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89,800,786       84,584,862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사)한국분권아카데미 40,230             40,230             

이·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 20,000             20,000             

주민자치 활성화  강원도 주민자치회 59,986             59,986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한국자유총연맹강원도지회, 민족통일

강원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강원도

협의회, 강원도새마을회

110,000           110,00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지방행정동

우회 강원도지회, 강원도의정회,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강원지역회의

157,990           157,990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 강원도민회중

앙회, 이북5도강원도사무소
112,500           112,500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141,800           141,312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육성(국고)(직접)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46,910             46,910             

문화도민운동 지원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1,280,458         1,280,458         

인구감소극복 강원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75,000             74,912             

강원 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  강원일보 24,000             24,000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280,000           250,000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60,000             60,000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30,000             29,960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강원도민일보 30,000             30,000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90,000             89,517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60,000             180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지원  강원발전경제인협회 15,000             14,773             

강원여성기업 브랜드 Story 사업지원  강원여성경영인협회 15,000             14,900             

맞춤형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강원연구원 30,000             30,000             

강원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5,000             22,814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50,000         1,929,843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강원상인연합회 38,000             38,000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운영  강원상인연합회 10,000             10,000             

문화와 예술이 있는 강원장터  강릉그린실버악단 40,000             38,880             

[별첨3] 2018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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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전통시장 홍보방송  G1강원민방 40,000             40,000             

소비생활센터 인건비 지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강릉지회 25,057             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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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참가 지원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 4,000              4,000              

중소기업간 경영혁신 활동 지원  메인비즈 강원연합회 20,000             19,992             

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 15,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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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5,000              5,000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 6,000              6,000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70,000             50,000             

대형유통업체 MD초청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20,000             1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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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기술인 농어촌 재능기부 봉사활동  강원도 숙련기술인연합회 5,000              4,990              

노동단체 행사 지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외 3
106,000           106,000           

선진노사문화 연수 지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외 2
125,000           120,653           

근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지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15,000             15,000             

자동차노조 노사화합 행사 지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역

버스노동조합
20,000             20,000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60,000             57,514             

태백산 천명제  한국산재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4,500              4,500              

지역노사민정 협력사업 포상금 지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20,000             18,76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원도지역본부 148,200           136,225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도내대학 산학협력단 32,000             30,421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원주) 165,000           160,747           

시니어 기술 창업센터 운영 지원   한림성심대학교 40,000             40,000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 사업
  강원도 15개 센터(대표 : 가톨릭관동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69,200           467,250           

창업선도대학 운영프로그램 지원 사업   강원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200,000           200,000           

스마트창작터 육성지원 사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45,000             45,000             

재도전 성공패키지 육성 지원 사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원주)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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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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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   강원도경제진흥원 100,000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309,890           309,890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기반구축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100,000           97,869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교육 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130,000           115,00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등 2,346,290         2,033,937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300,000           298,939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418,400         -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486,750           485,697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7,000             25,335             

판매촉진을 위한 '강원곳간' 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60,000             59,512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마음고리마켓'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5,000             24,661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 행사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23,000             22,254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70,000             60,055             

사회적경제 직거래 장터 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           99,524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지원 프로젝트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           98,369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책임멘토링 지원)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40,000             39,897             

강원곳간 통합물류센터 지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40,000             39,540             

사회적경제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30,000             29,028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테크노파크, (재)강릉

과학산업진흥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65,710           265,710           

지역특화사업(광역)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20,000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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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협동조합 컨설팅 추진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6,000             15,812             

강원-미주지역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  강원테크노파크 10,000             9,728              

BIO 해외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강원테크노파크 30,000             29,990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협력  강원테크노파크 15,000             5,291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  강원테크노파크 170,000           169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강원대 등 공동개발기관 및 참여기관 1,61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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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강원연구개발지원단 200,000           199,225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강원도경제진흥원             686,000             686,000

지식재산 창출 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980,000           980,000           

IP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200,000           200,000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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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기후환경네트워크 활동 지원   강원도지속발전협의회 66,000             66,000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원주장애인종합복지관외 5개기관 175,232           172,106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양양군 노인복지관 외 1 12,596             12,392             

강원ICT융합 신기술 기업지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98,125           189,308           

