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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
서

전화번
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②
찾아가는 전통시장 
"굴러라! 
감자원정대" 운영

2020.01.01.~2
020.12.30.

개장식, 전통시장 대표(우수)상품 
판매 및 홍보, 이벤트 등 400,000 0 400,000 경제진

흥과
033-249
-3223

2 ⑥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2020.10.20.~2
020.10.20.

강원경제인상 시상, 포럼, 
만찬간담회 등 12,100 0 12,100 경제진

흥과
033-249
-2758

3 ⑥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2020.11.19.~2
020.11.20.

탄광지역 사진전시회, 경제 
지상포럼, 토크콘서트, 만찬 등 7,500 0 7,500 경제진

흥과
033-249
-2758

4 ②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2020.01.20.~2
020.09.28.

소비촉진 캠페인(돈 쓰는 날! 돈 
들고 모이자!), 전통시장 장보기, 
각자내기 오찬 등

9,171 0 9,171 경제진
흥과

033-249
-2788

5 ② 대형유통업체 
공동특판행사

2020.07.16.~2
020.10.25.

대형유통업체(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내 특별판매장 
설치․운영 및 이벤트, 판촉행사 등

191,498 0 191,498 경제진
흥과

033-249
-3214

6 ⑥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

2020.01.14.~2
020.01.14.

경제활성화 결의, 도 시책홍보, 
경제특강, 축하공연 등 5,000 0 5,000 경제진

흥과
033-249
-2758

7 ⑥ 강원관광사진 공모전 2020.01.01.~2
020.12.31.

강원관광 이미지 공모전 
접수․심사, 확보된 우수 이미지 
활용 강원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등

51,161 0 51,161 관광마
케팅과

033-249
-3343

8 ⑥ 평창평화포럼 2020.02.09.~2
020.02.11.

개폐막식, 특별대담, 세션운영, 
네트워킹, 부대행사 등 2,281,317 0 2,281,317 관광마

케팅과
033-249
-3357

9 ⑥ 한중일 미디어 포럼 2020.11.24.~2
020.11.24. 개․폐회식, 주제발표, 자유토론 등 47,686 0 47,686 관광마

케팅과
033-249
-3357

10 ⑥ 산재장애인 한마음 
축제

2020.12.17.~2
020.12.17. 산재장애인 한마음 축제 6,000 0 6,000 기업지

원과
033-249
-3471

11 ⑥ 강원여성경제인대회 2020.12.23.~2
020.12.23.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컨설팅, 
유공자 포상 및 감사패 전달, 창립 
21주년 기념식 등

6,000 0 6,000 기업지
원과

033-249
-2753

12 ⑥ 공공구매 사업설명회 2020.06.24.~2
020.06.25.

전시부스 운영, 유공표창,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발주사업 
설명, 도내제품 공공 구매상담

75,000 0 75,000 기업지
원과

033-249
-2963

13 ④ 강원도 공예품대전 2020.05.01.~2
020.08.21.

제50회 강원도공예품대전 개최, 
제50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참가 14,189 0 14,189 기업지

원과
033-249
-2761

14 ⑥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2020.06.01.~2
020.08.28.

도내기업 우수 품질분임조 선발 및 
전국대회 참가(원가절감 등 
우수사례)

30,000 0 30,000 기업지
원과

033-249
-2761

15 ⑥ 강원중소기업대상 2020.09.21.~2
020.12.10.

우수 중소기업 시상, 우수사례 
발표 8,000 0 8,000 기업지

원과
033-249
-2753

16 ⑥ 태백산 천명제 2020.05.22.~2
020.05.22. 태백산 천명제 6,000 0 6,000 기업지

원과
033-249
-3471

17 ⑥ 중소기업 주간행사 2020.11.16.~2
020.11.16.

우수 중소기업인 표창 수여, 화합 
및 교류 행사 5,765 0 5,765 기업지

원과
033-249
-2753

18 ⑥ 강원해양수산포럼 2020.05.01.~2
020.12.15.

