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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19)-1.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

(단위 : 원)
기본재산

구 분

설립연도

설 립 목 적

근 거

주 요 사 업
총 액

충청남도여성
정 책 개 발 원

1999

충남도 지역여성 정책 개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여성문제·복지 관련 정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발, 연구, 교육

3,916,683,115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3,000,000,000(76.5%)

1.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충 남 청 소 년
진

흥

원

2008

청소년상담복지 및 활동진흥
지원

1. 민법 제32조

2.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활동진흥 사업

2.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3.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사업

지원 조례 제27조

350,382,460

100%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1. 지역의 중장기 발전구상 및 시책개발
2. 지역의 당면 현안 과제 연구
충남 및 시,군발전과 도정

3. 공공투자분석 및 원가계산
4. 지역경제.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

및 시⋅군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충 남 연 구 원

1995

교통, 지방행정 및 재정, 복지, 문화

조사분석 연구하여 유용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정책대안 제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산어촌 및 농어업발전, 사회적경제,
공공디자인 등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95.06.15)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된 연구 및 관련

대응, 도민행복과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

6. 수탁과제의 연구

도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

7. 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615,385,000

12,820,000,000 (82.1%)
- 도: 9,620,000,000 (61.6%)
- 시군 : 3,200,000,000 (20.5%)

기본재산
구 분

설립연도

설 립 목 적

근 거

주 요 사 업
총 액
1.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충남도민·충남출향민 및
그 자녀들에게 교육사업,
충청남도인재
육

성

재

단

2012

장학사업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 장학금 지급
3.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
4. 취업·직업교육, 문화·체육 등 평생 교육사업
5. 인적자원 개발·관리 및 연구지원사업
6.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발굴·육성·지원

장학·교육사업

- 민법 제32조,
충청남도평생
교 육 진 흥 원

2016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 및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평생교육법 제20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충청남도평생교육

- 평생교육 관계자 교육 및 연수
- 평생교육 D/B 및 네트워크 구축,

진흥조례 제14조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충

청

남

도

경 제 진 흥 원

1998

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
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
충남신용보증재단

1998

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
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리 증진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1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 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3.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자액(비율)

기본재산 :
58,670,263,928

57,347,175,928 (97.74%)

- 현금 :
34,353,406,780
- 현물 :

※ 민간기부금
1,323,088,000(2.26%)

24,316,857,148

道

- 평생교육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기획
-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시·군 컨설팅 지원

-

도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

지방자치단체

기본재산 :
1,020,000,000
- 현금 :

1,020,000,000 (100%)

1,020,000,000

道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및 정보 제공 등

∙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인력정보
등의 제공
∙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 국내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11,504,464,000
* 기본재산(정관)

9,345,353,500 (81.23%)

1. 신용보증 : 충남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충남 정책자금 및
각종 지원 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2. 구상권관리 : 보증기업 부실화로
발생된 구상권의 관리 및 회수
3. 기본재산관리 : 신용보증 재원인
기본재산 및 적정 운용배수의 유지 관리

191,237,131,220

해당사항 없음

기본재산
구 분

설립연도

설 립 목 적

근 거

주 요 사 업
총 액

충남테크노파크

1999

-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혁신
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
혁신거점 역할 수행
- 지역산업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기여

민법 제32조

· 민법 제32조
충남문화재단

2013

· 도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역사문화진흥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 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1. 지역산업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 거점기능 수행
2. 지역 기술 및 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
3.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육성 기획
4. 기술창업촉진과 창업기업육성 및
기술기반기업 종합지원

228,403,682,972

25.87%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 그 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충청남도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778,000,000

도 100%

1.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자료․ 수집정리 및 집대성
2. 충청남도의 역사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
충남역사문화
연

구

원

2004

조사․연구하여 이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전시․홍보․보존
하여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민법
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3.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 유산의 체계적 관리
4. 충청남도 관련 역사자료의 체계적 수집 전시
5.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문화유산
개발 및 운영
6. 충청남도가 계획한 역사문화 관련사업 추진
7. 충청남도의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외부
기관․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연구
의뢰 사업

3,200,579,425

충남도 : 1,850,000,000
(57.8%)

기본재산
구 분

설립연도

설 립 목 적

근 거

주 요 사 업
총 액

충

남

문

화

산 업 진 흥 원

2005

진흥원은 충청남도를 지식기

1.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반 첨단 문화산업의 중심도

2.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

3. 문화산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
․ 구

구축과 이의 효율적 관리·운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영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육

설립 및 지원 조례

5. 기타 진흥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성 및 지역 관련 산업의 경

1,300,000,000(86.7%)
1,500,000,000

천안시 : 450,000,000 (30.0%)
아산시 : 300,000,000 (20.0%)
태안군 : 100,000,000 (13.3%)

정보통신(IT)기술 등의 연구육성에 관한 사업

을 목적으로 함.

