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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2,455     7,852,534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출향도민 희망콘서트 지원
2~11월  (사)강원도민회중앙회 180,000        179,963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총회 지원 4월  대한적십자사 60,000          60,000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6월  강원도이통장연합회 60,000          60,000          

2017 강원도 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지원 10월  대한적십자사 30,000          30,000          

2017 강원도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11월  강원도새마을회 20,000          20,000          

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4~5월  사단법인강원행복시대 80,000          80,000          

DMZ평화상 시상 10월  강원일보사 45,000          44,991          

DMZ가치제고 및 홍보를 위한 평화순례 9~10월  남북강원도협력협회 72,000          72,396          

DMZ포럼 10월  사단법인강원행복시대 50,000          49,977          

2017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11월  강원미래전략연구소 30,000          30,000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

(강원경제인대회 겸 신년인사회)
1월 강원도민일보 5,000           5,000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

(강원사랑3대 기획행사)
9월 강원도민일보 5,000           5,000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 포럼 지원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9월 강원일보 10,000          10,000          

강원경제비전포럼 지원 5~11월 (재)강원도경제진흥원 8,000           7,500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6월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67,000          67,000          

전국 여성CEO경영연수 지원 9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70,000          70,000          

공예품대전 운영 5~12월   강원도공예협동조합 20,000          19,917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추진 4~11월
 한국표준협회

강원지역센터
30,000          30,000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지원 11월
  강원지역창업보육

매니저협의회
20,000          20,000          

슈퍼챌린지 강원 사업 지원 10~12월   강원일보 20,000          19,424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협력 9월  (재)강원테크노파크 35,000          32,200          

정보화마을 전국직거래장터 참가 11월
  강원도

정보화마을협의회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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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 정책포럼 개최 11월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10,000          10,00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앱개발 공모전 12월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30,000          30,000          

17년 호주지역 강원도 특산품 홍보특판전 4월 (사)강원무역창업연구원 34,202          34,202          

2017 중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4월 인앤아웃글로벌 8,886           8,886           

2017 미국(중서부지역) 강원 농식품 판촉홍보전 5월
강원도농수산식품

수출협회
16,992          16,992          

광저우 강원상품관 특별판매행사 4~5월
강원도농수산식품

수출협회
29,820          26,348          

강원도 중국유학생 올림픽 베뉴투어 5월
(재)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40,000          40,000          

동북아평화공존포럼 9월
한림성심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49,393          

2017년 제44회 LA한인축제 참가지원사업 10월
(재)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250,000        249,523        

강원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9월 (재)화이트타이거즈 60,000          60,000          

2017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 9월 재단법인한국여성수련 27,000          27,000          

강원 오륜쌀 및 가공제품 전시홍보 지원 8~9월 사천농업협동조합 20,000          20,000          

2017년 미국서부지역 강원도 특산품 홍보특판전 9~11월 (사)강원무역창업연구원 30,000          29,561          

강원 농수산식품 홍보·판촉전 지원 (캐나다) 10~11월
강원도

농수산식품수출협회
47,000          47,000          

해외바이어초청농식품 수출상담회 11월
강원도

농수산식품수출협회
4,000           4,000           

대만유통업체와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9월 주식회사 인앤아웃글로벌 2,750           2,383           

미국 서부지역(하와이) 강원 농식품 판촉행사 12월~'18.1월
강원도

농수산식품수출협회
36,970          36,970          

2017 강원관광인 올림픽 전진대회 12월  강원도관광협회 20,000          20,000          

2017년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9월  강원도문화관광해설사회 150,000        150,000        

제15회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11월
 강원서비스노련

강원지역본부
80,000          80,0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년 특별사진공모전 6월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원도지회
80,000          80,000          

2017 대한민국 MICE 총회 및

마켓 플레이스 사업
2월  사단법인강원컨벤션 30,000          30,000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연중  (사)청선문화예술원 외 3 80,000          80,000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2~5월  (사)한국예총 강원도지회 9,000           8,998           



(단위 : 천원)

행   사   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강원도-돗토리현 국제문화교류 연중
 (사)한국음악협회

강원도지회
13,992          13,992          

강원도-안휘성 국제문화교류 11~12월
 (사)한국예총

강원도연합회
15,000          14,625          

한-중 한겨레 가무제 11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강원지회
15,000          15,000          

문화예술 행사지원 연중  강원예총 외 26 556,000        556,000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지원(국고) 연중  (재)강원문화재단 1,350,000      1,302,461      

문화올림픽 행사지원 연중  BBS불교방송 외 2 378,686        378,686        

대관령국제음악제 해외콘서트 개최

(국가직접지원)
연중  (재)강원문화재단 100,000        81,567          

청소년 트로트가요제(국고) 9~11월
 사)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강원도연합회
60,000          60,000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4~11월  강원도장애인체육회 5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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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9월  강원도체육회 140,000        133,93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강원도지사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연중  강원도체육회 522,000        197,028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1~12월  강원일보 외 435,000        253,000        

춘천 소양강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야구대회 개최 8~10월  강원일보사 20,000          20,000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1~12월 (사)강원도자원봉사센터 80,000          79,739          

화이트프렌즈(도 응원서포터즈) 한마음대회 11~12월
(사)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
100,000        99,925          

크로스컨트리페스티벌(서울시체육회) 1월 서울시체육회 150,000        150,000        

「2018평창동계올림픽 G-1년 특별 심포지엄」 2월 사단법인 강원컨벤션뷰로 29,497          29,497          

패럴림픽대회 홍보 3월  강원도장애인체육회 450,000        398,709        

2017년 어버이날 기념 경로효친 행사 5월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10,000          10,000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붐 조성 10월, 11월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190,000        190,000        

올림픽 세계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18년 2월  한국스카우트연맹 800,000        76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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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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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8월
 (사)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50,000          50,000          

도시소비자 전통음식 만들기 행사 2월
 (사)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3,500           3,500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8~9월
 (사)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20,000          20,000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토종 나눔마당 3월,8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회
4,000           4,000           

제26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10~11월
 (사)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5,000           5,000           

제3회 강원농특산물 홍보 특판전 11월
 (사)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40,000          40,000          

제14회 도시소비자와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11월
 (사)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18,000          18,000          

제4회 코리아 어그리컬쳐 푸드쇼 6월
 (사)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5,000           5,000           

제2회 강원농업인가족한마음대회 4~5월
 (사)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10,000          10,000          

강원축산물 판로확대 7월, 11월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40,000          40,000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10월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14,000          14,000          

농특산물 직거래 및 기획특판전 2월~4월
 (사)강원도

전통가공식품협회
87,000          87,000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9월~12월
  강원도전통가공식품협회,

농협경제지주
40,000          40,000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8월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30,000          30,000          

강원쌀 홍보 마케팅 지원 5~11월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50,000          50,000          

2017년 제2회 강원산나물·약초 어울림 한마당 4월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170,000        170,000        

2017년 제2회 한국산양삼 뿌리축제 5월
 한국산양삼협회춘천산양삼

재배영농조합법인
30,000          30,000          

2017 한강 사진 공모전 4~11월 강원미래전략연구소 48,000          48,000          

제7회 한국생활개선 전국대회 지원 9월
 (사)한국생활개선

강원도연합회
230,000        2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