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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23)-1.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
    (단위 : 원)

구  분 설립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강원심층수 2006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먹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련제품
판매

32,486,000,000 4,000,000,000
(14.29%)

엘엘개발 주식회사 2012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및상법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22,181,810,000 9,763,407,800

(44.02%)

강원연구원 1994
조사연구활동을 통한
정책개발기능 수행으로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
기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도정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및 주요
현안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21,800,000,000
6,800,000,000

(31%)

강원인재육성재단 1974 인재육성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및지원조례

미래인재육성
강원학사운영
도내장학금운영

16,150,000,000 6,550,000,000
(40.56%)

강원테크노파크 2003
지역혁신거점 기관
으로서 지역경제 활
성화와 국가경제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대한  
특별법

산업기술단지  
등

63,653,655,000 27,881,085,037
(43.8%)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2009

도내 항체 신약개발
의 R&D 거점 구축
및 바이오 항체

 산업 육성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핵심 항체기술
 및 항체치료제
연구‧개발 등

10,000,000 5,000,000
(50%)

(재)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2008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

기후변화조사연구,
정책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30,000,000 130,000,000
(100%)

강원신용보증재단 1999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지원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신용보증 161,796,460,440 77,119,000,000

(47.7%)

(재)강원도산업
경제진흥원 1997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세계화 촉진

민법 제32조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협력
사업

24,131,000,000 15,837,000,000
(65.6%)

강원도해양관광센터 2015 강원도 크루즈선 유치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크루즈 관광사업
 육성·발전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크루즈 유치 및
 홍보,마케팅

1,000,000 1,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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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지방자치단체 출자현황
(단위 : 원)

구  분 설립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강원문화재단 1999
지역문화예술지
원, 우수인재 육
성, 문화유산 발
굴보존을 통한 강
원문화 창달

·민법제32조
·강원도 문화
예술진흥조례 
제5장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유산발굴보존
·문화예술정책 개발
·예술인발굴  지원

21,751,000,000 13,170,000,000
(60.5%)

강원국제미술
전람회민속예술
축전조직위원회

2014
2018평창동계올
림픽을 성공적인 문
화올림픽으로 개최

·민법제32조
·강원도국제
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조례

강원국제미술
전람회(평창
비엔날레),
국제민속예술
축전 개최

1,000,000 1,000,000
(100%)

강원도립극단 2013
2 018평 창 겨울 
올림픽의 문화
올림픽 실현

· 강 원 도 립   
극 단 설 립   
지원조례

연극공연 300,000,000 300,000,000
(100%)

한국여성수련원 2009
여성의 능력개발 
사 회 참 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 
양성평등사회실현

강원도 조례  

제3284호

교육연수
대관 10,000,000 10,000,000

(100%)

원주의료원 1942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진료사업
공공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1,689,288,602 400,000,000
(23.7%)

강릉의료원 1913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진료사업
공공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826,892,431 -

속초의료원 1956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진료사업
공공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361,670,753 200,000,000
(55.3%)

삼척의료원 1940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진료사업
공공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1,640,481,473 800,000,000
(48.8%)

영월의료원 1945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진료사업
공공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1,388,451,450 600,000,000
(43.2%)

구    분 출자연도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총계 23,526,815,600 4,000,000,000 9,763,407,800
㈜강원심층수 2013 이전 4,000,000,000 4,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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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지방자치단체 출연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원)

구    분 출자연도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엘엘개발 
주식회사

계 9,763,407,800 9,763,407,800
2013 이전 100,000,000 100,000,000 도유지 출자

2014 8,921,817,800 8,921,817,800 도유지 출자
2015
2016 741,590,000 741,590,000 문화재 시굴비

구    분 연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강원연구원
계 9,435,000,000 9,435,000,000 - -

2014 3,000,000,000 3,000,000,000 - -
2015 3,300,000,000 3,300,000,000 - -
2016 3,135,000,000 3,135,000,000 - -

강원인재육성재단
계 15,555,590,000 15,555,590,000

2014 1,350,000,000 1,350,000,000
2015 5,700,000,000 5,700,000,000
2016 8,505,590,000 8,505,590,000

강원테크노파크

계 21,964,000,000 21,964,000,000
2014 3,000,000,000 3,000,000,000
2015 8,813,000,000 8,813,000,000
2016 10,151,000,000 10,151,000,000

(재)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계 3,000,000,000 3,000,000,000 -
2014 1,000,000,000 1,000,000,000 -
2015 1,000,000,000 1,000,000,000 -
2016 1,000,000,000 1,000,000,000 -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계 2,215,000,000 2,215,000,000

2014 850,000,000 850,000,000
2015 700,000,000 700,000,000
2016 665,000,000 665,000,000

강원신용보증재단
계 6,450,000,000 6,450,000,000

2014 2,470,000,000 2,470,000,000
2015 2,050,000,000 2,050,000,000
2016 1,930,000,000 1,930,000,000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계 3,000,000,000 3,000,000,000

2014 1,000,000,000 1,000,000,000
2015 1,000,000,000 1,000,000,000
2016 1,000,000,000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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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강원도해양관광센터
계 980,000,000 980,000,000 - -

