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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21,929,220 85,706,823,103 

2020 새마을운동 강원도새마을회 20,000,000       20,000,000 

민간통일운동 및 교육지원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 40,000,000       18,459,000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추진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 8,140,000 5,390,000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사업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20,000,000 19,953,710 

2020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강원도지방행정동우회 20,000,000 1,307,600 

2020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강원도의정회 20,000,000 20,000,000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강원도이통장연합회 30,000,000 30,000,000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강원도주민자치회 18,000,000 4,234,140 

강원도 자치분권대회 개최 강원도민일보 19,000,000 18,722,400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지원 강원도주민자치회 60,000,000 30,257,890 

2020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산울림예술봉사단 13,000,000       13,000,000       

2020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충효예실천운동 5,200,000         5,200,000         

대한적십자사 안심강원, 안전강원 교육사업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50,000,000 22,336,960 

민주평통 통일운동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54,000,000 28,000,000 

미수복강원도민회 지원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 44,000,000 39,075,000 

2020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지원 강원도민회중앙회 50,000,000 28,000,000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강원도자원봉사센터 40,000,000 39,999,580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강원도자원봉사센터 45,000,000 45,000,000 

자원봉사 연계협력 및 홍보강화 강원도자원봉사센터 57,500,000 57,019,310 

가족봉사활동 육성 지원 강원도자원봉사센터 30,600,000 30,600,000 

YOUTH 자원봉사 아이디어공모 강원도자원봉사센터 27,000,000 26,989,770 

초등학생 자원봉사 꿈나무 지원·육성 강원도자원봉사센터 10,000,000 10,000,00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육성(국고)(직접) 강원도자원봉사센터 58,000,000 58,000,000 

재난 대응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 강원도자원봉사센터 300,000,000 299,571,370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사)강원민주재단 140,000,000 139,182,400 

미래세대 학생 대상 인구교육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35,000,000       35,000,000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원 강원대학교 594,511,040      594,511,04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 100,000,000      100,000,000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132,856,000      132,856,000 

강원 어린이 안전 골든벨 지원 (주)강원일보사 30,000,000 5,500,000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0,000,000 20,000,000 

2020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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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57,200,000 57,200,000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1 500,000,000      389,492,742 

군장병 독후감·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강원도민일보 40,000,000       37,335,820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60,000,000       10,851,760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31,500,000       9,170,500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지원 (사)강원발전경제인협회 12,000,000 4,657,820 

강원여성경영인협회 지원 (사)강원여성경영인협회 15,000,000 15,000,000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회 지원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 10,000,000 10,000,000 

맞춤평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재)강원연구원 30,000,000 30,000,000 

강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32,900,000       32,897,566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332,000,000    2,229,033,694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운영 강원상인연합회 - -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G1강원민방 40,000,000 40,000,000 

소비자보호사업 추진(국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강릉지회 27,812,000 27,812,000 

중소유통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강원유통업협회 20,000,000 18,898,600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강원소비진작 행사추진(국고)(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40,000,000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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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간 경영혁신 활동 지원 메인비즈 강원연합회 20,000,000 6,847,000 

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 15,000,000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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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6,000,000 5,765,000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100,000,000 100,000,000 

대형유통업체 MD초청 구매상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20,000,000 19,993,690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 도내 15개 창업보육센터 650,100,000 645,063,280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국가직접지원) 한라대학교, ㈜메이커스나래 100,000,000 99,981,000 

숙련기술인 농어촌 재능기부 봉사활동 강원도 숙련기술인연합회 5,000,000 4,665,700 

노동단체 행사 지원 한국노총 강원도본부 등 5개 47,000,000 47,000,000 

근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지원 한국노총 강원도본부 - - 

자동차노조 노사화합 행사 지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도지역버스노동조합 - -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63,000,000 63,000,000 

태백산 천명제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6,000,000 6,000,000 

관광산업 서비스 향상과 갈등예방 노사합동교육 지원전국관광서비스 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 20,000,000 20,000,000 

지역노사민적 협력사업 포상금 지원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8,000,000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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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국고)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132,800,000 112,412,20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1,600,000 20,727,510 

판매촉진을 위한 '강원곳간' 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20,000,000 119,9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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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 행사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13,000,000 11,3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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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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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지원 프로젝트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0,000,000 92,512,65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프로그램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50,000,000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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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지원(국가직접지원) 강릉원주대학교
㈜로고스커뮤니케이션,
(유)나눔, ㈜천사 93,000,000 91,953,330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국가직접지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연인에프앤씨, 강원대 산학협력단, 길터여행(협) 스토리한마당 237,000,000 정산시기 미도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지역특화)(국고)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89,000,000 188,680,070 