출자액(비율)

충남도 : 450,000,000 (30.0%)

6. 문화산업(CT)관련 소프트웨어(S/W)와

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함

지방자치단체

7. 문화산업진흥지구 운영․관리

- 민법 제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백제문화제추진
위

원

회

1.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
2007

2. 백제문화 전국단위의
축제 및 세계화도모

관한 법률 제4조
-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 백제문화제 세계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100,000,000

-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충남도: 공주시 : 부여군
(2:1:1)

- 백제문화제 후원사 및 수익사업 발굴

1962

3,376,639,435

100%

1,850,000,000

100%

487,574,000

100%

4,356,920,767

100%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982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983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983

보건의료사업을제공함으로

1.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에기여

2.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조례

지역주민에게 진료를 통한

2.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책 수행 및 위탁운영
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과 장제사업 및 부대 서비스업 등

(19)-2. 지방자치단체 출자현황
(단위 : 원)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구

분

출자연도
총계

총

계

계

현금

100,000,000

100,000,000

계

100,000,000

100,000,000

2015 이전

100,000,000

100,000,000

계

100,000,000

100,000,000

2015 이전

100,000,000

100,000,000

2016
2017
2018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2016
2017
2018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충남도 50,000,000 공주시 25,000,000 부여군 25,000,000