「강원도 해양수산정책! 그리고 
창조적 바다」외 2개 주제(발제 및 
토론)

17,234 0 17,234 기획총
괄과

033-660
-8326

19 ⑥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2020.09.22.~2
020.09.22.

「남북경협-통일시대 준비, 
동해안의 비전과 과제」주제로 
발표 및 토론

20,000 0 20,000 기획총
괄과

033-660
-8326

20 ①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 탐방

2020.10.30.~2
020.10.31.

북한이탈주민 경주시 일원 역사 
문화 유적지 탐방 10,000 10,000 0 남북교

류과
033-249
-3061

21 ⑥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2020.11.06.~2
020.11.06.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29,164 0 29,164 남북교

류과
033-249
-3038

22 ⑥ DMZ 평화상 2020.10.27.~2
020.10.27.

DMZ 평화상 시상식 및 국제평화 
심포지엄 개최 43,950 0 43,950 남북교

류과
033-249
-3093

23 ③ 강원도 농업인정보화 
경진대회

2020.09.14.~2
020.10.16.

SNS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등 
5개 부문 우수사례 선발 및 시상
정보화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면, 온라인 
심사)

12,248 4,899 7,349 농업기
술원

033-248
-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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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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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② 햇감자 페스타 2020.10.17.~2
020.10.18.

감자마켓(20톤), 청년농부 
토크쇼, 순파더 요리대결 등 141,988 0 141,988 농업기

술원
033-248
-6144

25 ②
2020 온라인 
강소농대전 우수상품 
홍보판매 행사

2020.10.29.~2
020.10.31.

○ 주요내용 : 라이브커머스 활용 
상품 홍보․판매, 자체이벤트 추진 
등
○ (판매․홍보) 라이브커머스 활용 
강소농 상품 홍보 방송
○ (홍보채널 연계) 강소농대전 
홈페이지, 청 유튜브로 도원 방송 
송출

13,720 6,860 6,860 농업기
술원

033-248
-6142

26 ⑥
2020 강원도 
귀농우수창업농가 
라이브커머스

2020.12.29.~2
020.12.29.

우수창업물품 홍보, 판매 등 
실시간 방송 및 채팅을 통한 
소비자 상호소통, 다양한 
상품정보 등 제공

30,488 9,146 21,341 농업기
술원

033-248
-6119

27 ② 도시민과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체험 행사

2020.11.07.~2
020.11.07.

김치담그는 방법교육 및 생산김치 
사회복지시설 전달 18,000 0 18,000 농정과 033-249

-2649

28 ⑥ 강원도 농어업대상 2020.11.12.~2
020.11.12.

농어업대상(7개 부문) 및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20개 개소) 시상 20,240 0 20,240 농정과 033-249

-2787

29 ⑥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 운영

2020.09.10.~2
020.12.30.

농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2회) 1,665 0 1,665 농정과 033-249

-2787

30 ⑥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2020.10.15.~2
020.10.15.

한여농 강원도대회 격년 시행 
- 개최식, 화합행사, 도내 농산물 
홍보 등

40,000 0 40,000 농정과 249-264
9

31 ②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토종나눔 
마당

2020.06.17.~2
020.10.20.

토종씨앗 수집 및 전시, 
토종곡식을 이용한 체험행사 등 7,000 0 7,000 농정과 033-249

-2649

32 ⑥ 강원 농산업 포럼 
운영

2020.12.03.~2
020.12.30.

농촌 산업화 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경쟁력 제고 역량강화 포럼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19,311 0 19,311 농정과 033-249
-2709

33 ② 강원도와 함께하는 
김장축제

2020.11.20.~2
020.11.21.

농특산물 홍보, 판매 부스 설치, 
체험행사 운영 등 18,000 0 18,000 농정과 033-249

-2649

34 ② 통일쌀 나누기 운동 2020.05.21.~2
020.12.22.

통일쌀 모내기 , 추수행사, 통일쌀 
체험전시 한마당 행사 및 역량강화 
교육 등

15,000 0 15,000 농정과 033-249
-2649

35 ② 전국 으뜸농산물 
홍보판매 한마당

2020.11.12.~2
021.11.14.

