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3] 2016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62,181,564 61,074,667

지역주권 운동 추진 (사)한국분권아카데미 82,049 75,927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강원도이통장연합회 15,000 15,000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지원 강원도주민자치회 44,283 42,135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강원도새마을회 외 3 80,000 80,000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지원
민주평통강원지역회의 38,000 37,791

이북도민 합동망향제 및

 실향민 문화축전
이북5도강원도사무소 13,000 13,000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및 안보교육
이북5도강원도사무소 9,000 9,000

출향도민 전통시장 방문지원사업 (사)강원도민회중앙회 50,000 49,900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 발대식 및

워크숍
(사)강원도민회중앙회 30,000 29,901

미수복강원도민회 사업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 40,000 40,000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302,000 299,094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41,248 39,421

학생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DMZ탐방
강원도재향군인회 80,000 79,155

로스쿨 장학금 지원 강원대학교 180,000 164,000

두드림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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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 지원 동화푸드 외 3 5,000 3,319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  강원일보 30,000 30,00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외 4
60,000 60,000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강원도지역치안협의회 170,000 170,000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20,000 20,000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14,000 14,000

군장병 독후감,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강원도민일보 30,000 30,000

강원여성기업 브랜드 스토리 지원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

원도회
7,500 7,500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강원발전연구원 20,000 20,00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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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TA활용지원센터 운영  한국무역협회 30,000 25,061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1,080,000 1,080,000

굴러라 감자원정대 사업
 전국상인연합회

강원지회
250,000 250,000

찾아가는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  G1강원방송 140,000 140,000

문화와 예술이 있는 강원장터  강릉그린실버악단 40,000 40,000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강원상인연합회

강원지회
21,000 21,000

소비자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인건비 지원
 원주소비자시민모임 15,120 15,120

전국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9,791 29,791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  강원행복시대 8,000 8,000

중소기업 현장개선 활성화 지원
 한국표준협회

강원지역센터
27,000 27,000

도내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70,000 70,000

강원마트 활성화 운영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93,000 193,000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참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4,000 3,840

중소기업간 경영혁신 활동 지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

회 강원연합회
20,000 20,000

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
15,000 15,000

여성기업 CEO 경영연수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3,000 3,000

여성경제인대회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6,000 6,000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5,000 5,000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6,000 6,000

노동단체 행사 지원
 전택노련강원지역본부 외

4
96,000 96,000

선진노사문화 연수지원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외 3
130,000 129,294

태백산 천명제 지원
한국산재장애인협회

강원지역본부
4,500 4,500

농촌 재능기부 봉사활동 강원도숙련기술인연합회 5,000 5,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15,000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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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조 노사화합 행사지원
 전국자동차노조

강원도지부
20,000 20,000

노동법률상담사업 지원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58,000 56,530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36,000 35,482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한국노총강원도지역본부

외 3
120,800 117,920

강원내일채움공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60,000 59,100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292,500 172,877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외

3
1,553,658 1,261,378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

회
132,675 106,590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8,000 8,00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

센터
27,000 27,000

판매촉진을 위한 '강원곳간' 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

센터
40,000 40,000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

센터
24,000 24,000

기술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케프코협동조합 외 1 40,000 40,000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마음고리마켓' 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

센터
25,000 25,000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운영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

센터
30,000 30,000

사회적경제 한중포럼 개최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30,000 30,000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한마당행사 개최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30,000 30,000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광역)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외 1
100,000 100,000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등 지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

센터
266,000 266,000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

센터
10,000 10,000

도내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

센터
20,000 20,000

무한상상실(IP 창조 Zone) 운영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50,000 150,000

지식재산 창출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495,850 1,495,850

지식재산 교육허브(RIPA)

 구축사업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97,000 1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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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추진
강원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200,000 200,000

기업지원대표브랜드사업 지원  강원테크노파크 130,000 130,000

그린스타트 광역네트워크 활동 지원  강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68,000 68,000

그린스타트 운동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

구센터
2,000 2,000

기후변화교육 허브운영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

구센터
66,000 66,000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11
198,184 198,184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홍천가족상담소 외 1 11,000 11,000

혁신도시 이직배우자의 재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외

4
5,300 5,300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자녀

 영어교육 지원
 사단법인 반곡사람들 41,000 36,048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배우자

직업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사단법인 반곡사람들 14,700 14,403

    중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강원도농수산식품

수출협회
2,296 2,296

    제12회 태국국제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32,928 32,928

    제119회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80,220 80,220

    바이어 초청 및 전략상품 수출식

개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5,884 15,884

    강원무역 온오프라인 수출 마케팅 인앤아웃컨설팅(주) 200,000 200,000

    강원 농식품 홍보관(칭다오aT물류

센터) 개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사
30,000 9,500

    강원 농식품 수출협의체 지원
강원도농수산식품

수출협회
80,000 80,000

한중 FTA 유망품목 바이어 초청 상담

회 참가 지원
(사)한국무역협회 5,124 5,124

플로리다 의료기기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강원테크노파크 23,000 21,138

