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
구 분

설립연도

설립목적

(단위 : 원)
근거

주요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5.06.15)

1. 지역의 중장기 발전구상 및 시책개발
2. 지역의 당면 현안 과제 연구
3. 공공투자분석 및 원가계산
4. 지역경제.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
교통, 지방행정 및 재정, 복지, 문화
농산어촌 및 농어업발전, 사회적경제,
공공디자인 등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된 연구 및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6. 수탁과제의 연구
7. 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남 및 시,군발전과 도정 및

충남발전
연구원

1995

시⋅군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
제시

도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
대응, 도민행복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

자본금(기본재산)
계

초기납입

증감

지분율

15,615,385,000

10,000,000,000

5,615,385,000

84%

3,917,000

3,000,000

917,000

100%

37%

충남여성정책
개발원

1999

여성･다양한가족 등 조사 ･연구,
교육으로 여성발전 기여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성 복지에 관한 정책 개발,
조사연구와 교육, 상담지원 등

충남역사문화
연구원

2004

역사와 문화를 현대에 재조명
하고 이를 정신적 유산으로
후세에 계승발전

민법 제32조

1. 충남의 역사문화 종합적 조사 연구
2. 찬란한 백제역사 재조명
3. 문화재 발굴·보존·전시

5,240,290,762

50,000,000

5,190,290,762

1998

중소기업 창업·판로·자금·
고용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충청남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 지원
-기업, 창업, 마케팅, 일자리지원

18,427,000,000

11,500,000,000

6,927,000,000

2005

지역 문화산업 육성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진흥 사업

1,100,000,000

900,000,000

200,000,000

40.9%

199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증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용보증, 구상권관리,기본재산관리

161,831,561,483

13,147,316,410

148,684,245,073

40.6%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문화산업
진흥원
충남신용보증
재단

중기청 4%

도 57%

구 분

설립연도

설립목적

근거

충남인재육성
재단

2012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 장학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지원조례

장학금지급, 학사운영 및 설치
평생교육사업, 인적자원개발

충남청소년
진흥원

2008

청소년상담복지 및 활동진흥
지원

민법 제32조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
국가·지자체 위탁업무

천안의료원

196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 발전을 도모

운영에관한 법률

주요사업

1. 지역 주민의 진료사업
2. 전염병 및 주요 질병 예방
3. 의료인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사업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자본금(기본재산)
계

초기납입

증감

지분율

38,523,586,000

1,400,000,000

37,123,586,000

85.7%

350,382,460

300,000,000

50,382,460

100%

63,091,802,668

182,578,549

62,909,224,119

100%

20,710,966,872

935,000,000

19,775,966,872

100%

23,460,336,319

487,574,000

22,972,762,319

100%

72,867,720,767

1,903,059,694

70,964,661,073

100%

98,602,307,000

150,000,000

98,452,307,000

17.4%

0

50%

공주의료원

1910

서산의료원

1962

홍성의료원

1936

충남테크노파크

1999

산업발전
산업고도화

민법 32조

지역산업기획
기술육성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2007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로
백제문화를 전국단위의 축제
및 세계화 도모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충청남도 조례 3248호)

제53회~제60회 백제문화제 개최

50,000,000

50,000,000

충남문화재단

2013

문화예술활동지원
전통문화예술진흥

민법 제32조

1. 문화예술진흥 정책개발
2. 문화예술 창작･보급
3.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500,000,000