마을기업 육성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30,000,000 129,761,340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국고)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548,000,000 548,000,000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국가직접지원) 강원테크노파크 170,000,000 169,999,630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국가직접지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400,000,000      400,000,000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국가직접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640,000,000      640,000,000 

지식재산 창출 지원(국가직접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1,296,000,000 1,296,000,000 

취업연계 IP지역인재 양성(국가직접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200,000,000      200,000,000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국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 60,000,000       60,000,000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국고)강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기후환경네트워크) 66,000,000       66,000,000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국고)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83,648,000       83,648,000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국고)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강원지부 6,000,000 6,000,000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0,000,000      200,000,000 

SW중심대학 지원사업(국가직접)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미래캠퍼스) 300,000,000      300,000,000 

공공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국가직접지원) 이노넷㈜ 300,000,000      300,000,000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 강원대학교 30,000,000 30,000,000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 강원대학교 50,000,000 49,992,950 

빅데이터 인재양성 및 창업 활성화 사업 강원대학교 486,000,000 444,390,400 

일자리공제조합 회원관리 및 복지서비스 지원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100,000,000      100,000,000 

강원형 미래인력양성 사업 강원도경제진흥원 130,000,000      130,000,0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도일자리재단 3,806,170,000 3,806,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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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강원테크노파크 60,000,000 60,000,000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국고)  강원도일자리재단 759,070,000 759,070,000 

(취업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31,160,000 31,160,000 

(인턴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 1,173,120,000    1,173,120,000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625,358,000      625,358,00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655,000,000 655,000,00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사업 한림성심대학교 산학협력단 40,000,000 40,000,000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931,000,000 1,931,000,000 

초기창업패키지 지원(국가직접지원) 가톨릭관동대학교산학협력단 100,000,000 100,000,000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국가직접지원) 강원도경제진흥원 100,000,000 100,000,000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국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431,000,000 431,000,000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 10,400,000       7,600,000 

코로나19 수출 피해기업 해외 물류비 상승분 지원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00,000,000      정산기간 미도래('21. 6.까지)

중남미시장 진출 수출마케팅 (재)강원테크노파크 60,000,000       56,843,980 

중국 스마트상권 입점 마케팅 추진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45,000,000      145,000,000 

주식회사 강원수출 경영활성화 지원 주식회사 강원수출 35,000,000       34,095,600 

자동차부품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현장라이브 수출상담회 개최 (사)강원이모빌리티산업협회 50,000,000       50,000,000 

수출용 농수산식품 브랜드 개선 지원계획 주식회사 강원수출 5,000,000         4,983,000 

미국 응급학회 EMS World Expo 2020 참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68,870,000       56,627,850 

미국 강원농수산식품 온오프라인 홍보판촉전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63,000,000       63,000,000 

디지털 온라인 수출 상담 시스템 구축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0,000,000       19,425,500 

대만지역 강원농수산식품 판촉행사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35,000,000       34,999,993 

강원도 이미용 제품 디렉토리 제작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5,000,000       14,489,200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 통계반영 등 홈페이지 개편작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5,000,000       25,000,000 

강원도 무역인재 양성 교육비 지원사업 재)강원도사업경제진흥원 15,000,000       14,512,000 

2020년도 수출 보험료 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25,000,000       25,000,000 

2020년도 강원기업 수출실적 통계구입 강원도경제진흥원 10,000,000       9,534,300 

2020년도 강원 해외바이어 정보은행 운영사업 (사)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50,000,000       49,680,000 

2020년 홍콩 미용박람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20,000,000       19,016,920 

2020년 호주지역 강원도 특산품 홍보특판전 (사)강원무역창업연구원 41,000,000       41,000,000 

2020년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40,000,000       40,000,000 

2020년 해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주식회사 강원수출 47,000,000       45,285,052 

2020년 해외 Biz플랫폼 구축사업 (재)강원테크노파크 100,000,000      92,6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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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프랑스(파리) 강원도 농수산식품 홍보판촉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30,000,000       30,000,000 

2020년 통합수출 지원체계 구축운영사업 (사)강원무역창업연구원외 1 100,000,000      100,000,000 

2020년 통합 수출지원 체계 구축운영사업 주식회사 강원수출 150,000,000      149,999,617 

2020년 캐나다 강원농수산식품 홍보판촉전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20,000,000       20,000,000 

2020년 캐나다 강원 농수산식품 특판전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20,000,000       20,000,000 

2020년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 강원대학교외 1 40,000,000       30,000,000 