우즈베키스탄 해외교류협력단 파견사

업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000 19,800

국제 비즈니스 통번역 지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13,000 12,635

강원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10,100 110,100

강원 해외바이어정보은행 운영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40,000 3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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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120,000 103,828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70,000 69,246

   홍콩미용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37,605 36,688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장 24,000 20,349

   강원무역 수출 컨설팅 지원 인앤아웃컨설팅(주) 350,000 350,000

   해외지사화 활용 지원사업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0,000 10,000

   해외거점구축 지원사업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000 19,589

   중동 무역사절단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000 19,140

   중국 국제건강산업박람회 참가 지

원
강원테크노파크 30,000 30,000

   중국(베이징, 선양) 통합무역사절단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000 19,140

   중국 종합 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11,400 9,010

   중국 수입바이어 초청 설명회 강원농협지역본부 10,000 10,000

   제27회 홍콩식품박람회 참가지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 32,606 32,606

   제24회 광저우박람회 강원도관 운

영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44,927 44,927

   인천 세계 부동산 엑스포 참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199,643 199,643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박람회 참가

지원
강원테크노파크 34,949 34,949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40,000 36,300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31,937 31,937

   베트남 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35,000 35,000

   베이징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34,000 27,280

   방콕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29,877 29,877

   말레이시아 의료미용전시회 참가지

원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30,632 30,632

   동남아 웰니스식품 시장개척단 파

견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

역본부
18,600 14,700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22,890 2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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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토마토 홍콩 판촉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21,000 21,000

   강원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45,000 25,510

   강원도 할랄인증 획득 지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40,000 40,000

   강원 농식품 베트남 특판행사 케프코 협동조합 24,000 24,000

   강원 농산물 홍콩 판촉행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
24,000 24,000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110,000 1,958,680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30,000

   국제친선 문화교류  한국유네스코강원도협회 8,000 7,998

동계올림픽 글로벌 관광마인드 함양  강원도관광협회 50,000 49,724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강원컨벤션뷰로 327,000 327,000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  강원도관광협회 25,000 25,000

관광숙박업체 중간관리자 교육
 전국관광서비스

노동조합연맹
6,000 6,000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  강원도관광협회 15,000 15,000

강원관광 아카데미 운영
상지영서대

가톨릭관동대
26,000 26,000

행복나누기 산사음악회  대한불교조계종 20,000 20,000

도민사랑 문화축전 개최지원  강원기독교총연합회 90,000 90,000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성균관유도회

강원도본부
30,000 30,000

강원 미술시장 지원
 (사)민족미술인협회

강원지회
30,000 30,000

강원 아트페어 지원  한국미술협회 강원지회 30,000 29,786

강원문단 21C 지원사업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15,000 15,000

강원문학상과 청소년문학상 운영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22,000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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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문화논문 연구발표대회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5,000 15,000

사물놀이 경연대회  강원도문화원연합회 15,000 15,000

강원문화 대축전  강원도문화원연합회 40,000 40,000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강원문화재단 200,000 200,000

문화예술 기획지원 강원문화재단 300,000 29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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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강원문화재단 720,000 720,000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강원문화재단 1,414,000 1,414,000

우리가락 우리마당 강원문화재단 200,000 196,057

시청각 장애인초청 영화관람회 개최
 (사)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
30,000 30,000

국악활성화사업 지원
 한국국악협회

강원도지회
12,000 12,000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강원문화재단 262,000 262,0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강원문화재단 903,260 903,260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강원문화재단 300,000 300,000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강원문화재단 952,000 886,781

사랑티켓 지원 강원문화재단 60,000 59,391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강원대학교한국어문화원 10,000 9,799

문화예술분야 사회단체 지원
 충효예실천운동 강원도연

합회 외 11
62,000 62,000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순회공연  강원도민일보 240,000 240,000

강원영상산업 지원 강원문화재단 190,000 161,757

콘텐츠산업육성지원 강원문화재단 100,000 99,656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지원  강원도민일보 20,000 20,000

문화재 돌봄사업  강원문화재연구소 1,289,294 1,289,294

도 체육회 지원  강원도 체육회 11,454,634 11,412,042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1,614,800 1,6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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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4,000,000 4,000,000

전국소년체전 준비운영  강원도체육회 1,125,728 1,125,728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운영  강원도장애인체육회 456,860 456,86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강원도체육회 150,000 138,774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지원  강원도체육회 120,000 62,430

종목별 스포츠클럽리그제 지원  강원도체육회 36,000 36,000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강원도체육회 45,882 39,885

(취업형)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대한노인회 강원도얀합회

취업지원센터
46,800 46,800

(인턴형)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강원지역본부
592,200 577,171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강원여성 정치지도자 육성  강원미래전략연구소 30,000 29,707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  강원여성연구소 10,000 9,997

강원여성 녹색생활 실천교육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10,000 9,998

양성평등기념 걷기대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20,000 20,000

한센병력자 정착 선도사업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12,000 12,000

에이즈 예방홍보 및 감염인 상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강원도지회
63,000 63,000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

충 유지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의료원
146,000 146,000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이동검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42,000 42,000

