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3] 7-2-1.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89,762,083       88,293,228       

지역주권 운동 추진  (사)한국분권아카데미 42,142             42,142             

이ㆍ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강원도이통장연합회 20,000             20,000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강원도주민자치회 44,998             44,998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강원도새마을회 등 4개단체 110,000           110,000           

개도국 새마을협력사업 지원  강원도새마을회 16,000             16,000             

동계올림픽 새마을서포터즈 역량강화  강원도새마을회 30,000             30,000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161,000           161,00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육성(국고)(직접)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42,070             42,07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강원도의정회 등 3개단체 59,557             57,572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78,000             78,000             

출향도민 올림픽지원단 역량강화  (사)강원도민회중앙회 39,985             39,985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및 안보교육  이북5도강원도사무소 9,000              9,000              

이북도민 합동망향제, 실향민 문화축전  이북도민회 강원도연합회 13,000             13,000             

흥남철수 거제도기념행사, DMZ평화의 길 걷기  이북5도강원도사무소 13,350             13,350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지원  (사)강원도민회중앙회 50,000             49,600             

미수복강원도민회 보조사업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 40,000             39,999             

청소년 안보현장 체험 및 DMZ견학 보조금 교부  강원도재향군인회 80,000             79,102             

평생교육 진흥

(두드림아카데미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해솔직업사관학교 50,000             50,000             

지역인재 발굴 육성(로스쿨 장학금 지원)  강원대학교 180,000           154,000           

강원 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  강원일보 30,000             27,600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245,000           245,000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60,000             60,000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25,000             25,000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19,000             19,000             

군장병독후감·군인가족생활수기 공모전  강원도민일보 30,000             29,928             

[별첨3] 2017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합      계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50,000             50,000             

강원여성기업 브랜드 Story 사업지원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회 7,500              7,500              

강원 경제사절단 운영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15,000             15,000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56,000             38,488             

맞춤형 평생경제교육 운영지원  강원발전연구원 20,000             20,000             

강원FTA활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  한국무역협회 25,000             25,000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850,000         1,850,000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운영
 (재)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전통시장지원센터)
250,000           250,000           

문화와 예술이 있는 강원장터  강릉그린실버악단 40,000             40,000             

전통시장 홍보방송  G1강원민방 40,000             40,000             

소비생활센터 인건비 지원  원주소비자시민모임 15,120             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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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참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4,000              2,000              

중소기업간 경영혁신 활동 지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강원연합회
20,000             20,000             

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  (사)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 15,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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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5,000              4,944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6,000              5,577              

도내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70,000             70,000             

대형유통업체 MD초청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14,000             13,992             

중소기업 현장개선 활성화 지원  한국표준협회 강원지역센터 27,000             27,000             

숙련기술인 농어촌 재능기부 봉사활동  강원도숙련기술인연합회 5,000              5,000              

노동단체 행사 지원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외 4 103,000           103,000           

선진노사문화 연수 지원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외 2 120,000           117,812           

근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지원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12,000             12,000             

자동차노조 노사화합 행사 지원
 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
20,000             20,000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60,000             51,540             

태백산 천명제  한국산재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4,500              4,500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지역노사민정 협력사업 포상금 지원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10,000             10,000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131,000           131,000           

강원 일자리채움공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55,600           277,800           

강원 일자리안심공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480,000           480,0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강원경제진흥원 등 3,465,500         3,465,500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300,000           220,062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211,070           211,070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강원대 외 10개학교 32,000             31,114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   도내 창업보육센터 15개소 365,000           364,000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6,400              6,400              

창업선도대학 운영프로그램 지원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200,000           200,000           

아이디어팩토리 운영지원   한라대학교 20,000             20,000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   한림성심대학교 20,000             20,00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7,000             25,100             

판매촉진을 위한 '강원곳간' 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40,000             39,790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마음고리마켓'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5,000             24,500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행사 개최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3,000             21,532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70,000             65,235             

사회적경제 직거래장터 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50,000             50,000             

청년창업 강원 JOBs프로젝트 추진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           92,783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30,000             28,350             