2015 500,000,000 500,000,000 - -
2016 480,000,000 480,000,000 - -

강원문화재단
계 4,500,000,000 4,500,000,000

2014 1,900,000,000 1,900,000,000
2015 1,300,000,000 1,300,000,000
2016 1,300,000,000 1,300,000,000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
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계 3,000,000,000 3,000,000,000
2014 1,400,000,000 1,400,000,000
2015 750,000,000 750,000,000
2016 850,000,000 850,000,000

강원도립극단
계 1,750,000,000 1,750,000,000

2014 750,000,000 750,000,000
2015 500,000,000 500,000,000
2016 500,000,000 500,000,000

한국여성수련원
계 2,400,000,000 2,400,000,000

2014 900,000,000 900,000,000
2015 900,000,000 900,000,000
2016 600,000,000 600,000,000

원주의료원
계 1,200,000,000 1,200,000,000 - -

2014 - - - -
2015 800,000,000 800,000,000 - -
2016 400,000,000 400,000,000 - -

강릉의료원
계 200,000,000 200,000,000 - -

2014 - - - -
2015 200,000,000 200,000,000 - -
2016 - - - -

속초의료원
계 200,000,000 200,000,000 - -

2014 - - - -
2015 - - - -
2016 200,000,000 200,000,000 - -

삼척의료원
계 1,400,000,000 1,400,000,000 - -

2014 - - - -
2015 600,000,000 600,000,000 - -
2016 800,000,000 800,000,000 - -

영월의료원
계 1,000,000,000 1,000,000,000 - -

2014 - - - -
2015 400,000,000 400,000,000 - -
2016 600,000,000 6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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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당해연도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지원 현황(출자금, 출연금 항목 제외) (단위 : 원)
구    분 지원목적(사업명) 금액

총계 29,980,322,800

강원연구원

계 1,457,700,000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550,000,000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85,200,000
강원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사업 140,000,000
강원지역 고용포럼 62,500,000
강원도지역경제교육센터운영 20,000,000
2016년 탄광지역 주민창업교육컨설팅사업 130,000,000
2016년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 기반구축 사업 300,000,000
탄광지역 향토식품산업육성사업 100,000,000
2016년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사업 20,000,000
DMZ포럼-통일을 위한 준비 그리고 강원도 50,000,000

강원테크노파크

계 1,138,017,000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기관 연계 네트워킹 사업      5,000,000 
 강원TP 기업지원 대표브랜드사업(해외BIZ플랫폼)   130,000,000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기술기업육성지원사업     45,000,000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 지원사업     44,200,000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허 및 규격획득 지원사업     21,400,000 
 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생산지원사업     52,000,000 
 세라믹신소재산업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     43,000,000 
 웰니스식품산업실무자역량강화     43,000,000 
 지역자원기반형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사업   129,000,000 
 캐나다앨버타주교류협력사업비     15,000,000 
 2016년 고용혁신프로젝트지원사업 보조금 수입     54,967,000 
 2016 GTI 연계 글로벌 BIZ 네트워킹     16,000,000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비   200,000,000 
 2020강원첨단산업육성 중장기수립   111,450,000 
 플라즈마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100,000,000 
 동북아 교류협력사업     10,000,000 
 미국 BIO 국제 네트워킹사업     30,000,000 
 2015 플로리다국제의료기기전시회     23,000,000 
 중국 국제건강산업박람회 참가     30,000,000 
 2016 이태리 볼로냐 미용박람회 참가     35,000,000 

강원문화재단

계 11,737,210,800
 참가국가별응원프로그램제작 200,000,000 
 1시군1대표문화예술작품창작지원 300,000,000 
 공연예술연습공간운영사업 130,000,000 
 전문예술창작지원 707,000,0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 504,000,000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100,000,000 
 우리가락우리마당 100,000,000 
 문화예술기획지원 150,000,000 
 통합문화이용권카드사업 2,997,000,000
 사랑티켓사업 25,000,000 
 학교예술강사지원 3,639,263,800 
 광역센터사업비 1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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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도비 보조금 사업

구    분 지원목적(사업명) 금액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131,000,000 
 토요문화학교지원 476,000,000 
 자율연계협력기획사업 30,000,000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 12,500,000 
 문화이모작 40,000,000 
 인생나눔교실사업 376,800,000 
 지역특성화매칭펀드 40,000,000 
 평창대관령음악제 984,000,000
 문화재돌봄사업 644,647,000

원주의료원

계 4,711,781,000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4,120,000,000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285,786,000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81,000,000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194,016,000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20,000,000
선별진료소 물품지원 10,979,000

강릉의료원

계 1,777,572,000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446,000,000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306,556,000
국가지정 음압격리병동 유지비 100,000,000
의료원 평가인증 지원 31,000,000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194,016,000
메르스 손실 보상금 지원 700,000,000

속초의료원

계 1,838,510,000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406,000,000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783,334,000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330,000,000
의료원 평가인증 지원 31,000,000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44,160,000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194,016,000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00,000

삼척의료원

계 3,452,016,000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1,408,000,000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800,000,000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330,000,000
분만취약지 지원 500,000,000
취약지 중환자실 지원 200,000,000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194,016,000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00,000

영월의료원

계 3,867,516,000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1,966,000,000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937,500,000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350,000,000
분만취약지 지원 200,000,000
취약지 중환자실 지원 200,000,000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194,016,000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2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