건전한 음주 및 절주사업 홍보
 대한보건협회

강원도 보건협회
7,200 7,200

가족보건복지사업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46,000 46,000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
50,000 50,000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강원대학교병원 20,160 20,16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강원대학교병원 100,000 100,000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강원대학교병원 32,000 32,000

자살예방극 공연  극단치악무대 48,000 48,000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 지원  강원지역암센터 164,000 164,000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01,576 101,576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강릉아산병원외 3 1,090,000 1,090,000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71,700 171,700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778,000 778,000

장기기증 활성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지부
14,000 14,000

응급의료체계 구축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외

1
9,000 9,000

재난의료전담인력배치 운영지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외

2
110,750 110,750

응급환자 항공(헬기)이송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3,0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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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70,000 70,000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5개의료원 3,113,176 3,113,176

의료원 의료기관 인증 지원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62,000 62,000

미용기술대회 지원
(사)대한미용사회

강원도지회
15,000 15,000

건강한 강원만들기 캠페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
12,000 12,000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강원연구원 외 1 50,000 49,893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

센터
1,117,000 1,117,000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활성화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

센터
100,000 100,000

농산어촌미래포럼 운영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23,217 23,217

도농상생프로젝트 운영 강원미래전략연구소 50,000 50,000

농산업포럼 운영 강원농산업포럼 30,000 30,000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사)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9,000 9,000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9,000 9,000

밭농업 경영안정방안 심포지엄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2,000 2,000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역량강

화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6,000 6,000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2,400 2,40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

보원
37,800 36,885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강원대, 상지대

강릉원주대
741,778 714,598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운영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

마을 협의회
20,000 20,000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강원도농어촌체험휴양

마을 협의회
5,000 5,000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

센터
20,000 20,000

귀농귀촌 정착지원 과정 운영 농업회사법인 록야 30,000 30,000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

센터
200,000 200,000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강원도농촌활성화지원센

터
120,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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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 만들기 컨테스트 지원
강원도농촌활성화지원센

터
12,000 12,000

기업형 새농촌 아카데미과정 운영 한국분권아카데미 30,000 30,000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01,000 890,563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38,000 578,310

농산물연합마케팅지원사업 강원농협지역본부 60,000 60,000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강원농협지역본부 324,000 324,000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 원주소비자시민모임 30,000 30,000

식생활교육사업
(사)식생활교육강원네트워

크
150,000 150,000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도지회
10,000 10,000

북강원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367,228 367,228

지방의제21 실천 사업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

회
80,000 80,000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

회
10,000 10,000

환경생태캠프  (사)북한강생명포럼 25,000 17,910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100,000 98,982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원주지속가능발전교육센

터 외 11
54,286 50,203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285,714 285,714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자연보호중앙연맹강원

도협의회
10,000 10,000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강원도 야생동물구조관리

센터
380,000 378,407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  북한강생명포럼 10,000 10,000

수질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지구시민운동연합 외 1 13,000 13,000

춘천 국제물포럼  (사)춘천국제물포럼 90,000 90,000

휴양림·숲체험장 운영관리 라온유치원 외 3 2,879 2,879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강원도옥외광고협회 30,000 30,000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강원도건축사회 30,000 30,000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4,619 4,619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강원안전학교 등 25,000 25,000

드림프로그램 운영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1,190,000 1,190,000

하계드림프로그램 운영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67,891 67,891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아마추어 무료 컬링강습회  강원도컬링경기연맹 29,000 28,900

스케이트 무료강습회  강원도빙상경기연맹 29,000 26,623

아이스하키 강습회 프로그램 운영  강원도아이스하키협회 33,000 32,576

아이스슬레지하키 캠프 운영
 강원도장애인아이스하키

협회
28,000 28,000

강원바이애슬론 캠프 운영  강원도바이애슬론연맹 27,000 27,000

크로스컨트리캠프 운영  강원도스키협회 27,000 26,999

스키체험캠프  강원도장애인체육회 27,000 27,000

문화도민운동지원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

회
2,084,900 2,084,900

한류 K-컬쳐 콘텐츠 경쟁력 강화 강원문화재단 868,000 852,840

1시군 1문화예술작품 육성 강원문화재단 300,000 300,000

1시군 1문화예술 육성 컨설팅 강원문화재단 20,000 10,838

올림픽 응원프로그램 제작 강원문화재단 200,000 193,976

도4-H본부 운영지원  강원도4-H본부 32,000 32,000

제51회 강원도4-H경진대회  강원도4-H본부 15,000 15,000

농촌지도자회강원도연합회

 육성지원
 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10,000 10,000

농촌여성능력개발지원
(사)한국생활개선강원도연

합회
9,000 9,000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정해균 외 9인 98,185 98,185

강원해양수산포럼개최 지원 (사)강원해양수산포럼 20,000 20,000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 교육 지원 (사)수상인명구조단 10,000 10,000

해외시장 개척지원 강원무역창업연구원 89,712 89,712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
양양군수 6,000 6,000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 수협중앙회 20,000 20,000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수산업경영인연합회 20,000 20,000

수산장비 활용 경북전자 외 6 89,360 89,360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최상렬 4,800 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