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공모사업 추진현황(총괄)

 83건, 253,937백만원

번호 공모사업명 선정
사업비

(백만원)
부서 부처

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20.1월 100,000 미래성장과 문화체육관광부

2 2020 사회통합프로그램 ‘20.1월 110 강릉문화원 법무부

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공립예술단체)
‘20.1월 77 강릉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4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 ‘20.1월 179 어르신복지과 보건복지부

5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0.1월 324 일자리경제과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6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주문진건어물시장)
`20.2월 880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7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20.2월 18 강릉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8 2020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20.2월 13 강릉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9 2020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20.2월 600 강릉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10 2020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20.2월 60 평생학습관 강원도

11 강원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20.2월 1,100
강릉과학산

업진흥원
해수부

1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2월 314

강릉과학산

업진흥원
고용노동부

13 202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0.3월 189.5 평생학습관 교육부

14 2020년 보훈테마활동 공모사업 ‘20.3월 22
강릉관광

개발공사

강원동부 

보훈지청

15 sw융합클러스터 2.0 ‘20.3월 19,316 정보산업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6 강원도 정보화마을 공모사업 ‘20.3월 50 정보산업과 강원도

17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공모사업
‘20.3월 8,000 동물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전시기획프로그램)
‘20.3월 18 강릉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사업

‘20.3월 28 강릉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20 문화가 있는 날 ‘20.3월 37 강릉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21 강원도 주말야시장 사업 ‘20.3월 288 일자리경제과 강원도

22 강원도 왁자지껄 마케팅 사업 ‘20.3월 22 일자리경제과 강원도

23
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20.3월 35 강릉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24
2020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20.3월 20 강릉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25 20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20.3월 310 강릉문화원 지역문화진흥원

26 2020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사업 ‘20.3월 6 강릉문화원 문화재청

27 2020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20.3월 2,000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28
2020 강원도마을공동체 

지원사업(추가)
‘20.3월 73 도시재생과 강원도

29 2020 꿈다락 ‘느슨한 토요일’ ‘20.3월 17 강릉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30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

감사업(민간우수)
‘20.3월 12.9 문화예술과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

31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특화형)
‘20.3월 65 어르신복지과 강원도

32
2020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20.4월 250 문화예술과 강원도

33 202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4월 47 강릉문화원 강원문화재단

34 2020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 ‘20.4월 15 강릉문화원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35 2020 인문독서아카데미 ‘20.4월 10 평생학습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원)

36 지역주력산업(웰니스식품) ‘20.4월 300
강릉과학산

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37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에너지환경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
‘20.4월 22,800

강릉과학

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38 2020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20.4월 30 일자리경제과 고용노동부

39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0.4월 82 강릉아트센터 문화체육관광부

40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지원 

공모사업
‘20.4월 250

강릉관광개발

공사
문화체육관광부

41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20.5월 199.58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

42 2020 열린 관광 환경조성 사업 ‘20.5월 1,500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43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20.5월 462.5

강릉과학산업 

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44 2020 지역참여예산제도 ‘20.5월 15 강릉문화재단 강릉원주대학교

45 2020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20.5월 14 강릉문화재단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46
2020 미술주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Connect:잇다’
‘20.5월 12.8 강릉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

센터

47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공동마케팅)
‘20.5월 60

강릉과학산업

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48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20.5월 1,500 국제대회추진과 국토교통부

49 2020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 ‘20.5월 9,843
강릉과학산업

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50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비R&D) 기업지원사업
 ‘20.5월 57.6 강릉문화재단 중소벤처기업부

51 2020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 ‘20. 5월 10 시립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52 2020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사업 ‘20.6월 20 강릉문화원 강원문화재단

53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특화형) ‘20.6월 29.6 어르신복지과 강원도

54 AI로봇활용 어르신돌봄사업  ‘20.7월 300 어르신복지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5
2020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 
‘20.7월 60 강릉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56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20.7월 21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57 2020년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20.7월 30 녹지과 산림청

58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0.8월     1,278 건축과 국토교통부

59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20.8월     3,600 정보산업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60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20.8월 400 자원순환과 환경부

61 강원도 핵점포 조성사업 `20.8월 150 일자리경제과 강원도

62
2021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20.8월 33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63 2021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20.9월 200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64 2021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 ‘20.9월 115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65 2021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20.9월 190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66 2021 전통산사문화재 ‘20.9월 40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67 2021 문화재 야행사업 ‘20.9월 900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68
2021 <문화가 있는 날 >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공모사업
‘20.9월 80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69 2021 향교ㆍ서원문화재 활용사업 ‘20.9월 50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70 2021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20.9월 49,000 국제대회추진과 국토교통부

71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 `20.9월 26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72 2021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0.9월 81 일자리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73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사업 ‘20.9월 1,000 녹지과 산림청

74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역지원)
`20.9월 121 에너지과 산업통상자원부



75 2020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20.10월 200 농정과 강원도

76 2021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20.10월 1,500 관광과 문화체육관광부

77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0.10월 200 녹지과 산림청

78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20.10월 400 기술보급과 강원도

79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11월 129 일자리경제과 강원도

80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

- 중앙 청소년 문화의집 신규건립
`20.11월 3,300

여성청소년

가족과
강원도

81 오리진-소돌항 어촌뉴딜300사업 `20.12월 8,340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부

82
2021년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개보수 

사업
`20.12월 500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83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내가 GREEN 도시, 강릉)
`20.12월 10,000 농정과 환경부

합      계 253,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