2020년 중국 선전시 강원농수산식품 홍보판촉전 (사)강원무역창업연구원 19,000,000       19,000,000 

2020년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강원도관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50,000,000       46,550,120 

2020년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사업 (사)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20,000,000       20,000,000 

2020년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재)강원도 경제진흥원 80,000,000       78,278,000 

2020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15,000,000      111,532,000 

2020년 수출 전략상품 품목 발굴지원 강원인삼협동조합외 4 154,600,000      154,600,000 

2020년 수출 비즈니스 전략 구축사업 주식회사 강원수출 100,000,000      100,000,000 

2020년 베트남 강원농수산식품 홍보판촉행사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32,000,000       32,000,000 

2020년 미국 중부지역 강원도 특산품 홍보특판전 (사)강원무역창업연구원 19,000,000       19,000,000 

2020년 미국 동부지역 농수산식품 홍보판촉전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35,000,000       35,000,000 

2020년 뉴욕 강원농수산식품 판촉전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33,000,000       33,000,000 

2020년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사업 (사)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8,500,000         8,500,000 

2020년 국제비즈니스 통번역 지원사업 (사)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15,000,000       8,440,125 

2020년 강원무역센터 해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재)강원도 경제진흥원 5,494,680         5,494,680 

2020 해외기업 및 오퍼정보 서비스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15,000,000       15,000,000 

2020 해양바이오 해외 홍보판촉전 개최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30,000,000       30,000,000 

2020 해양바이오 해외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30,000,000       30,000,000 

2020 하노이 종합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50,000,000       46,383,574 

2020 태국-미얀마 무역사절단 운영 파견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3,000,000       12,933,320 

2020 칭다오 유통체인 진출 프로모션 개최 추진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6,000,000       16,000,000 

2020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2차)(재)강원도경제진흥원 168,000,000      정산기간 미도래('21. 10.까지)

2020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2차)(재)강원도 경제진흥원 16,000,000       정산기간 미도래('21. 10.까지)

2020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사업 (재)강원도 경제진흥원 170,000,000      정산기간 미도래('21. 10.까지)

2020 중국 온라인 시장 개척사업 재단법인 강원도경제진흥원 36,000,000       정산기간 미도래('21. 10.까지)

2020 중국 스마트상권 진출 마케팅 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15,000,000       15,000,000 

2020 자동차부품(이모빌리티) 온라인플랫폼 구축 활성화(사)강원이모빌리티산업협회 120,000,000      120,000,000 

2020 온라인 트레이드 쇼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50,000,000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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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온라인 수출 상담 지원사업 (재)강원도경제진흥원 20,000,000       20,000,000 

2020 말레이시아 미용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사)한국무역협회 29,956,000       29,956,000 

2020 독일 국제의료기기전시회(MEDICA 2020) 참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67,400,000       55,780,310 

2020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 강원도경제진흥원 100,000,000      84,322,000 

2020 국내체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재)강원도 경제진흥원외 1 60,000,000       60,000,000 

2020 강원 해외마케팅 통합플랫폼 제작 지원사업 (사)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45,000,000       45,000,000 

「강원 의료·헬스케어산업 수출마케팅」 (재)강원테크노파크 30,000,000       26,850,000 

「강원 우수상품 일본수출 온라인 화상 상담회」 (사)한국무역협회 43,500,000       43,500,000 

「2020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박람회」참가 지원 (재)강원테크노파크 40,000,000       40,000,000 

(주)강원수출 해외마케팅 활성화 지원 주식회사 강원수출 175,000,000      173,823,141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사)강원국제회의센터 660,000,000      660,000,000 

2020 평창평화포럼 2018평창기념재단 1,200,000,000 1,200,000,000 

2021 평창평화포럼 2018평창기념재단 800,000,000 800,000,000 

2020 한중일 미디어 포럼 (사)강원행복시대 50,000,000 50,000,000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 강원도관광협회 - -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가톨릭관동대학교 -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국고) 한국국학진흥원 394,405,000      394,405,000      

국어책임관 지원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25,000,000 25,000,000 

강원도수어문화원 운영 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 140,308,000 140,308,000 

강원도수어경연대회 한국농아인협회강원도협회 - -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 한국미술협회 강원도지회 외1 60,000,000 58,805,500 

강원영상산업 지원 강원문화재단(강원영상위원회) 1,130,000,000 1,075,155,251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최 (사)평창국제평화영화제 2,000,000,000 1,968,153,666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한라대,한림대 250,000,000 250,000,000 

강원국제예술제 개최지원 강원문화재단 750,000,000 750,000,000 

문화예술분야 사회단체 지원 원주YWCA등 8개단체 50,000,000 49,258,130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강원문화재단(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276,200,000 1,060,174,530 

