,000,000 150,000,000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65,000,000 165,000,000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590,000,000 1,590,000,000

창업선도대학 운영프로그램 육성지원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200,000,000 200,000,000

재도전 성공패키지 육성지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50,000,000 50,000,000

창업도약패키지 육성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100,000,000 100,000,000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1,361,900,000 1,361,900,000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441,000,000 2,441,000,000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54,750,000 1,554,750,000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50,000,000 347,130,000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 ㈜강원일보사 30,000,000 30,000,00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 60,000,000 60,000,000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장 150,000,000 150,000,000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30,000,000 30,000,000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강원도민일보 40,000,000 39,960,830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44,000,000 4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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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통일교육 실시(교육 공모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
통일교육위원 강원도협의회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15,000,000 11,345,000

북한이탈주민 시민의식 함양(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강원국학원 3,000,000 3,000,000

북한이탈주민 초기 전입 물품 지원
강원북부지역적응센터

강원남부지역적응센터
15,000,000 12,600,000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교육 운영 지원 (사)해솔직업사관학교 50,000,000 47,544,590

청소년 평화현장 체험 및 DMZ 견학 강원도재향군인회 80,000,000 70,360,000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강원도관광협회 15,000,000 15,000,000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13,000,000 13,000,000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 강원국제회의센터 712,000,000 712,000,000

남북강원도 PEACE WEEK(국고) 국제방송교류재단 400,000,000 400,000,000

남북강원도 PEACE WEEK 2018평창기념재단 800,000,000 800,000,000

지역문화특성화지원사업 (재)강원문화재단 1,988,000,000 1,988,000,000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재)강원문화재단 740,000,000 740,000,0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국고) 한국국학진흥원 300,801,000 300,654,030

국어책임관 지원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19,000,000 19,000,000

강원도 수어문화원 운영 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 133,120,000 133,120,000

강원도수어경연대회 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 4,800,000 4,800,000

문화예술분야 사회단체 지원 한국생활문학강원지회 등 47,500,000 47,491,232

장애인초청 영화관람회 사)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50,000,000 50,000,000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재)강원문화재단 1,276,200,000 1,276,200,00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재)강원문화재단 300,000,000 300,000,000

학교예술강사 지원(국악) 강릉문화원 903,260,000 903,260,000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강릉문화원 600,000,000 555,975,24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재)강원문화재단 195,000,000 195,000,000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 (재)강원문화재단 400,000,000 400,000,000

강원문화예술상 운영 (사)강원민예총 문학협회 8,000,000

강원문단 21C 비전 (사)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15,000,000 14,896,000

강원문학상 및 청소년문학상 운영 (사)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22,000,000 22,000,000

국악활성화 (사)한국국악협회 강원도지회 17,000,000 17,000,000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외1 60,000,000 59,758,460

강원영상산업 지원 강원문화재단(강원영상위원회) 1,000,000,000 938,661,413

콘텐츠산업육성 한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300,000,000 300,000,000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개최 (사)평창국제평화영화제 1,700,000,000 1,699,985,500

사물놀이 경연대회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5,000,000 15,000,000

강원문화 대축전 강원도문화원연합회 40,000,000 40,000,000

전통문화논문 연구발표대회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5,000,000 15,000,00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활성화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00,000,000 98,5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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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성균관유도회강원도본부 24,000,000 24,000,000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 강원도민일보 16,000,000 16,000,000

문화재 돌봄사업 강원문화재연구소 1,463,000,000 1,463,000,000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 G1 강원민방 60,000,000 60,000,000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가맹경기단체 지원) 강원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200,000,000 200,000,000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도 체육회 지원) 강원도체육회장 14,890,000,000 14,804,461,000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도 장애인체육회 지원) 강원도장애인체육회장 2,886,000,000

지방체육회 공정선거관리(국고) 강원도체육회장 21,600,00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국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장 272,880,000

강원FC 운영 지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11,000,000,000 11,000,000,00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강원도체육회 300,000,000 300,000,000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지원 강원도체육회 162,000,000 162,000,000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강원도체육회 44,940,000 44,940,000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강원도체육회 200,000,000 200,000,000