강원도 농특산물 전시홍보 및 
판매부스 운영 22,400 0 22,400 농정과 033-249

-2649

36 ⑥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2020.10.19.~2
020.10.31.

전국 농업경영인 가족 화합행사, 
개회식, 강원도 체험프로그램  
개최 등

444,053 0 444,053 농정과 249-264
9

37 ② 강원도 농업인가족 
한마음대회

2020.11.26.~2
020.11.27.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라이브커머스 교육 홍보, 농산물 
판매 등

18,088 0 18,088 농정과 033-249
-2649

38 ⑥ 「DATA FIRST! 강원」 
빅데이터 포럼

2020.12.16.~2
020.12.16.

빅데이터 포럼 개회식, 기조강연, 
분야별 세션(정밀의료, 
중소기업), 네트워킹 등

70,500 0 70,500 데이터
산업과

033-249
-2607

39 ⑥ DMZ학생미술공모전 2020.04.01.~2
020.12.31.

DMZ학생미술공모전 미술작품 
접수, 전시회 등 11,931 0 11,931

디엠제
트박물
관

033-634
-8453

40 ⑥ 평창대관령음악제 2020.07.22.~2
020.08.08.

저명연주가 연주회, 시군 
찾아가는 음악회, 엠픽아카데미 
운영, 강원의 사계 등

1,198,620 0 1,198,62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41 ③ 강원예술제 2020.09.19.~2
020.10.29.

국악, 무용, 미술, 사진, 문인, 
연극, 연예, 음악 등 8개 전문예술 
분야 전시 및 공연

91,017 0 91,017 문화예
술과

033-249
-3309

42 ③ 강원민족예술제 2020.11.16.~2
020.11.21.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음악, 무용 
등 공연 개최 39,976 0 39,976 문화예

술과
033-249
-3309

43 ④ 강원민족예술한마당 2020.06.12.~2
020.06.13.

강원도의 전통무형예술을 
지역민에게 선보여 강원의 멋을 
알리는 동시에 도민의 문화자긍심 
고취
- 풍물굿 공연, 창작극 공연 등

80,000 0 80,000 문화예
술과

033-249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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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③ 강원아트페어 2020.06.03.~2
020.07.19.

페어전: 1부 춘천전, 2부 강릉전, 
3부 원주전
특별전: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30,000 0 30,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81

45 ③ 강원미술시장축제 2020.09.03.~2
020.10.31.

단체전 1회(60여점 전시), 개인전 
15회(각 전시당 20여점 이상 
전시), 강연 1회

30,000 0 30,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81

46 ③ 강원연극제 2020.07.20.~2
020.07.24. 제37회 강원연극제 개최 60,000 0 60,000 문화예

술과
033-249
-3309

47 ③ 강원미술한마당 2020.07.14.~2
020.07.19.

지역 미술작가 작품 단체전시, 
미술평론가 세미나
 - 강원을 누비다란 주제로 
24인 작가의 작품 단체전, 강원의 아름다움과 리얼리즘 
예술 주제로 대중과 소통하는 
강연 개최 

10,000 0 10,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48 ③ 강원풍물굿한마당 2020.11.12.~2
020.11.13. 강원풍물굿한마당 개최 13,000 0 13,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49 ⑥ 강원도 사진대전 2020.07.20.~2
020.07.24.

강원도 사진작가 발굴을 위한 
사진작품 공모 및 전시 16,570 0 16,570 문화예

술과
033-249
-3309

50 ⑥ 강원미술대전 2020.06.27.~2
020.11.11.

일반인대상 미술, 디자인, 작품 
공모 및 우수작 선정 전시 49,550 0 49,550 문화예

술과
033-249
-3309

51 ①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2020.02.01.~2
020.12.31.

시청각 장애인 초청 한글자막과 
화면(음성)해설이 있는 한국영화 
관람회 개최

28,020 0 28,020 문화예
술과

033-249
-3375

52 ⑥ 강원문화예술상 2020.12.18.~2
020.12.18.