학교예술강사 지원 강릉문화원 903,260,000 903,254,150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강릉문화원 600,000,000 461,480,230 

장애인초청 영화관람회 (사)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50,000,000 27,617,300 

대관령겨울음악제 개최지원 (재)강원문화재단 700,000,000 183,683,377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강원문화재단(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0,000,000 171,365,665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강원문화재단(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95,000,000 172,87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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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지원(전환) (재)강원문화재단 1,250,000,000 1,198,619,688 

강원예술인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재)강원문화재단 120,000,000 119,500,000 

사물놀이 경연대회 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000,000       20,000,000 

강원 향토문화 대축전 강원도문화원연합회 40,000,000       7,094,200 

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5,000,000 15,000,000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활성화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00,000,000 72,554,690 

평화통일기원 문화축전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150,000,000 - 

청소년충효교실운영 성균관유도회 강원도본부 30,000,000 30,000,000 

도내 유림 유학경전 교육 강원도향교재단 36,000,000 35,998,260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지원 강원도민일보 20,000,000 20,000,000 

문화재 돌봄사업 강원도문화재연구소 1,595,314,000 1,595,314,000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0,000,000 200,000,000 

2021(제17회) 드림프로그램 2018평창 기념재단 900,000,000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도 체육회 ) 강원도체육회장 12,235,356,000 11,745,703,310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도 장애인 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장 1,855,306,000 1,426,815,890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국고) - -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 강원도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외 5개연맹회장 200,000,000 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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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20,000,000 11,718,070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지원 강원도체육회 68,680,000 11,600,000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강원도체육회 200,000,000 189,826,80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국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장 313,820,00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상지대학교 124,800,000      124,800,000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140,000,000      78,370,909 

노인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강원 효문화 보감 발간)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 20,000,000       20,000,000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강원미래전략연구소 24,000,000       22,007,340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20,000,000       18,351,900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 강원여성연구소 10,000,000 10,000,000 

여성사회참여 지원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10,000,000 9,015,700 

강원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원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4,600,000         4,600,000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외 1 134,950,000      134,950,000      

정신보건사업추진(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3,400,000 23,400,000 

자살예방 실무자 정신건강증진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2,000,000 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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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광역자살예방센터 사업 지원)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50,000,000 150,000,00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광역치매센터 국고) 강원도광역치매센터 6,030,000 6,030,000 

응급개입팀 운영 지원(국고)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53,820,000 353,820,000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고)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87,500,000 87,500,000 

주민 건강증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26,880,000 26,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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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국고)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장 195,200,000      187,796,812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국고) 지역응급의료센터장 378,875,000      378,875,000 

장기기증 활성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지부장 11,200,000 11,200,000 

지역 재난의료지원 강릉아산병원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춘천성심병원장 7,800,000 6,915,160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강원도의료원 4개소(강릉, 속초, 삼척, 영월) 118,800,000 96,836,320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국고) 국립중앙의료원장 3,100,000,000 3,090,506,140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국고) 속초의료원장, 영월의료원장 96,000,000       92,568,960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국고) 강원도의료원 5개소(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2,640,998,000    2,640,998,000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국고)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 90,000,000 85,015,190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국고) 국립중앙의료원장 188,400,000 179,696,319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국고) 비취약지 응급의료기관 6개소 740,000,000 726,780,000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국고) 권역응급의료센터장 93,400,000 44,036,200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국고) 국립중앙의료원장 67,849,000 66,124,440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지역암센터 지원)(국고) 강원대학교병원장 205,000,000 205,000,000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국고) 강원대학교병원장 200,000,000 200,000,000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간호인력 파견)(국고) 강원대학교병원장 257,669,000 244,056,460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강원도재활병원 지원)(국고) 강원도재활병원장 104,400,000 104,400,000      

마약류예방관리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장 12,000,000 11,920,000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지원(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국고)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장 90,000,000 90,000,000       

강릉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운영지원 강릉의료원장 204,000,000 204,000,00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국고) 강원도재활병원장 527,626,000 527,626,00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기쁨가득사회적협동조합, 아라웰다잉연구회 20,000,000 20,000,000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원사업 강릉의료원장 100,000,000 100,000,000      

권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국고) 강원대학교병원장 400,000,000 400,000,000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강원도의료원 5개소 250,000,000 250,000,000      

