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공모사업 및 수상현황

 ○공모사업 : 73개 사업

 ○수상현황 : 34건(중앙부처 22건, 강원도 6건, 기타 6건)

강 릉 시



2019년도 선정 공모사업

 선정 공모사업(73건) 

번호 공모사업명 선정
사업비

(백만원)
부서 부처

1 강원도 주말야시장 사업 `19.2월 250 일자리경제과 강원도

2 강원도 왁자지껄 마케팅 사업 `19.2월 120 일자리경제과 강원도

3 강원도마을공동체지원사업 `19.3월 70 일자리경제과 강원도

4
`19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19.4월 - 일자리경제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5 시장경영바우처 `19.4월 252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6
주문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관리시스템)
‘19.5월 262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7 시장경영 혁신사업 (특성화 첫걸음) ‘19.5월 270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9.10월 514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9 2020년도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19.10월 89 녹지과 한국산림복지원

10
어촌뉴딜 300사업

(정동∙심곡항)
‘19.12월 15,000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부

11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19.3월 7,500
강릉과학

산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2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
‘19.4월 18,096

강릉과학

산업진흥원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1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공연기획)
‘19.1월 89 문화예술과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14 국･공립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19.2월 17 문화예술과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15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민간우수)
‘19.3월 74 문화예술과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16 2019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19.3월 130 문화예술과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17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19.4월 600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18 2020 강릉문화재 야행 ‘19.9월 850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번호 공모사업명 선정
사업비

(백만원)
부서 부처

19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
‘19.9월 169.5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20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19.9월 305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21 2020년 향교ㆍ서원문화재 활용사업 ‘19.9월 35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22 제2차 문화도시 지정 ‘19.12월 10,000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23 20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9.2월 185 강릉문화재단 행정안전부

2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19.3월 65 강릉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25 강릉원주대학교 지역참여 예산제도 사업 ‘19.4월 20 강릉문화재단 강릉원주대학교

26 지역특화소재콘텐츠개발지원사업 ‘19.4월        240 강릉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27 2019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19.5월 14 강릉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28 2019 사회통합 프로그램 ‘19.1월 37 강릉문화원
법무부춘천출입

국외국인사무소

29 2019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사업 ‘19.3월 600 강릉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30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9.3월 60 강릉문화원 강원문화재단

31
꿈의오케스트라강릉

자립거점 기획사업
‘19.3월 50 강릉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32
2019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연계 기획사업
‘19.4월 150 강릉문화원 강원문화재단

33 2020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19.9월 4,800 강릉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34 강릉청춘경로회 콘텐츠화 사업 ‘19.4월 30 강릉문화원
강릉문화원

연합회

35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 ‘19.12월 40 강릉문화원 법무부

36 2019 지역관광경쟁력 강화사업 ‘19.4월 150 관광과 한국관광공사

37
강릉 커피축제와 함께 즐기는 K-POP 

콘서트
‘19.4월 550 관광과 한국관광공사



번호 공모사업명 선정
사업비

(백만원)
부서 부처

38 2019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19.4월 1,270 관광과 문화체육관광부

39 코리아 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19.5월 220 관광과 문화체육관광부

40
2019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시나미 명주 나들이)
19.10월 300 관광과 문화체육관광부

41
방방곡곡 전통놀이 공모사업

(화가투 놀이)
‘19.7월 50

강릉관광개발공

사
문화체육관광부

42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민간예술)
‘19.3월 10 강릉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4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사업
‘19.3월 25 강릉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44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전시기획 프로그램)
‘19.3월 29 강릉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45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19.3월 28 강릉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46 문화가 있는 날 ‘19.7월 15 강릉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47
2019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강릉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9.3월 11,700 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48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사업 ‘19.3월 60
여성청소년가

족과
여성가족부

49
2019년 강원랜드 복지재단

다문화 지역특화(공모)사업
‘19.3월 17

여성청소년가

족과
강원랜드

50
결혼이민자 임신, 출산 지원 및 자립을 

위한 동행 프로젝트 
`19.5월 100

여성청소년가

족과

강원사회복지

공동모금회

51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강릉시 통합가족지원센터 
품 건립)

‘19.10월 4,840
여성청소년

가족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5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주문진 불당골 새뜰사업) 
‘19.3월 6,761 도시재생과 국토부

53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19.6월 11 도시재생과 행정안전부

54
도시재생뉴딜 일반근린형 

공모사업(살맛나는 중앙동)
19.10월 15,900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

55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19.10월 21,000 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위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번호 공모사업명 선정
사업비