강원문화예술상(문학부문)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개최 8,000 0 8,000 문화예

술과
033-249
-3309

53 ④ 강원 의병아리랑 
콘서트

2020.05.23.~2
020.08.15.

도민을 대상으로 의병아리랑 
순회공연 개최 30,000 0 30,000 문화예

술과
033-249
-3309

54 ⑥ 강원원로예술인 연극 2020.05.28.~2
020.05.28.

강원원로예술인 연극 
<통일익스프레스> 공연 25,000 0 25,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55 ⑥ 강원예술인의 밤 2020.01.15.~2
020.01.15.

강원예술상 수상자 심의 및 선정, 
시상식 개최, 강원예술계 발간 등 5,050 0 5,050 문화예

술과
033-249
-3309

56 ③ 강원팡파르페스티벌 2020.10.09.~2
020.10.10.

호반윈드오케스트라 등 4팀 공연, 
뮤 클라리넷 앙상블 등 3팀 공연 25,000 0 25,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57 ⑥ 평창국제평화영화제 2020.06.18.~2
020.06.23.

개막식, 시상식, 영화상영, 
제작지원 프로그램, 포럼, 
평화아카데미, 공연 및 전시 
부대행사 등

2,000,000 0 2,000,000 문화예
술과

033-249
-3312

58 ⑥ 박인환문학예술제 2020.11.13.~2
020.11.15.

시인 박인환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개막행사, 전국 박인환 추모 
백일장, 시낭송대회, 시서화전 
개최

9,974 0 9,974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59 ⑥ 나라사랑음악회 2020.11.17.~2
020.11.17.

봉오동․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 
나라사랑음악회 개최 25,000 0 25,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60 ⑥ 전국무용제 2020.10.18.~2
020.10.18.

강원도를 대표하여 매년 전국 
무용제 참가(전국 16개 시․도 
경연)하여 강원도 정서와 특색을 
담은 창작물 공연

25,000 0 25,000 문화예
술과

033-249
-3309

61 ④ 국악활성화 사업 2020.09.24.~2
020.10.24. 전통국악공연 및 체험행사 등 16,600 0 16,600 문화예

술과
033-249
-3309

62 ⑥ 대관령겨울음악제 2021.02.05.~2
021.02.07.

클래식 및 다양한 장르 연주회 
개최 183,683 0 183,683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63 ⑥ 강원문학 진흥사업 2020.04.01.~2
020.11.30.

강원문학상 등 6개부문 수상자 
선정 및 시낭송 대회, 문학세미나 
개최, 문학교실 운영 등

35,695 0 35,695 문화예
술과

249-3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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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⑤ 강원국제예술제 2020 
개최지원

2020.10.22.~2
020.11.08.

- 전시행사: 강원키즈트리엔날레, 
강원키즈페어
- 공간예술화 사업 : 버려진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화 사업 및 
주민 중심의 공공 미술작품 제작
- 부대 행사 :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프로그램 등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대체(집콕놀이 
영상공모 등)

701,516 0 701,516 문화예
술과 2792

65 ⑥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통일 미스트롯

2020.05.30.~2
020.05.30.

통일 염원과 남북화합을 위한 통일 
퍼포먼스 및 공연 7,000 0 7,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66 ⑥ 제23회 강원 전국 
국악경연대회

2020.09.26.~2
020.09.26.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민요부, 
마을농악부) 15,000 0 15,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67 ⑥ 감동이어라, 우리의 
전통춤

2020.09.26.~2
020.09.26.

전통춤 실외 공연으로, 
전통예술을 대중에게 보급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살풀이춤, 진도북춤, 민요, 
태평성대 등)

7,000 0 7,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68 ⑥ 제26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2020.10.29.~2
020.10.31.

강원환경백일장, 시낭송회, 
시서화전 개최 4,999 0 4,999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69 ① 한글점자의 날 기념식 
및 점자책페스티벌

2020.11.04.~2
020.11.04.

2020년 제94주년 한글점자의 날 
기념식 및 점자페스티벌 개최 9,400 0 9,400 문화예

술과 2493375

70 ⑥ 숲속 갤러리 두타산 
무릉계곡 풍경 전

2020.08.01.~2
020.08.31.