사회적경제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30,000             29,694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60,000             57,983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지역특화)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 2 186,987           186,987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지특)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394,000           377,452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국고)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46,000             46,000             

도내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6,000             16,000             

사회적경제 국제교류 우호사업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8,000             18,000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추진   (재)강원테크노파크 86,000             86,000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재)강원테크노파크 254,250           254,250           

강원-미주지역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   (재)강원테크노파크 13,000             10,379             

BIO 2017(미국) 전시회 참가 지원   (재)강원테크노파크 20,000             15,286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지원   (재)강원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200,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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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IP 창조Zone)  강원도경제진흥원 150,000           150,000           

지식재산 창출 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1,480,000         1,480,000         

지식재산 교육허브(RIPA) 구축사업 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200,000           200,000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10,000             10,000             

기후변화교육 허브운영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60,000             60,000             

광역 기후환경네트워크 활동 지원  강원도지속발전협의회 66,000             66,000             

비산업부문 컨설턴트 역량강화워크숍 추진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2,000              2,000              

강원마트 활성화 운영  강원도경제진흥원 243,000           243,000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국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외 7 186,416           186,416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국고)  양양군 노인복지관 외 1 13,400             13,400             

개방형 ICT융합과정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8,000             18,000             

폐공가 활용방안 공모 및 창업지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37,500           137,500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강원)(도직접)  (사)반곡사람들 10,000             10,000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 10,000             10,000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국고)  강원도 경제진흥원 2,110,000         2,110,000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연계행사 추진  강원도 경제진흥원 225,000           225,000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지원사업  강원무역센터㈜인앤아웃컨설팅 266,000           266,000           

지역산업마케팅 추진(국고)  강원도 경제진흥원 등 7개 1,499,817         1,499,817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30,000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강원도 경제진흥원 90,000             90,000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상표등록 비용 지원  강원도 경제진흥원 2,400,000         2,400,000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 추진  강원도 경제진흥원 340,000           340,000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여시재 100,000           100,000           

수출시장다변화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등 262,000           262,000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국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10,000           310,000           

2017년 베트남 토털마케팅 추진 사업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99,154           199,154           

2017년 한·일 친선 문화교류사업  유네스코강원도협의회 7,998              7,998              

2017 알타이 농업박람회  (재)강원테크노파크 10,970             10,970             

2017 캘거리 스탬피드 활용

북미 스포츠 토털마케팅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2,000             12,000             

미국 LA지역 수출시장 개척사업  중소기업중앙회강원도지역본부 45,000             45,000             

2017년 일본지역

강원도 특산품 홍보특판전 지원사업
 (사)강원무역창업연구원 12,000             12,000             

한국 독일 미디어 포럼 개최  (사)강원행복시대 50,000             50,000             

2017년도 관광숙박업체 중간관리자 교육  강원서비스노련강원지역본부 6,000              6,000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사)강원컨벤션 377,000           377,000           

2017년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  강원도관광협회 15,000             15,000             

2017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사업  강원도관광협회 42,000             42,000             

2017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가톨릭관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26,000             26,000             

충효교육 활성화  성균관유도회 강원도본부 30,000             29,31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 50,000             50,000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국고)  (재)강원문화재단 262,000           262,000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국고)  (재)강원문화재단 903,260           903,260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국고)  (재)강원문화재단 1,950,000         1,950,00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국고)  (재)강원문화재단 300,000           265,277           

문화재 돌봄사업(국고)  강원문화재연구소 1,400,000         1,369,938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재)강원문화재단 외 5 700,000           686,102           

도민사랑 문화축전  강원기독교총연합회 81,948             70,937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
 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

(사)민족미술인협회 강원지회
60,000             60,000             

문화예술 행사지원  춘천시립예술단 40,000             36,310             

향토문화논문 연구발표대회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5,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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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 경연대회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5,000             15,000             

강원문화 대축전 개최  강원도문화원연합회 40,000             40,000             

강원문단 21C 비전사업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15,000             15,000             

강원문학상과 청소년문학상 운영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22,000             22,000             