현물
금액

내역

(19)-3. 지방자치단체 출연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구

총

분

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연구원

연도

계

현금

계

242,364,149,240

242,364,149,240

2016

81,896,371,640

81,896,371,640

2017

72,428,287,000

72,428,287,000

2018

88,039,490,600

88,039,490,600

계

5,847,447,000

5,847,447,000

2016

1,874,400,000

1,874,400,000

2017

1,806,047,000

1,806,047,000

2018

2,167,000,000

2,167,000,000

계

2,624,000,000

2,624,000,000

2016

660,000,000

660,000,000

2017

790,000,000

790,000,000

2018

1,174,000,000

1,174,000,000

계

24,055,400,000

24,055,400,000

2016

7,293,000,000

㉠ 본원道
5,250,000,000
㉡ 부설센터 2,055,000,000

2017

8,188,400,000

㉠본원道
㉡본원市郡
㉢부설센터

2018

8,574,000,000

㉠본원道
㉡본원市郡
㉢부설센터

7,293,000,000

8,188,400,000
5,250,000,000
730,000,000
2,055,000,000

8,574,000,000
6,000,000,000
570,000,000
2,004,000,000

현물
금액

내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구

분

연도

계

현금

계

22,250,000,000

22,250,000,000

2016

9,785,000,000

9,785,000,000

2017

7,355,000,000

7,355,000,000

2018

5,110,000,000

5,110,000,000

계

7,255,000,000

7,255,000,000

2016

2,055,000,000

2,055,000,000

2017

2,135,000,000

2,135,000,000

2018

3,065,000,000

3,065,000,000

계

6,654,530,000

6,654,530,000

2016

2,956,500,000

2,956,500,000

2017

2,115,400,000

2,115,400,000

2018

1,582,630,000

1,582,630,000

계

11,518,435,600

11,518,435,600

2016

5,200,000,000

5,200,000,000

2017

2,953,000,000

2,953,000,000

2018

3,365,435,600

3,365,435,600

계

94,021,825,000

94,021,825,000

2016

27,094,500,000

27,094,500,000

2017

27,289,000,000

27,289,000,000

2018

39,638,325,000

39,638,325,000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

현물
금액

내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구

분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연도

계

현금

계

6,422,700,000

6,422,700,000

2016

1,907,700,000

1,907,700,000

2017

1,930,500,000

1,930,500,000

2018

2,584,500,000

2,584,500,000

계

6,980,440,000

6,980,440,000

2016

1,826,800,000

1,826,800,000

2017

2,305,640,000

2,305,640,000

2018

2,848,000,000

2,848,000,000

계

5,781,400,000

5,781,400,000

2016

2,079,500,000

2,079,500,000

2017

1,930,300,000

1,930,300,000

2018

1,771,600,000

1,771,600,000

계

2016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2017

2018

21,360,000,000

21,360,000,000

도 4,280,000,000
공주 8,480,000,000
부여 8,600,000,000

공주 8,480,000,000
도 4,280,000,000
부여 8,600,000,000

5,850,000,000

5,850,000,000

도 1,000,000,000
공주 2,050,000,000
부여 2,800,000,000

도 1,000,000,000
공주 2,050,000,000
부여 2,800,000,000

7,630,000,000

7,630,000,000

도 1,500,000,000
공주 3,130,000,000
부여 3,000,000,000

도 1,500,000,000
공주 3,130,000,000
부여 3,000,000,000

7,880,000,000

7,880,000,000

도 1,780,000,000
공주 3,300,000,000

도 1,780,000,000
공주 3,300,000,000
부여 2,800,000,000

부여 2,800,000,000

현물
금액

내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구

분

연도

계

현금

계

5,982,000,000

5,982,000,000

2016

2,705,000,000

2,705,000,000

2018

3,277,000,000

3,277,000,000

계

6,002,000,000

6,002,000,000

2016

4,232,000,000

4,232,000,000

2017

1,350,000,000

1,350,000,000

2018

420,000,000

420,000,000

2,276,500,000

2,276,500,000

2016

388,500,000

388,500,000

2017

1,106,000,000

1,106,000,000

2018

782,000,000

782,000,000

계

13,332,471,640

13,332,471,640

2016

5,988,471,640

5,988,471,640

2017

3,544,000,000

3,544,000,000

2018

3,800,000,000

3,800,000,000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2017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계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현물
금액

내역

(19)-4. 당해연도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지원 현황(출자금, 출연금 항목 제외)
(단위 : 원)
구

분

지원목적
총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계
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보조금

390,000,000
390,000,000

청소년 상담복지 및 활동 진흥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일반회계)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지원/제19회 청소년자원봉사 대회(기금)
계

2,416,398,000
2,376,398,000
40,000,000
2,030,000,000

충남환경보건열린포럼 도비보조금

20,000,000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 도비보조금

95,000,000

탈석탄친환경국제컨퍼런스 개최대행 도비보조금

충남연구원

액
17,968,946,000

계
충남청소년진흥원

금

150,000,000

해양바이오산업육성포럼 도비보조금

20,000,000

화력발전소주변어린이건강영향조사 도비보조금

60,000,000

충남환경회의 개최대행 도비보조금

35,000,000

금강 상생 포럼 개최대행 도비보조금

10,000,000

충청남도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도비보조금

18,000,000

충남경제동향분석터 운영 도비보조금

450,000,000

마을만들기 동아리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50,000,000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250,000,000

6차산업화 인증 및 사후관리

182,000,000

6차산업화 현장코칭

125,000,000

6차산업 안테나숍 운영

280,000,000

농어촌산업화

105,000,000

기획평가 체계 구축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
6차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40,000,000
140,000,000

구

분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목적
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국도비 보조금

672,000,0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국도비 보조금

790,500,00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국도비 보조금

300,000,000

255,800,000
27,800,000

충현서원 활용사업(공주시 보조금)

90,000,000

공주 수촌리 고분군 열린 고고학 체험(공주시 보조금)

30,000,000

멸실되는 충남역사자료 집대성 사업(도 보조금)

18,000,000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사업(도 보조금)

40,000,000

명사와 함께하는 내포역사문화 투어

50,000,000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보조금)

산업진흥원

1,008,000,000

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국고 보조금)

계

충남문화

4,594,500,000
1,824,000,000

계

역사문화연구원

500,000,000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국도비 보조금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국도비 보조금

충청남도

액

500,000,000
계

충남문화재단

금

4,196,900,000
3,500,000,000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보조금)

278,000,000

천안시 문화특화 지역 조성 (보조금)

135,000,000

지역혁신 프로젝트 (보조금)

36,000,000

참여형플렛폼 (보조금)

18,000,000

해외마케팅 (보조금)

83,100,000

청년CEO500프로젝트 (보조금)

146,800,000

구

분

지원목적
계
취약계층 진료지원(척추, 어깨등)사업 (도비 100%)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60,000,000

경영안정평가지원금 (도비 100%)

97,000,000

지역개발기금 이자지원 (도비 100%)

211,000,000

의료인력 인건비지원사업 (국도비 각 50%)

583,000,000
8,000,000

공공보건사업비(당뇨)

475,181,000
45,000,000

경영지원금

105,000,000

인공관절사업비

110,000,000

의료인력지원비

33,333,000

지역개발기금이자

181,848,000
계

2018년 지방의료원 의료인력인건비 지원사업
2018년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3,032,667,000
141,667,000
2,866,000,000

2018년 공공보건프로그램

25,000,000
계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104,000,000
45,000,000

계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액

만성질환 지원사업 (도비 100%)

감염병예방사업 (국비 10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금

1,182,500,000

공공보건사업(치매환자관리사업)

45,000,000

취약계층(전립선및심혈관중재술)

80,000,000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200,000,000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100,000,000

자본적 융자상환 지원금

334,000,000

지역거점공공병원파견의료인력인건비지원

321,000,000

경영안전 지원금

100,000,000

반부패우수기관포상금

2,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