무릉계곡 금란정 오름길에서 작품 
전시 5,000 0 5,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71 ⑥ 2020 전자현악 
페스티벌

2020.12.04.~2
020.12.04.

전국 현악기 연주자 및 단체의 
공연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대중성과 예술성 모두를 추구하는 
축제 공연을 개최

10,000 0 10,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72 ⑥ 제1회 정선아리랑 
전국사진촬영대회

2020.10.18.~2
020.11.14.

정선아리랑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 10,000 0 10,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73 ⑥ 강원도민 독립영화를 
만나다

2020.12.04.~2
020.12.26.

도내 출신 감독 제작 및 도내에서 
촬영한 영상창작물 상영 10,000 0 10,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74 ⑥

소통이 빚은 강원의 
다양한 문화 속 
현대문화생활공예체
험대전

2020.10.24.~2
020.10.24. 현대문화 및 공예체험, 작품 전시 5,000 0 5,000 문화예

술과
033-249
-2794

75 ④ 사물놀이 경연대회 2020.10.01.~2
020.10.31.

시군문화원 참가 사물놀이 
경연대회 및 축하공연 20,000 0 20,000 문화유

산과
033-249
-3340

76 ④ 강원문화대축전 2020.09.01.~2
020.12.31. 표창, 작품전시, 공연개최 7,094 0 7,094 문화유

산과
033-249
-3340

77 ④ 강원인물선양상 2020.05.04.~2
020.10.26.

의암대상(5.4.)시상, 
율곡대상(10.26.)시상 13,900 0 13,900 문화유

산과
033-249
-3555

78 ④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2020.09.08.~2
020.09.08.

강원도민체전 기간에 
강원무형문화재를 초청 공연하여 
널리 홍보 및 역량강화

20,000 0 20,000 문화유
산과

033-249
-3383

79 ④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2020.05.01.~2
020.11.3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교류 
워크숍, 권역 및 전국 동아리 
경연대회

72,555 0 72,555 문화유
산과

033-249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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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⑥ 2020 강원 미래 과학 
포럼

2020.01.01.~2
020.12.31.

강원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포럼(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구성) 개최
 - 제1회 강원 미래 과학 포럼 
"핵융합에너지"
 - 제2회 강원 미래 과학 포럼 
"방사광가속기"
 - 제3회 강원 미래 과학 포럼 
"대마산업"
 - 제4회 강원 미래 과학 포럼 
"바이오메디컬, 중화항체"
 - 제5회 강원 미래 과학 포럼 
"양자기술"
 - 제6회 강원 미래 과학 포럼 " 
강원도 과학기술 기반 미래전략"

97,700 0 97,700 미래전
략과

033-249
-3694

81 ⑥ 강원도 
화재감식경연대회

2020.06.24.~2
020.06.25.

화재현장 감식 및 조사보고서 평가 
경연대회 9,000 0 9,000 방호구

조과
033-249
-5138

82 ③
군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2020.05.26.~2
020.09.18.

군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및 시상 37,336 0 37,336 비상기

획과
033-249
-3022

83 ① 강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2020.12.07.~2
020.12.07.

사회적경제 교류마당, 체험관 
운영 11,303 0 11,303 사회적

경제과
033-249
-2779

84 ② 강원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2020.04.26.~2
020.05.0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산나물 팔아주기 특판행사로 추진 200,000 0 200,000 산림소

득과
033-249
-2732

85 ③ 2020년 강원임업인 
한마음대회

2020.10.29.~2
020.10.29.

○ 임업인 대상 시상식 
○ 임업인가족 해파랑길 걷기대회 30,000 0 30,000 산림소

득과
033-249
-3189

86 ⑥ 춘천 국제물 포럼 2020.10.14.~2
020.10.15.

춘천국제물포럼 개최(본포럼), 
소규모 전문가 포럼 실시, 물 관련 
시민 교육 등

85,400 47,482 37,918 수질보
전과

033-249
-3546

87 ⑥ 한강 사진 공모전 2020.04.01.~2
020.12.31.

