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4] 2016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행 사 명 시기(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5,416,956 5,307,027

강원경제인 대회 겸 신년인사회 1월   강원도민일보 5,000 5,000

설맞이 전통식품 직거래 대잔치 1~2월
 강원도

전통가공식품협회
7,260 7,260

도시소비자 전통음식 만들기 2월
(사)한국여성농업

인 강원도연합회
3,500 3,500

강원경제 비전포럼 2~7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12,000 9,567

공공구매 설명회 3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50,000 50,000

강원도와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3월
강원도

전통가공식품협회
5,000 5,000

제2회 강원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앱개발 공모전
 3~12월

 (재)강원정보문화

진흥원
30,000 30,000

미국 동부(버지니아주)

강원 농식품 판촉홍보전
4월

강원도

전통가공식품협회
40,000 40,000

캐나다 동부(토론토)

강원 농식품 판촉홍보전
4월 강원농협지역본부 40,000 40,000

한-중 한겨레 가무제 4월
 (사)한국연예예술

인협회 강원지회
12,000 12,000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자체 홍보관

운영
4~5월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43,755 43,755

World IT Show 전시회 5월
 (재)강원정보문화

진흥원
25,000 25,000

제1회 강원산나물 한마당 5월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150,000 150,000

제44회 어버이날기념

경로효친 행사
5월

 강원도

노인복지관협회
10,000 9,409

청소년 그룹댄싱 가요경연대회 5월
 한국청소년강원연

맹
21,000 21,000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4~11월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50,200 50,200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토종나눔마당
5월

전국여성농민회 강

원도연합
4,000 4,000

강원도-돗토리현 국제문화교류 5월
 (사)한국음악협회

강원도지회
15,000 14,687

강원쌀 홍보 마케팅 지원 5~9월 강원농협지역본부 52,000 52,000

합   계



행 사 명 시기(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8회 한강 사진 공모전  5~10월
강원미래전략

연구소
50,000 50,000

건전한 정보문화 행사 6월
 (재)강원정보문화

진흥원
20,000 20,000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6월
한국표준협회

강원지역본부
180,000 180,000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6월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58,000 58,000

비목나라 2016 춘천 현충문화제 6월  (사)강원행복시대 30,000 29,950

소중한 강원역사 문화유산

알리기 지원
6~7월  극단 예실 42,000 42,000

에너지절약 도전 골든벨 한마당 7월
 (재)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40,000 40,000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교류협력행사(상반기)
7월 (사)반곡사람들 24,034 24,034

 환동해권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7월

 (사)강원해양수산

포럼
5,823 5,478

    중국 장춘 강원 농식품

판촉홍보전
7월

강원도

전통가공식품협회
12,000 12,000

강원한우 출범기념 특판행사 7월
농협중앙회

강원농협본부
20,000 20,000

강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롯데백화점 건대점,중동점)
7월

강원도

전통가공식품협회
8,340 8,340

강원 우수농특산물

부산·영남권 기획특판
7월

농협중앙회

강원농협본부
10,000 10,000

강원 우수농특산물

이마트 기획특판
7월

농협중앙회

강원농협본부
30,000 30,000

제13회 대관령국제음악제 7월  (재)강원문화재단 1,350,000 1,350,000

강원관광 체험사진공모전 7~10월
 (사)한국사진작가

협회
60,000 60,000

강원의병 추모콘서트 7~12월
(사)춘천의병

아리랑보존회
30,000 29,560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축전
8월 상지대학교 30,000 28,789

    대중국 강원쌀 시장개척

 및 전시홍보
8월 동송농업협동조합 14,900 14,900

대형유통사 MD초청 상담회 8월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7,000 7,000

공예품대전 운영 8월
 강원도

공예협동조합
20,000 20,000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8월
(사)한국농업경영

인 강원도연합회
35,000 35,000



행 사 명 시기(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강원 우수농특산물

홈플러스 특별 판매전
8월

농협중앙회

강원농협본부
10,000 10,000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강원홍보관 운영
8월

농협중앙회

강원농협본부
30,000 30,000

제5회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 지원
8월

한국쌀전업농

강원도연합회
12,000 10,956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8월
 (사)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12,000 9,324