범부처기가코리아사업   기가코리아사업단 400,000           400,000           

SW중심대학지원사업   강원대, 한림대 100,000           99,360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 10,400             10,400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배우자 교양강좌 운영 보조금  (사)반곡사람들 10,000             10,00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 에이치투엔 5,865              5,865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혁신심리상담센터 2,291              2,29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 스퀘어베이스 2,291              2,29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우천환경이엔지 2,815              2,815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혁신페이퍼 4,924              4,924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한국혁신교육원 4,656              4,656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 해피바디 2,618              2,618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디자인이찌 2,291              2,29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사회적협동조합 풀그림창작소 2,291              2,29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엔디에스 18,251             18,25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 이엘디자인 3,169              3,169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코오롱제약(주) 3,301              3,30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중원문화재 (주) 2,618              2,618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엘비라 2,291              2,291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뉴브리드 5,310              5,31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라인애드 2,291              2,29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오스타건설(주) 3,141              3,14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루이제엠사업단 5,107              5,107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디자인퍼플 4,924              4,924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창성이엔씨(주) 6,597              6,597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티더블유비 2,291              2,29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반석바이오 3,003              3,003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한강토목산림기술 2,291              2,29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디자인무유 2,602              2,602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 회원 5,576              5,576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맨드림 1,091              1,09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올데이플랫폼 2,292              2,292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주식회사이엔티 1,151              1,15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현정생활 2,814              2,814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바이안 3,169              3,169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해피니스테크 3,751              3,75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임차료지원  TTC경영컨설팅 1,061              1,06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분양비

대출금 이자지원
 정도산업 32,248             32,248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분양비

대출금 이자지원
 정선 32,704             32,704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분양비

대출금 이자지원
 더시티케이 36,000             36,000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국고)  강원도 경제진흥원 2,110,000         2,103,790         

지역산업마케팅 추진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등 1,550,872         1,550,872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40,000             40,00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400,000           400,000           

글로벌 역량진단사업  강원도경제진흥원 60,000             55,455             

통합수출지원체계구축
 강원무역센터,강원농수산식품수출협

회
250,000           250,000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  강원도경제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 350,000           350,00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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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략품목 발굴지원
 강원인삼협동조합,임계농업협동조합,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100,000           100,000           

해외시장개척지원
 강원농수산식품수출협회,강원무역창

업연구원
400,000           400,000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280,000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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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평창동계올림픽 베트남 참관단 초청 및 시장

개척단 운영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2,150             12,150             

2018 러시아 달아그로 식품박람회 참가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6,777             16,777             

자동차부품 독일 시장개척단 파견  한국산업단지공단 30,000             30,000             

카자흐스탄 수출시장개척 토털마케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50,000           150,000           

2018 러시아 알타이주 농업박람회 참가  (재)강원테크노파크 13,108             13,108             

인도 등 아세안 신흥시장 개척 지원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50,000           150,000           

2018 미국 라스베가스 미용화장품 박람회 참가  (재)강원테크노파크 40,000             40,000             

국제친선 문화교류  한국유네스코 강원도협회 8,000              8,000              

베트남 고위대표단 교류 및 마케팅 지원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87,850           187,850           

2018 하반기 독일 자동차부품 시장개척단 파견  (재)강원테크노파크 30,000             30,000             

러시아 시장 토털마케팅 추진  (재)강원도경제진흥원 64,500             64,500             

2018 독일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재)강원테크노파크 30,000             30,000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초청 경제교류회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5,000             25,000             

2018 미국 LA 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45,000             45,000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 사업  강원도관광협회 42,000             32,607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  강원도관광협회 15,000             15,000             

운수종사자 친절마인드 함양교육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 6,000              6,000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지

영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6,000             25,687             

국제회의유치 및 개최지원  강원국제회의센터 489,000           475,071           

도민화합 치어업 페스티벌 대회 개최  (사)대한치어리딩협회 300,000           267,367           

한중 미디어 포럼 개최  피플닷컴코리아㈜ 100,000           80,000             

남북강원도 PEACE WEEK  (재)국제방송교류재단 1,100,000         1,100,000         

도민사랑 문화축전 개최지원  강원기독교총연합회 70,990             70,172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성균관유도회 강원도본부 3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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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민예총 20주년 책자발간  (사)강원민예총 30,000             30,000             

강원 미술시장 지원  (사)민족미술인협회 강원지회 30,000             30,000             

강원 아트페어 지원  (사)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30,000             30,000             