사진공모 및 수상, 작품전시회, 
어린이 사진교실 개최 38,028 0 38,028 수질보

전과
033-249
-3532

88 ① 강원여성정책포럼 2020.02.17.~2
020.12.31.

여성,가족,복지 정책 관련 포럼 및 
양성평등 기념행사 개최 21,810 0 21,810

여성가
족연구
원

033-248
-6313

89 ⑥ 양성평등기반구축포
럼

2020.12.10.~2
020.12.10.

강원도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방안 
모색 2,755 0 2,755

여성가
족연구
원

033-248
-6314

90 ③
젠더파트너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20.01.01.~2
020.12.31.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특강 
및 자유토론 15,363 0 15,363

여성가
족연구
원

033-248
-6313

91 ④ 강원여성 
역사문화탐방

2020.06.06.~2
020.10.25.

도내 여성역사 유적지 탐방(여성 
및 청소년 등) 10,000 0 10,000

여성청
소년가
족과

033-249
-2508

92 ④ 강원여류서예가 
전시회

2020.05.15.~2
020.05.30.

신사임당의 얼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여성여류 서예가 
전시회를 통한 얼 선양사업 추진

3,600 0 3,600
여성청
소년가
족과

033-249
-2522

93 ⑥ 청소년 창작영상제 2020.12.05.~2
020.12.05.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등 공모를 
통한 작품심사 및 시상식 개최 7,048 0 7,048

여성청
소년가
족과

033-249
-3531

94 ④ 신사임당상 시상식 2020.05.29.~2
020.05.29.

개회식, 시상식, 인사말씀, 
폐회식, 부대행사 등 18,352 0 18,352

여성청
소년가
족과

033-249
-2522

95 ② 강원도 우수농산물 
기획특판전

2020.05.07.~2
020.11.19.

대형유통업체 전국 지점 대상 
강원농특산물 기획특판전 
개최(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농협 
강원지역본부)

200,000 0 200,000 유통원
예과

033-249
-2718

96 ② 강원푸드박람회 2020.11.26.~2
021.11.24.

온라인 홍보관 운영, 
바이어상담회 등 20,000 0 20,000 유통원

예과
033-249
-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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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② G Food show 2020 2020.12.02.~2
020.12.05.

강원도 우수 농특산물 생산가공 
기업 홍보관 운영 : 10개 부스 운영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 화상상담 
추진

20,000 0 20,000 유통원
예과

033-249
-2718

98 ⑥ 강원목민봉사대상 2020.10.22.~2
020.10.22.

일반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 
대민지원(軍) 등 5개 부문 시상 12,564 0 12,564 의회사

무처 5442

99 ⑥ 에코 체험 2020.10.20.~2
020.10.22. 멸종위기 동생물 및 생태환경 교육 1,723 0 1,723

자연환
경연구
공원

033-248
-6570

100 ⑥
중소기업 상생모델 
강원형 일자리 지정 
선포식

2020.11.26.~2
020.11.26.

- 강원형 일자리 추진경과 및 미래 
비전 소개
- 초소형 전기차 수출․판매 계약식 
및 생산공장 시찰․시승 등

40,000 0 40,000 전략산
업과

033-249
-3395

101 ⑥ ICT산업 정책포럼 2020.11.05.~2
020.11.05. 강원도 ICT융합 정책포럼 개최 27,148 0 27,148 정보산

업과
033-249
-2161

102 ⑤ GTI 국제무역 
투자박람회

2020.10.15.~2
020.10.18. 상품 전시․판매, 투자․무역상담 등 2,475,546 0 2,475,546 중국통

상과
033-249
-2959

103 ② 해외 강원도 특산품 
판촉홍보전

2020.01.01.~2
020.12.31.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홍보전 개최 등 328,000 0 328,000 중국통

상과
033-249
-2084

104 ⑥ 강원유학설명회 2020.09.15.~2
020.10.23.