강원문화예술상 운영  (사)강원민예총 문학협회 10,000             10,000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 지원  강원도민일보사 20,000             19,951             

토요문화학교 운영(국고)  (재)강원문화재단 856,000           793,449           

전국 3대 아리랑 순회공연(국고)  강원도민일보사 230,000           230,000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사업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10,000             10,000             

문화예술분야 사회단체 지원  충효예실천운동 강원도연합회 외 12 46,500             46,5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국가직접지원)  한국국학진흥원 20,384             19,649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국고)  (재)강원문화재단 924,000           914,312           

한·중·일 시인축제(국가직접사업)  한국시인협회 30,000             30,000             

2018평창 겨울음악제 스페셜콘서트(국고)  (재)강원문화재단 200,000           163,134           

동계올림픽 대비 선수육성  강원도스키협회 외 5 200,000           200,000           

도체육회 지원  강원도 체육회 12,960,000       12,911,196       

도장애인체육회 지원  강원도장애인체육회 1,521,710         1,479,532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장애인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 241,272           241,272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12,000,000       12,000,00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강원도체육회 200,000           190,652           

생활체육종목별대회 참가지원  강원도체육회 120,000           95,057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강원도체육회 50,188             47,676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강원도체육회 100,000           93,619             

2017 드림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금 교부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1,236,192         1,236,192         

2017 하계 드림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61,500             61,5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3,032,200         2,803,859         

화이트프렌즈(서포터즈 및 자원봉사자)

홍보활동 지원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480,000           434,560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 및 실행사업 (사)문화도문화운동협의회 2,560,640         2,52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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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스케이트 체험 강습회 강원도빙상경기연맹 29,000             28,640             

2017년도 컬링 체험 강습회 보조금 교부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컬링경기연맹)
29,000             28,998             

2017년도 바이애슬론 캠프 보조금 교부 강원도바이애슬론연맹 27,000             27,000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 기념 기획세미나 (사)한국행정학회 24,219             24,219             

2017년도 장애인아이스하키 캠프 보조금 교부 강원도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29,000             29,000             

2017년도 아이스하키 캠프 보조금 교부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컬링경기연맹)
27,000             27,000             

2017년도 크로스컨트리 활성화 캠프 보조금 교부 강원도스키협회 28,000             28,000             

2017년도 장애인스키 캠프 보조금 교부 강원도장애인체육회 28,000             28,000             

강릉 빙상경기장 유지관리 사업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릉시 2,068,825         2,068,825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  설악예술인협회 외              98,000              98,000

한류 K-컬처 콘텐츠 경쟁력 강화(국고)  (재)강원문화재단 1,000,000         1,000,000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지원(국고)  (사)강원전통연보존회 외 1,200,000         1,200,000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강원도지회 150,000           150,000           

도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등 지원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취업지원센터
3,600              3,600              

민간기업 보조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강원지역본부
540,000           540,000           

운영기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강원지역본부
52,200             52,200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 등 296,100           296,100           

평창 동계 패럴림픽 접근성 개선(국가직접지원)
 (사)새로운문화를

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
378,000           378,000           

장애인식 개선 추진  강원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30,000             30,000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  강원여성연구원 10,000             10,000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강원미래전략연구소 24,000             24,000             

강원여성 녹색생활 실천교육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10,000             10,000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

(한센병력자 정착 선도)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 9,600              9,600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강원도지회장 63,000             63,000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예방 지원(국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280,000           280,000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국고)  강원대학교병원장, 강릉의료원장 145,000           145,000           

주민 건강증진 지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이동검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42,000             42,000             

주민 건강증진 지원(건전한 음주 및 절주사업 홍보)  대한보건협회 강원도 보건협회 7,200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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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가족보건복지사업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46,000             46,000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50,000             50,000             

정신보건사업 추진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강원대학교병원장 18,720             18,720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국고)  강원대학교병원장 32,000             32,00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광역자살예방센터 사업 지원)
 강원대학교병원장 90,000             90,000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
 극단치악무대 48,000             48,000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협진(재활병원 지원)  강원도 재활병원 36,000             36,000             