강원미협해외교류전 지원  (사)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50,000             50,000             

강원문단 21C 비전사업  (사)한국문인협회강원도지회 15,000             15,000             

강원문학상과 청소년문학상 운영  (사)한국문인협회강원도지회 22,000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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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문화논문 연구발표대회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5,000             15,000             

사물놀이 경연대회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2,000             12,000             

강원문화 대축전  강원도문화원연합회 32,000             32,000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재)강원문화재단 2,122,000         2,122,0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재)강원문화재단 1,002,000         1,002,0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한국국학진흥원 275,807           

시청각 장애인초청 영화관람회 개최  (사)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 50,000             50,000             

국악활성화 사업  (사)한국국악협회강원도지회 17,000             17,000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재)강원문화재단 262,000           255,042           

학교예술강사 지원  강릉문화원 903,260           902,86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재)강원문화재단 300,000           279,864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재)강원문화재단 856,000           856,000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강원대학교한국어문화원 20,000             

강원도수어문화원 운영 지원사업  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 26,660             

강원도 한국수어경연대회 지원사업  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 4,800              4,800              

문화예술분야 사회단체 지원
 강원도무형문화재연합회 등 16개 단

체
47,000             47,000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재)강원문화재단 700,000           678,503           

소외지역 문화예술 반상회 지원  (재)강원문화재단 300,000           280,477           

강원영상산업 지원  (재)강원문화재단 1,130,000         1,098,332         

콘텐츠산업육성지원  한라대, 한림성심대 300,000           300,000           

평창평화영화제 지원  (사)2018 평창 평화위원회 150,000           14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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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 지원  강원도민일보사 20,000             20,000             

문화재 돌봄사업  강원문화재연구소 1,330,000         1,306,280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 시스템 구축  (사)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46,000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국비)  ㈜지원(G1) 프로덕션 100,000           100,000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강원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
200,000           

전국 장애인 하나되기 문화예술 페스티벌  (사)문화강대국 500,000           483,383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  강원도스키협회 외 5 200,000           200,000           

도 산하 체육단체 지원  강원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16,830,000       16,830,000       

강원도민프로축구단(강원FC) 활성화 지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11,500,000       11,500,00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강원도체육회 300,000           300,000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지원  강원도체육회 156,000           156,00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강원도장애인체육회 268,080           268,080           

지방체육진흥사업(실업팀 지원)  강원도체육회 172,000           172,000           

아이스하키대회 개최 지원  (사)대한아이스하키협회 300,000           300,000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강원도체육회 45,000             45,000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강원도체육회 144,000           144,000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강원도장애인체육회 67,000             67,000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람 참여 활성화  강원도장애인체육회 310,132           310,132           

강원도 자원봉사 운영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2,149,930         2,149,930         

드림 성화봉송 프로그램 지원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65,021             65,021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강원도지회 140,000           140,000           

(취업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취업지원센

터
3,600              3,600              

(인턴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강원지역본

부
1,026,480         1,026,480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강원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15,000             15,000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  강원여성연구소 10,000             10,000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강원미래전략연구소 24,000             24,000             

강원여성 녹색생활 실천교육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10,000             10,000             

신사임상당 시상식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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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휴먼북 콘서트 및 2018 여성위생용품 나눔 퍼

포먼스
 YWCA강원협의회 50,000             50,000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국고)  강원대학교병원 24,000             24,000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한센병력자 정착 선

도)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 12,000             12,000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강원도지회장 63,000             62,974             

감염병관리 FMTPII 교육(국고)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65,303             61,866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국고) 강원대학교병원장, 강릉의료원장 106,000           105,700           

주민 건강증진 지원(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이동검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33,600             33,600             

주민 건강증진 지원(건전한 음주 및 절주사업 홍보)  대한보건협회 강원도 보건협회 7,200              7,121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가족보건복지사업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36,800             36,800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50,000             4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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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존중 문화사업)
 극단치악무대 38,400             38,400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120,000           120,000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속초의료원 48,000             46,517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2,458,800         2,458,800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495,000           495,000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18,000           118,000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간호인력 파견)  강원대학교병원 162,152           162,152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강원도재활병원 지원)  강원도재활병원 90,000             89,857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지원(강원도립강릉요양