강원유학박람회, 설명회 개최 및 
유학상담 등 홍보활동 37,890 0 37,890 중국통

상과
033-249
-2186

105 ③ 춘천배후령 
힐클라임대회

2020.11.02.~2
020.12.24.

27.2Km (사이클/7개구문/ 
MTB7개부문), 8Km(MTB 3개 부문/ 
외방자전거)

8,720 0 8,720 체육과 033-249
-2802

106 ③ 춘천호반마라톤대회 2020.10.31.~2
020.10.31. 5KM(걷기 및 건강달리기), 10KM 20,000 0 20,000 체육과 033-249

-2802

107 ③ 강원도민 달리기대회 2020.06.27.~2
020.06.27. 10km, 5km 코스 마라톤 대회 진행 27,308 0 27,308 체육과 033-249

-2802

108 ③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
회

2020.06.21.~2
020.09.24.

엘리트 13종목(트랙 11, 도로 2), 
마스터즈 1종목(도로 1) 16,000 0 16,000 체육과 033-249

-2802

109 ③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020.08.30.~2
020.09.10. 총24개팀 참가 17,000 0 17,000 체육과 033-249

-2802

110 ③ 금강배 리틀 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2020.08.10.~2
020.08.15. 유소년 대상 축구대회 개최 14,965 0 14,965 체육과 033-249

-2802

111 ③ 강원도지사기(배) 
체육대회

2020.01.01.~2
020.12.31. 14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32,402 0 32,402 체육과 033-249

-3328

112 ③ 강원도지사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020.01.01.~2
020.12.31. 20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61,905 0 61,905 체육과 033-249

-2802

113 ③ 강원역전 마라톤대회 2020.11.06.~2
020.11.08.

일반부  남․녀 및 중․고등부 
선수들이 출전 79,200 0 79,200 체육과 033-249

-2802

114 ③ 3.1절 
단축마라톤대회

2020.10.17.~2
020.10.17. 마라톤대회 개최 60,400 0 60,400 체육과 033-249

-2802

115 ③
춘천소양강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

2020.08.22.~2
020.10.18.

74강 예선리그 및 각 부(2․3․4부)팀 
10강 토너먼트 20,000 0 20,000 체육과 033-249

-2802

116 ③ 솔향 강릉기 
전국리틀야구대회

2020.11.06.~2
020.11.15. 91개팀 2,200여명 17,000 0 17,000 체육과 033-249

-2802

117 ③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2020.03.01.~2020.12.31.
종목별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 11,600 0 11,600 체육과 033-249

-2802

118 ⑥ DMZ 평화포럼 2020.11.11.~2
020.11.11.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및 DMZ 가치와 활용방안 논의 43,985 0 43,985 총괄기

획과
033-249
-2269

119 ③ 새마을지도자 대회 2020.11.01.~2
020.12.31.

새마을운동 비전선언, 유공자포상 
등 7,850 0 7,850 총무행

정관
033-249
-3031

120 ⑥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2020.01.01.~2
020.12.31.

5.18 및 6.10 민주항쟁 기념식, 
기념 문화행사 개최, 체험수기 
공모 및 민주화 운동 지도 제작  등

102,357 0 102,357 총무행
정관

249-2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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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⑥ 평화공감 DMZ종주 2020.06.22.~2
020.06.26.

- DMZ 평화지역 구간 문화 유적지 
탐방, 평화교육,소감 토론 및 발표 115,454 0 115,454

평화지
역문화
과

0332493
949

122 ⑥ DMZ 통일축제 2020.07.25.~2
020.07.25.

청소년 페스타, 개막 퍼포먼스, 
메인공연, 영화상영 등 142,050 0 142,050

평화지
역문화
과

3914

123 ③ 강원환경대상 2020.10.08.~2
020.10.08.

청정 강원환경 보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 및 시상 49,045 0 49,045 환경과 033-249

-3511

124 ⑥ 평창 지구인류 포럼 2020.08.20.~2
020.08.22.

기조연설, 초청강연, 주제별 
세션, 학술회의, 부대행사 등 799,068 0 799,068 환경과 249-352

2

        ▸ 행사·축제 유형구분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단위 :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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