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공모사업 추진현황(총괄)

 선정된 공모사업: 83건, 286,735백만원

번호 공모사업명 선정
사업비
(백만원)

부서 부처

1 제2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21.1월 20,000 미래성장과 문화체육관광부

2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21.1월 400 기업지원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1.1월 333 강릉과학
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4 지역특화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21.1월 160 관광과 문화체육관광부

5 온라인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21.1월 24 강릉관광

개발공사 중소벤처기업부

6 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21.1월 110 강릉문화원
법무부춘천출입

국사무소

7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사업 ‘21.2월 100 산림과 행정안전부

8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21.2월 1,200

오죽헌/

시립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9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21.2월 200
오죽헌/

시립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10 2021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21.2월 52 강릉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11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21.2월 21 강릉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12 2021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푼푼한 하루 ‘21.2월 11 강릉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1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기획제작프로그램)

‘21.2월 87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14 예술동호회활동지원사업   ’21.2월 380 강릉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15 강원도 정보화마을 공모사업 ‘21.2월 25 정보산업과 강원도

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민간예술단체)

‘21.3월 63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국·공립예술단체)

‘21.2월 59 강릉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전시기획프로그램)

‘21.2월 25 강릉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사업 ‘21.3월 28 강릉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2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민간예술단체)

‘21.3월 48 강릉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21 문화가 있는 날 ‘21.3월 46 강릉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22 2022 전국생활문화축제 ‘21.3월 750 강릉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23 2021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임당 새옷을 입다」 ‘21.3월 17 강릉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24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21.3월 16 강릉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25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21.3월 100 복지정책과 행정안전부

26 스마트시티 챌린지(본사업) ‘21.3월 20,000 국제대회
추진과 국토교통부

27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21.3월 250 강릉과학
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28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 천연물바이오소재 -

‘21.3월 300 강릉과학
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2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강원 지역혁신프로젝트 기업 제품 
경쟁력 향상 지원 -

‘21.3월 314 강릉과학
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30 마음 안심버스 운영사업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강화-

‘21.3월 175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3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1.3월 235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32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21.4월 500 일자리경제과 행정안전부

33 강원도 왁자지껄 마케팅 ‘21.4월 22 일자리경제과 강원도

34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1.4월 33.8 평생학습관 교육부

35 2021년 독서아카데미 ‘21.4월 10 평생학습관 문화체육관광부

36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21.4월 36 강릉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37 2021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21.4월 24.6 강릉문화재단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38 2021년 독서아카데미 ‘21.4월 3 강릉관광
개발공사 문화체육관광부

39 현충시설활성화 체험탐방 지원사업 ‘21.4월 18 강릉관광
개발공사 국가보훈처



40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구축사업 ‘21.4월 6,000 에너지과 환경부

41 청춘마이크강원     ’21.4월 610 강릉문화원 지역문화진흥원

42 유아문화예술교육      ’21.4월 40 강릉문화원 강원문화재단

43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특화형(시장형) ‘21.5월 70 어르신복지과 보건복지부

44 해양바이오 전문인력양성 교육운영 ‘21.5월 200 강릉과학
산업진흥원 해양수산부

45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21.5월 470 강릉과학

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46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21.5월 116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47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사업 ‘21.5월 50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48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1.5월 816
건축과

(아동보육과
보건행정과)

국토교통부

49 2021년도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사업 (1-2단계)

‘21.5월 460 복지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0 2021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 ‘21.6월 4 강릉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51 2021년 동계종목 대학팀 실업팀 창단 
지원 사업 ‘21.6월 300 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52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21.6월 4,000 농정과 농림축산식품부

53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21.6월 190 정보산업과 행정안전부

54 2021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기획지원) ‘21.6월 - 문화예술과

한국국제문화

교류진흥원

55 2021년 지방체육진흥사업 ‘21.7월 72 체육과 대한체육회

56 주제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21.7월 270 강릉문화원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

57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구축운영 사업 ‘21.7월 3,033 하수과 환경부

58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공공승마시설 신설) ‘21.8월 2,000 동물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59
진안저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1.9월 49,734 재난안전과 행정안전부

60 2022년 ITS 국고보조사업 ‘21.9월 10,000 미래성장과 국토교통부



61
20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1.9월 4,115

체육시설

사업소
문화체육관광부

62 202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1.9월 48 보건행정과 보건복지부

63
2022년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21.9월 257.5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64
2022년도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21.9월 33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65 강릉 문화재 야행 ‘21.9월 1,000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66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21.9월 47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67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21.9월 192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68 2022년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21.9월 105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69 2022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1.9월 20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70 2022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1.9월 300 수도과 산업통상자원부

71 2022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21.9월 500 녹지과 산림청

72 우암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1.9월 24,200 건설과 행정안전부

73
하반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사업
‘21.10월 65

여성청소년

가족과
여성가족부

74 가축분뇨악취저감 통합솔루션 ‘21.10월 300 동물정책과 행정안전부

75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1.11월 650 일자리경제과 강원도

76
강릉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3개소)
‘21.11월 89,931 하수과 환경부

77 2022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1.11월 4,311 강릉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78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강남동)
‘21.12월 680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

79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 융합산업 
벨트 조성사업(시범사업) ‘21.12월 1,555 기업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

80 지식산업센터 건립 ‘21.12월 25,000 기업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81 어촌뉴딜 300(영진항) ‘21.12월 8,450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부

82
2022년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통합 

공모(생태녹색관광-생태테마)
‘21.12월 232 관광과 문화체육관광부

83 2022년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통합 공모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21.12월 132 관광과 문화체육관광부

합 계 286,7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