(백만원)
부서 부처

56
월화거리(강릉역~중앙시장) 일원 

공영자전거 설치사업
‘19.3월 340 건설과 행정안전부

57 2019년 안심보안등 지원사업 ‘19.8월 300 도로과 밀알복지재단

58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19.4월 7,000 농정과 농림축산식품부

59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19.9월 1,000 농정과 강원도

60
2019년 기업형 새농촌 도약, 

선도마을 지원사업
‘19.11월 1,200 농정과 강원도

61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19.6월 9,500 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

62
2020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사업비 300백만원) 
‘19.11월 300 기술보급과 농촌진흥청

63 2020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19.9월 282 보건행정과 보건복지부

64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19.3월 100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65
2020년 건강생횔지원센터 확충사업 

유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
‘19.9월 1,378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66
2019 지역평생교육 지원사업

(행복학습센터운영)
‘19.1월 50 평생학습관 강원도

67 2019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9.4월 148 평생학습관 교육부

68 2019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19.4월 10 평생학습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

업진흥원

69
2019년 인문학대중화를 위한

인문학콘서트
‘19.6월 6 평생학습관 한국연구재단

70 2019년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19.4월 1,343 시립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71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19.4월 10 시립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72 2019 따로 또 같이 ‘19.4월 7 시립도서관
한국문화의집

협회

73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9.9월 800 시립도서관 문화관광체육부



2019년도 평가사업(기관표창 및 수상실적)2019년도 평가사업(기관표창 및 수상실적)

                                                                                            (단위 : 백만원)

 [ 중앙단위 평가 ]

번호 분야(명칭) 선정일시 수상 시상금
(사업비) 주관기관 해당부서

22개 515

 국가결핵관리사업 유공기관 선정 3.22 선정 107
(사업비) 보건복지부 질병예방과

 2019년(‘18년 실적) 재난관리 평가 4.29 우수 250
(사업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 5.17 우수 1 보건복지부 보건행정과

 2019 지역문화대표브랜드 7.02 우수 20
(사업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상수도 공기업) 7.04 최우수 행정안전부 경영지원과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강릉관광개발공사) 7.04 우수 행정안전부 관광개발공사

 재정확대 실적평가 7.03 우수 100
(사업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과

 2019년 비상대비확립 유공 정부포상 8.28 국무
총리상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과

 정보공개 종합평가 9.06 최우수 행정안전부 강릉관광개발
공사

□10 전국 문화재 야행 평가 9.24 최우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11 제10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솔향수목원) 10.15 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 녹지과

□12 제10회 대한민국 조경대상(가시연습지) 10.15 장관상 환경부 환경과

□13 2019년 안녕 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10.22 장관상 행정안전부 행정지원과

□14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11.06 우수 행정안전부 징수과

□15 2019년 금연환경 조성 우수사례 선정 11.07 우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6 2019년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11.22 국무
총리상

한국자원봉사
협의회 행정지원과

□17 `19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통지본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12.09 장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과

□18 2019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12.11 우수 3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19 우수농업기술센터 평가 12.20 우수 3 농촌진흥청 자원육성과

□20 2019년 대중교통 시책 평가 12.20 장관상 국토교통부 교통과

□21 2019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12.23 우수 30
(교부세) 국토교통부 교통과

□22 2019년 우수공공체육시설 평가 12.23 최우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과



 [ 강원도 평가 ]

번호 분야(명칭) 선정일시 수상 시상금
(사업비) 주관기관 해당부서

6개 1.5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우수시군 평가 3.29 특별상 1 강원도 징수과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 9.5 우수 0.5 강원도 징수과

 2019년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 『봉사와 협력』 부문 7.20. 도지사 강원도 여성청소년

가족과

 2019년 도내업체 계약실적 평가 12.5 최우수 강원도 회계과

 2019년 시군 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 12.10 우수 강원도 시민봉사과

 2019년 공공서비스혁신 우수과제 평가 12.31 우수 강원도 기획예산과

 

 [ 기    타 ]

번호 분야(명칭) 선정일시 수상 시상금
(사업비) 주관기관 해당부서

6개

 2019년 전국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발 8.29. 우수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여성청소년
가족과

 2019년 청소년 평화통일 체험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 11.6. 한반도통일

미래센터장상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여성청소년

가족과

 2019년 강원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1.15. 여성가족부
장관상

강원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여성청소년
가족과

 2019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최우수기관 11.30. 여성가족부
장관상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여성청소년
가족과

 2019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 청소년수련관 12.27. 우수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여성청소년

가족과

 2019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 청소년문화의집 12.27. 우수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여성청소년

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