국제체육교류
강원도농구협회장

강원도유도회장
6,000,000

드림프로그램 운영(국고) 2018평창 기념재단 1,400,000,000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강원도장애인체육회장 67,000,000 67,000,000

루지 아시아선수권 대회 (사)대한루지경기연맹 155,940,000 155,940,000

평창 스키점프 FIS CUP 대회 대한스키협회 40,000,000 40,000,000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도지회 12,000,000 12,000,000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71,000,000 71,000,000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자연보호중앙연맹강원도협의회 8,000,000 8,000,00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에코피스리더쉽센터 25,000,000 25,000,000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국고)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446,667,000 445,588,740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사업(국가직접지원)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41,000,000 41,000,000

춘천 국제물포럼(국고) (사)춘천국제물포럼 90,000,000 90,000,000

수질보전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체험학습연구개발 등 13,000,000 13,000,000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강원도자연학습원 286,000,000 286,000,000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인구의 날 행사 추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25,000,000 25,000,000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미래세대 학생 대상 인구교육)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35,000,000 35,000,000

인구감소 대응 협력사업(홍보 캠페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50,000,000 49,317,200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강원대학교 100,000,000 100,000,000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60,000,000 57,213,290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31,500,000 31,224,000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지원 (사)강원발전경제인협회 12,000,000 11,884,960

강원여성경영인협회 지원 (사)강원여성경영인협회 15,000,000 15,000,000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회 지원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 10,000,000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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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재)강원연구원 30,000,000 30,000,000

강원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5,000,000 24,869,000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391,000,000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강원상인연합회 38,000,000 29,283,889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운영 강원상인연합회 10,000,000 9,312,000

문화와 예술이 있는 강원장터

국악창장그룹 자락

한국전통문화예술원 태극

워니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

사단법인 강릉단오제보존회

32,000,000 32,000,000

전통시장 홍보방송 G1강원민방 50,000,000 50,000,000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상인연합회 강원지회(강원상인연합회) 27,000,000

소비생활센터 인건비 지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강릉지회 27,812,000 27,812,000

중소유통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강원유통업협회 20,000,000 19,500,000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 (사)강원행복시대 8,000,000 8,000,000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참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3,200,000 3,200,000

중소기업간 경영혁신 활동 지원 메인비즈 강원연합회 20,000,000 20,000,000

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 15,000,000 15,000,000

여성기업 CEO 경영연수 및 경제인대회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9,000,000 9,000,000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10,000,000 10,000,000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6,000,000 5,665,000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70,000,000 60,000,000

대형유통업체 MD초청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20,000,000 19,638,590

중소기업 현장개선 활성화 지원 한국표준협회 강원지역본부 21,600,000 21,600,000

숙련기술인 농어촌 재능기부 봉사활동 강원도 숙련기술인연합회 5,000,000 5,000,000

노동단체 행사 지원 한국노총 강원도본부 등 5개 106,000,000 106,000,000

근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지원 한국노총 강원도본부 15,000,000 15,000,000

자동차노조 노사화합 행사 지원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 20,000,000 20,000,000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60,000,000 59,452,040

태백산 천명제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3,600,000 3,600,000

관광산업 서비스 향상과 갈등예방 노사합동교육 지원
전국관광서비스 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
10,000,000 10,000,000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국고)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116,000,000 116,000,000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 도내 14개 창업보육센터 464,600,000 452,617,674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1,600,000 20,418,978

판매촉진을 위한 '강원곳간' 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000 99,747,610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마음고리마켓'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5,000,000 23,328,550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 행사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23,000,000 22,258,510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70,000,000 67,950,000

사회적경제 직거래 장터 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000 99,4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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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지원 프로젝트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000 79,314,496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프로그램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50,000,000 49,541,000

사회적경제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30,000,000 30,000,000

강원소셜로드 프로젝트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000,000 18,406,000

강원로컬푸드 도시락 소셜프랜차이즈 구축 강원만찬 협동조합 100,000,000 100,000,000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테크노파크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369,290,000 369,290,000

지역특화사업(광역)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6,000,000 154,580,800

마을기업 육성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30,000,000 102,044,000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국고)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400,000,000 400,000,000

경관우수건축물 시상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40,000,000 40,000,000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20,000,000 20,000,000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7개 단체 50,000,000 5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