강원도 청소년 예술진흥 지원 8월
 (사)한국음악협회

강원도지회
15,000 14,914

강원도 직장인 장사씨름대회 8월  강원도씨름협회 10,000 10,000

춘천소양강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야구대회
8~10월 강원일보 10,000 10,000

강원도-돗토리현

생활체육 국제교류
9월  강원도체육회 22,000 21,968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9월  강원도체육회 140,000 134,573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9월
(사)한국여성농업

인 강원도연합회
35,000 35,000

강원도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9월
 대한적십자사 봉

사회 강원도지사협
30,000 30,000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9월
 강원도

이통장연합회
60,000 60,000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9월
농협중앙회

강원농협본부
14,000 14,000

대한민국 식품대전 참가 9월
농협중앙회

강원농협본부
10,000 10,000

추석절 농수산물 서울장터 참가 9월
농협중앙회

강원농협본부
2,000 2,000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9월   강원도민일보 5,000 5,000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9월   강원일보 5,000 5,000

슈퍼챌린지 강원 9월  강원일보 20,000 20,000

DMZ 평화포럼 9월  강원발전연구원 50,000 44,004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9월
(사)대한간호협회

강원도간호사회
7,700 7,700

지리적표시 농식품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9~10월  영월농협협동조합 14,000 14,000

2016 ICT산업 발전포럼 9~12월
 (재)강릉과학산업

진흥원
10,000 10,000



행 사 명 시기(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DMZ의 평화적 이용 및

가치제고 심포지엄
10월

 강원미래전략

연구소
30,000 26,448

DMZ가치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
10월

 남북강원도협력협

회
90,000 84,898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10월
(사)한국농업경영

인 강원도연합회
5,000 4,924

CC 블루스 페스티벌 10월
 (사)청선문화

예술원
15,000 15,000

강원도-안휘성 국제문화교류 10월
 (사)한국음악협회

강원도지회
13,000 12,172

강원도 동해안 자전거 퍼레이드 11월  강원도체육회 100,000 94,765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11월

 전국관광서비스

노동조합연맹

 강원지부

70,000 70,000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11월  강원도새마을회 20,000 20,000

홍보영상물 제작 11월 강원일보 5,000 5,000

제2회 강원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김치담그기 한마당
11월

(사)한국농업경영

인 강원도연합회
45,000 45,000

제13회 도시소비자와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체험행사
11월

(사)한국여성농업

인 강원도연합회
18,000 18,000

제3회 코리아 아크리컬쳐 푸드쇼 11월
(사)한국여성농업

인 강원도연합회
5,000 5,000

여성농업인발전 심포지엄 11월
(사)한국여성농업

인 강원도연합회
17,000 17,000

청탁금지법 대비

강원도 한우사랑 할인판매 행사
11월

농협중앙회

강원농협본부
20,000 20,000

과일산업대전 행사 지원 11월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6,744 6,744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참가 지원 11월
농협중앙회

강원농협본부
16,300 16,300

제2회 강원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김치담그기 한마당
11월

 (사)한국농업경영

인강원도연합회
13,000 13,000

중국 위해 한국우수상품박람회

 참가
11월

 한국농수산식품수

출협회
13,700 13,700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지원
11월

 강원창업보육

매니저협의회
20,000 20,000

정보화마을 Festa 2016 11월
강원도정보화

마을협의회
10,000 10,000

    중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1월
강원도농수산식품

수출협회
23,100 23,100



행 사 명 시기(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교류협력행사(하반기)
11월 (사)반곡사람들 24,000 21,601

    미국 동부지역 강원 농식품

판촉홍보전
11월

강원도전통가공식

품협회
50,000 50,000

강원관광인대회 12월  강원도관광협회 20,000 20,000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도대표 선발대회
12월  강원도체육회 15,000 15,000

강원도 직장인 당구대회 12월  강원도당구연맹 10,000 10,000

DMZ 평화상 시상 12월  강원일보 45,000 45,000

청소년창작영상제 12월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9,000 9,000

쌀 소비촉진 강원 농특산물 판매전 12월
 강원도전통가공식

품협회
4,400 4,400

동계생활체육대축전
12월~

'17. 3월
 강원도체육회 100,000 99,959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연중  강원일보 외 451,200 451,200

문화예술행사 지원 연중  강원예총 외 500,000 448,348

강원도지사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연중  강원도체육회 456,000 435,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