지역암센터 지원  강원지역 암센터 163,486           163,486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90,000             90,000             

장기기증 활성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강원지부 14,000             14,000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국고)  속초의료원 48,000             48,000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국고)  5개의료원 2,426,008         2,426,008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지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660,000           660,000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53,000           153,000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간호인력파견)  강릉아산병원 47,064             47,064             

응급의료 지원센터 운영비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171,700           171,700           

기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 대한항공 3,000,000         3,000,000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외 6개의료기관 841,900           841,900           

응급의료기관 공공정보관리지원(코디네이터)  강릉동인병원 30,000             30,000             

권역별 재난의료전담인력 배치 운영지원
 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60,000           160,000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0  ㈜엠지티 136,040           136,040           

지역재난의료지원(재난의료지원차량운영)
 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7,800              7,800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미용기술대회 지원)  (사)대한미용사회 강원도지회 13,000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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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0,000           152,815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구축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강원발전연구원
40,000             40,000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1,059,000         902,925           

농촌융복합산업 마케팅 지원강화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0,000           150,604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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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농업발전 포럼 지원
 (사)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강원미래

전략연구소, (사)강원행복시대
85,000             80,438             

한농연 역량강화 교육  (사)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9,000              9,000              

한여농 역량강화 교육  (사)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9,000              9,000              

전여농 역량강화 교육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6,000              6,000              

밭농업 경영안정방안 심포지엄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2,000              2,000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2,400              2,400              

전농 역량강화 교육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6,000              6,000              

후계농교육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7,800             33,379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741,778           729,383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홍보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40,000             40,000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140,000           140,000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운영비 지원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4,500              4,500              

아카데미과정 운영  (사)한국분권아카데미 24,913             24,913             

주민주도마을만들기지원(농촌활성화지원센터)  강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20,000           120,000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지원  강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2,000             12,000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712,022           712,022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강원인삼농협
17,800             17,800             

무,배추 생산안정지원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64,049             64,049             

농산물연합마케팅지원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120,000           120,000           

농산물마케팅지원   양구, 평창 144,000           144,000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공영홈쇼핑 124,000           124,000           

지자체 식생활교육사업   (사)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240,000           240,000           

농식품 스마트 소비   원주소비자시민모임 30,000             30,000             

쌀 전업농 혁신리더 양성교육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7,000              7,000              

강원쌀 홍보 및 판매지원   복음실천협동조합 10,000             10,000             

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63,535           942,779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70,000           612,487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도지회
9,0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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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제21 실천 사업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80,000             80,000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0              1,000              

차세대 환경리더 양성 사업  (재)에코피스리더쉽센터 10,000             10,000             

강원도 옛길 생태체험 교육  강원자연사랑연합 25,000             25,000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314,286           314,286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강원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400,000           400,000           

춘천국제물포럼 2017 (사)춘천국제물포럼 90,000             90,000             

2017년 수질분야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구시민운동연합외 1 13,000             13,000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강원도옥외광고협회 20,000             20,000             

강원건축문화제지원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30,000             30,000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  강원안전학교 외 3단체 25,000             25,000             

도4-H본부 운영지원  강원도4-H본부 32,000             32,000             

강원도4-H야영교육  강원도4-H본부 5,740              5,740              

농촌지도자회강원도연합회 육성지원  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10,000             10,000             

농촌여성능력개발지원  (사)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7,000              7,000              

2017년 강원해양수사포험 개최지원  (사)강원해양수산포럼 18,000             18,000             

어촌특화발전지원(국고)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 500,000           500,000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국고)
 5개 시·군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1,000,000         1,000,000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수협중앙회 20,000             19,945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수산업경영인연합회 20,000             20,000             

수산장비 활용(국고)  경북전자외 6개업체 85,120             85,120             

창업어가 멘토링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국고)
 권순승(창업어가 후견인) 9,600              9,600              

수상인명구조요원․강사 양성교육 지원  (사)수상인명구조단 10,000             9,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