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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127         7,805,726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8월  (사)한국지방자치학회 30,000              27,990              

이·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10월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 60,000              60,000              

새마을지도자 육성 11~12월  강원도새마을회 50,000              45,90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9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

원도지사협의회
30,000              30,000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11~12월
 이북도민회 강원도연합

회, 이북5도 강원도사무소
33,000              33,000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2월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30,000              29,938              

강원경제인 역량강화 포럼(강원경제인대회 겸 신

년인사회)
1월  강원도민일보 5,000               5,000               

강원경제인 역량강화 포럼(강원사랑 3대 기획행

사)
8월  강원도민일보 5,000               5,000               

강원경제인 역량강화 포럼(강원경제인 페스티벌) 9월  강원일보 10,000              9,600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11월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60,000              59,992              

공예품대전 운영 5~12월  강원도공예협동조합 20,000              16,807              

강원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5~11월
 한국표준협회 강원지역

센터
30,000              30,000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지원 11월
  강원창업보육매니저협

의회
20,000              20,000              

슈퍼챌린지 강원사업 지원 11월  강원일보 20,000              19,998              

정보화마을 전국직거래장터 참가 11월   강원도정보화마을협의회  9,998               9,998               

ICT융합 정책포럼 개최 11월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30,000              25,635              

강원공공데이터 창업 앱 개발 공모전 5~12월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30,000              30,000              

도내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 축전 9월  (재)한국여성수련원 27,000              19,320              

강원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잔치 9~10월  (재) 강원문화재단 60,000              55,475              

평창동계올림픽 해외 주요인사 초청 2월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40,000            140,000            

IUTC 개발도상국 지역리더 대회 2월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12,853            212,853            

강원관광인대회 12월  강원도관광협회 30,000              30,000              

올림픽 특별사진 공모전 1~12월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

도지회
80,000              7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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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11월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

연맹 강원지역본부
80,000              80,000              

강원실버 은빛예술대전 3~8월
 사단법인 강원전통문화

예술협회
30,000              27,900              

강원도-돗토리현 국제문화교류 9월
 (사)한국예총 강원도연합

회
14,000              14,000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10~11월
 (사)한국예총 강원도연합

회
8,000               7,711               

한·중 한겨레 가무제 12월
 (사)한국예총 강원도연합

회
10,000              9,995               

제2회 동부민요 전국경연대회 11월  (사)한국동부민요보존회 20,000              19,389              

문화예술행사 지원 3~12월  18개 민간단체 500,000            500,000            

강원도 청소년 예술진흥 지원 7월
 (사)한국음악협회강원도

지회
15,000              15,000              

강원 의병아리랑 콘서트 9~10월
 (사)춘천의병아리랑보존

회
30,000              30,000              

강원예술인의 밤 12월
 (사)한국예총 강원도연합

회
10,000              10,000              

제15회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지원 1~12월  (재)강원문화재단 700,000            676,948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지원 1~12월  (재)강원문화재단 550,000            546,900            

장애아동 미술패럴림픽 개최지원 3월  (사)강원민예총 50,000              50,000              

한국창작발레 처용 공연 1월  (사)한국발레협회 150,000            150,000            

대관령국제음악제 1~12월  (재)강원문화재단 900,000            900,000            

남북 강원도 평화통일 예술제 11월  (사)강원민예총 200,000            200,000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순회공연 9~10월  강원도민일보 40,000              40,000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3~11월  강원도장애인체육회 50,000              50,000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6월  강원도장애인체육회 58,000              58,000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9월  강원도체육회 180,000            180,000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강원도지사기) 3~11월  강원도체육회 512,000            512,000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1~12월  강원일보 외 407,000            407,000            

노인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 5월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12,000              12,000              

올림픽 세계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8월 한국스카우트연맹 400,000            400,000            

청소년 문화예술 페스티벌 7월 춘천YMCA 21,000              21,000              

청소년창작영상제 12월   강원도청소년수련원 9,0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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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8월  강원도 간호사회 6,160               6,160               

강원농어업대상제 운영(홍보영상물 제작 등) 11월  강원미래전략연구소 5,000               5,000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8월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

연합회
40,000              40,000              

도시소비자 전통음식 만들기 행사 3월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3,500               3,500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토종 나눔마당 4월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4,000               4,000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8월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35,000              35,000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 홍보판매 한마당 11월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

연합회
25,000              25,000              

제4회 김치담그기 한마당 11월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

연합회
20,000              20,000              

제5회 코리아 아그리컬쳐 푸드쇼 11월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

연합회
6,000               6,000               

제15회 소비자와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체험 11월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

연합회
20,000              20,000              

제3회 강원농업인가족 한마음대회 11월 (사)한국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60,000              52,320              

2018년 상반기 강원축산물 브랜드 판매 촉진 행사 6월     농업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20,000              20,000              

2018년 하반기 강원축산물 브랜드 판매 촉진 행사 11월     농업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20,000              20,000              

농특산물 직거래 및 기획특판전 1~12월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

본부장,

강원도 전통가공식품협회

장

200,000            200,000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9~12월
 (사)강원도전통가공식품

협회
40,000              39,010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8월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

본부
30,000              30,000              

강원쌀 홍보 마케팅 지원 5~11월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

본부
50,000              50,000              

제3회 강원 산나물 어울林 한마당 4월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200,000            200,00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11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5,000              25,000              

한강 역사 생태문화 사진 공모전 4~11월  강원미래전략연구소 48,000              48,000              

DMZ 평화적 가치 창출 11월 (사)강원행복시대 50,000              50,000              

DMZ 평화상 시상 지원 11월 강원일보사 45,000              45,000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11월 강원미래전략연구소 25,000              25,000              

남북이산가족 통일문화사업 1~3월 (사)우리의소원 96,737              96,737              

2018 DMZ 가치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 7월 남북강원도협력협회 72,000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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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our de DMZ 자전거퍼레이드 5월 (사)강원행복시대 99,880              99,880              

제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 대회 10월
 한국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
650,000            6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