병원)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98,000             84,096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암생존자 통합

지지센터 지원)
 강원대학교병원 170,000           155,329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지역암센터 지원)  강원대학교병원 166,780           166,780           

장기기증 활성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지부 14,000             14,000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183,000           183,000           

기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국립중앙의료원 3,100,000         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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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국립중앙의료원, 춘천성심병원, 강원

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

주의료원, 강릉의료원, 강릉아산병원

631,000           631,000           

응급의료기관 공공정보관리지원(코디네이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60,000             60,000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7,800              7,800              

권역별 재난의료전담인력 배치 운영지원  국립중앙의료원 200,100           200,100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국립중앙의료원 99,272             99,272             

안마사협회 운영 지원  (사)대한안마사협회 강원지부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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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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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964,000           735,830           

농촌융복합산업 마케팅 지원강화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0,000           149,911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

계 구축)
 강원연구원 40,000             40,000             

강원농업발전포럼 지원(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20,000             8,279              

강원농업발전포럼 지원(강원농산업포럼)  (사)강원행복시대 25,000             24,837             

강원농업발전포럼 지원(도농상생프로젝트)  강원미래전략연구소 25,000             25,000             

여성농업인 포럼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20,000             18,401             

한농연 역량강화 교육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9,000              9,000              

한여농 역량강화 교육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9,000              9,000              

전여농 역량강화 교육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회 6,000              6,000              

창립26주년 기념 농업정책 토론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2,000              2,000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4,000              4,000              

전농 역량강화 교육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6,000              6,000              

토종작물 자원 수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회 10,000             10,000             

후계농교육 지원
 한국농업아카데미㈜

㈜국제그린컴퍼니
29,986             26,838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741,778           711,182           

청년농업인 교육  (재)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40,000             40,000             

청년농업인 평가관리 운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3,765             13,765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재)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140,00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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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활력화 추진(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홍보)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40,000             40,000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운영비 지원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4,400              4,400              

기업형 새농촌만들기(아카데미과정 운영)  (사)한국분권아카데미 24,466             2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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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축산자원발전포럼 운영 지원
 강원축산자원협의체, 한우협회 강원

도지회
15,000             13,874             

강원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구입비 지원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100,000           100,000           

산지유통계열화사업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연합사업

단장)
300,000           300,000           

채소류 수급안정 생산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882,040           882,040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과수관련 관계자

워크숍 개최)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3,000              3,000              

농산물연합마케팅지원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150,000           150,000           

농산물마케팅지원(직접)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216,000           216,000           

외식산업 육성(강원도산 식재료 구매촉진 산지페어

개최)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장 20,000             20,000             

지자체 식생활교육사업  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260,000           260,000           

농식품 스마트 소비  (사)원주소비자시민모임 30,000             30,000             

고품질쌀 생산(쌀 전업농 혁신리더 양성교육)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7,000              7,00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진 인건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110,500         1,104,99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 인건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91,933           681,185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도지회 12,000             12,000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81,000             81,000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국고)  강원도자연학습원 314,286           314,28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재)에코피스리더십센터 20,000             20,000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국고)  강원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395,000           395,000           

수질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지구시민운동연합 등 13,000             13,000             

춘천 국제 물포럼  (사)춘천국제물포럼 90,000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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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우수건축물 시상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30,000             30,000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   강원안전학교 외 5개 단체 25,000             25,000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통일교육위원 강원도협의회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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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역 평화운동 역량강화 교육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10,000             10,000             

해솔사관학교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사)해솔직업사관학교 50,000             50,000             

2018 청소년 평화현장 체험 및 DMZ 견학  강원도재향군인회 80,000             80,000             

도 4-H 본부 운영지원  강원도4-H본부 32,000             32,000             

강원도 4-H 경진대회  강원도4-H본부 9,000              9,000              

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 육성지원  한국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7,000              7,000              

올림픽 쉼터운영 지원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495,000           495,000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육성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7,000              7,000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지원  사단법인 강원해양수산포럼 15,000             15,000             

강원도여성어업인 연합회 연수지원  강원도여성어업인연합회 5,000              5,000              

나잠어업인 안전보험지원사업  수협중앙회 강원공제보험지부 20,000             20,000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삼영정보통신 외 5개업체 91,980             91,980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  권순승 12,000             12,000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

사업단
1,000,000         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