500,000,000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 출자금 현황 : 해당없음

100.0

□ 출연금 현황
구

분

(단위 : 원)
최근 3년간 출연금

비고

계

’12년

’13년

’14년

충남발전연구원

15,657,000,000

4,670,000,000

5,270,000,000

5,717,000,00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3,818,000,000

1,160,000,000

1,283,000,000

1,375,000,00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4,343,982,000

1,377,994,000

1,487,994,000

1,477,994,000

충남경제진흥원

1,581,000,000

630,000,000

459,000,000

492,000,00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5,584,950,000

1,998,700,000

2,121,250,000

1,465,000,000

44,117,935,127

14,459,124,923

17,656,295,645

12,002,514,559

출연금 총액

12,380,000,000

3,890,000,000

4,560,000,000

3,930,000,000

충청남도 및 기초지자체

충남인재육성재단

13,946,195,000

5,515,000,000

4,950,854,000

3,480,341,000

충남청소년진흥원

370,360,000

-

152,360,000

218,000,000

천안의료원

8,463,336,000

5,977,000,000

1,068,336,000

1,418,000,000

공주의료원

3,094,862,000

1,368,000,000

852,862,000

874,000,000

서산의료원

1,300,585,000

150,000,000

602,585,000

548,000,000

홍성의료원

6,546,067,000

5,634,000,000

460,067,000

452,000,000

충남테크노파크

45,708,089,575

14,512,278,000

13,063,548,834

18,132,262,741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7,670,000,000

2,250,000,000

2,420,000,000

3,000,000,000

충남문화재단

1,410,000,000

500,000,000
(기본재산)

910,000,000
(운영비) 900
(비전선포식) 10

충남신용보증재단

-

수탁사업비

□ 현물 출연 현황
구

분

(단위 : 원)
현물 출연
연도

금액

충남발전연구원

해당없음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해당없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해당없음

충남경제진흥원

해당없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해당없음

충남신용보증재단

해당없음

충남인재육성재단

2013년도

5,631,586,000

충남청소년진흥원

해당없음

천안의료원

해당없음

공주의료원

해당없음

서산의료원

해당없음

홍성의료원

해당없음

충남테크노파크

해당없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해당없음

충남문화재단

해당없음

내역

충남학사-선화동(토지) 공시지가

□ 당해연도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지원 현황(출자금, 출연금 항목 제외)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목적

총계

20,481,195,000

소계

468,760,000

날짜

140,000,000

2014 갈등관리포럼 운영

2014.03.26

20,000,000

도민참여 예산운영 위탁교육보조사업

2014.06.23

30,000,000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2014.04.30

53,560,000

지역특화사업 보조사업비

2014.10.07

15,200,000

아이디어 공모전 보조사업비

2014.11.21

7,000,000

청년강사 보조사업비

2014.11.26

40,000,000

학교급식지원센터평가 및 지원

2014.03.05

38,000,000

두레기업 보조사업비

2014.03.05

17,000,000

6차산업화지원협의체 지원

2014.06.09

80,000,000

경제교육센터 도비보조사업

2014.03.05

28,000,000

경기선행지수 보조사업비

2014.03.05

충남발전연구원

소계

1,022,752,000

15,000,000

성별분리통계자료집 발간 등

2014

330,000,000

충남어린이 인성학습원 운영비

2014

677,752,000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014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소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168,967,000

486,667,000

문화재 돌봄사업

200,000,000

기호유교문화 인문학포럼

2014.04.15

20,000,000

멸실되는 충남사진아카이브 구축사업

2014.05.22

80,800,000

충남 옛도지사실 운영

2014.02.04

15,000,000

살아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

2014.04.03

7,500,000

생생문화재 사업

2014.3.18

300,000,000

문화유산콘텐츠 활성화 사업

2014.5.29

59,000,000

내포문화 원형발굴 및 기록화 사업

2014.10.07

충남경제진흥원

해당없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해당없음

충남신용보증재단

해당없음

충남인재육성재단

해당없음
소계

2014.5.19/7.1/10.1

2,253,816,000

충남청소년진흥원
2,253,816,000

청소년 상담복지 및 활동지원

소계

2014
1,030,000,000

천안의료원
1,030,000,000

기능보강사업(의료장비)

소계

공주의료원

2014.3.10/10.10
2,301,400,000

1,250,000,000

기능보강사업(의료장비)

1,051,400,000

정보화 지원사업(EMR)

2014.3.10/10.10
2014.10.08

소계

서산의료원

1,420,000,000
860,000,000

2,280,000,000
기능보강사업(의료장비)

2014.10.10

감염병격리병동 및 건강검진센터 확충

10.13/11.07

소계
765,000,000
3,200,000,000

9,463,400,000
기능보강사업(의료장비)

2014.3.10/10.10

재활전문센터 증축

2014.10.10

지하주차장 증축

2014.05.09

3,560,000,000

모자보건센터 및 중환자실 확충

10.13/11.07

1,051,400,000

정보화 지원사업(EMR)

2014.10.08

홍성의료원
887,000,000

충남테크노파크

해당없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해당없음
소계

492,100,000

169,200,000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보조금

2014.02.01

42,900,000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보조금

2014.09.22

토요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2014.09.30

충남문화재단
28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