코로나19 격리진료구역 설치비용 지원(국고) 응급의료기관 59,434,000 59,150,000 

지역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경상)(국고) 강원도의료원 5개소 1,140,480,000 762,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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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강릉의료원장 122,500,000 12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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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12,000,000       12,000,000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국고) 강릉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104,500,000 104,500,000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국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4개소 11,400,000 11,400,000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원(국고) 강릉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74,000,000 74,000,000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80,000,000 80,000,000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사업(국고) 원주의료원 등 6개소 817,300,000      817,300,000      

농촌융복합산업 마케팅 지원강화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0,000,000      159,748,000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국고)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180,000,000      142,424,966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국고)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1,124,600,000    

도농상생프로젝트 강원미래전략연구소 20,000,000       20,000,000 

강원농산업포럼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 20,000,000       19,311,000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13,500,000       1,665,000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4개 농업인단체(총연합회, 한여농, 전농, 전여농) 18,000,000       17,968,000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사)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                    - 

토종작물 자원 수집 (사)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10,000,000       10,000,000 

후계농교육 지원(국고) 한국농업아카데미 주식회사 43,741,000       6,023,000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국고)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741,778,000      723,954,900 

청년농업인 교육 (사)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                    -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국고) 한국농수산대학산학협력단 6,000,000         4,451,580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 140,000,000      108,029,493 

농촌체험 관광 홍보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40,000,000       40,000,000 

강원농산어촌 치유관광 활성화 포럼 카톨릭관동대학교 30,000,000       27,514,000 

자유학기제 연계 농촌체험 전문강사양성 및 홍보 지원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40,000,000       -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보험운영)(국고)(지원)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4,922,000         4,922,000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농촌활성화지원센터)(국고) 강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20,000,000      100,401,150 

한우산업발전 심포지엄 지원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 5,000,000         -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국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2,714,000       22,714,000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1,369,451,000    1,369,451,000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국고)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15,000,000       15,000,000 

농산물마케팅지원(직접)(국고)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344,000,000      344,000,000 

산지유통 계열화사업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300,000,000      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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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군납 확대 지역농업네트워크 20,000,000       20,000,000 

지자체 식생활교육(국고) (사)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크 240,000,000      240,000,000 

농식품스마트소비(국고) (사)원주소비자시민모임 30,000,000       30,000,000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육성(국고) 강원친환경연합사업단 800,000,000      - 

고랭지감자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지원)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776,667,000    1,776,665,210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791,700,000      791,439,770 

신 산림정책 기반 구축(강원임업인총연합회 지원) (사)강원임업인총연합회 20,000,000       16,920,300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국가직접지원)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390,000,000 282,593,098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71,000,000 67,133,370 

환경보건센터 지역거점사업 추진(국가직접지원) 강원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 100,000,000 100,000,000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국고) 강원도자연학습원 286,000,000 277,357,460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강원도협의회 8,000,000 8,000,000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국고)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480,000,000 461,021,360 

서식지외보전기관 종보전사업(국가직접지원)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40,000,000 39,977,980 

춘천 국제물포럼(국고) (사)춘천국제물포럼 90,000,000       85,400,000 

수질보전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구시민운동연합 강원지부 10,000,000       10,000,000 

경관우수건축물 시상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40,000,000       40,000,000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20,000,000       20,000,000 

교통안전 문화운동 전개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7개 단체 50,000,000 50,000,000 

통일교육 공모사업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10,000,000 9,764,070 

통일역량 강화교육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5,000,000 3,021,000 

북한이탈주민 초기 전입 물품 지원 강원북부하나센터, 강원남부하나센터 12,000,000 10,000,000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육 운영 지원 (사)해솔직업사관학교 50,000,000 49,402,460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광역화사업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61,000,000 257,809,050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광역화사업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15,000,000 112,727,330 

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 육성지원 한국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10,000,000 10,000,000 

강원도4-H경진대회 강원도4-H본부 17,000,000 17,000,000 

도4-H본부 운영지원 강원도4-H본부 26,000,000 26,000,000 

남북 음식문화 교류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50,000,000 50,000,000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육성 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합회 7,000,000 7,000,000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사단법인 강원해양수산포럼 18,000,000       16,909,460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사)강원수산인총연합회 20,000,000       18,801,500 



(단위 : 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단
1,200,000,000    1,200,000,000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사)강원수산인총연합회 100,000,000      100,000,000 

여성어업인 대표자회의 및 간담회 (사)강원도여성어업인연합회 5,000,000         4,990,470 

나잠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수협중앙회강원본부 20,000,000       18,375,230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기관장비 수리업체(강원마린 외 1) 23,430,500 23,430,500 

창업어가 멘토링 박정호 외 1명 12,000,000 12,000,000 

수상인명구조요원 강사 양성교육 지원 (사)수상인명구조단 10,000,000       1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