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구분

기관단체명

소계
일반회계 강원도경제진흥원

일반회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일반회계 (재)강원도립극단
일반회계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일반회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일반회계 (재)강원인재육성재단
일반회계 (재)강원문화재단

일반회계 (재)강원문화재단 2020 전문예술지원
일반회계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평가원
일반회계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일반회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일반회계 강원도원주의료원

일반회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회계 시청자미디어재단
일반회계 강원연구원
일반회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재)강원문화재단 2020 전문예술지원
일반회계 (재)강원인재육성재단
일반회계 (재)강원테크노파크

일반회계 강원신용보증재단

일반회계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일반회계 (재)강원테크노파크

일반회계 강원도경제진흥원
일반회계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일반회계 (재)강원문화재단
일반회계 (재)강원테크노파크
일반회계 (재)강원도립극단
일반회계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금액(백만원)

근거(법조례등)

적요

40,306,97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조, 강원도 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 9조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운영
500,000 및 지원 조례」 제6조(출연금등의 지
원)
650,000 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362,500
제5조
600,000

32,153 지방공무원법
2,100,000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1,300,000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1,000,000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설
1,000,000
립？지원 조례
138,484 지방세기본법
60,000 지방공기업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재단법인 강원디자
500,000
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운영
600,000 및 지원 조례」 제6조(출연금등의 지
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1항
2,000,00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제
1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제17조(보조금 등) 제1항 및
제2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100,000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03,600 방송법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 교부(1
차)
2020년 한국여성수련원 도비 출연금 교부 및
교부결정
2020년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금 지출결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교부
2020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
연금 교부 결의
2020년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교부(1차)
2020년 (재)강원문화재단 도비 출연금(운영
비) 교부결정
2020년도 문화예술 진흥사업 출연금 교부 결
정(1차)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도비출연금 교
부 결의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결의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교부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 교
부결의
2020년 한국여성수련원 도비 출연금 교부 및
교부결정통보(2차)

2020년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상
환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지원 도비 출연금 교부
2020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
연금 교부 결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5,542,319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연구원 설립 및 2020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교부
운영조례
2020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교부
250,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사업 (전문예술육성)
500,000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교부 결정 검토(2차)
및 운영조례
2020년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2,000,000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교부(2차)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조례 제5 2020년 지역산업(특화)육성사업 도비 출연
1,436,000
조
금(1차) 교부 결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원도 보조금 관리
1,000,000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금 지급
조례 제 17조,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
에 관한 조례 제2조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재)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교
1,087,500
제5조
부결정 및 자금교부(2차)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조례 제5 2020년 지역산업(특화)육성사업 도비 출연
637,000
조
금(2차) 교부 결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원도 보조금 관리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2차) 교
750,000
조례 제 17조, 강원도 경제진흥원 설치 부 결의
및 운영조례 제 9조
1,954,548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2020년 (재)강원문화재단 도비 출연금(운영
1,000,000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문화재단 설립
비) 교부(2차)
및 운영조례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조례 제5 2020년 지역산업(특화)육성사업 도비 출연
634,000
조
금(3차) 교부 결의
2020년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금 교부 (2
655,100 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조례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재단법인 강원디자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 교
260,000
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부(2차)

일반회계 재단법인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200,000

일반회계 (재)강원테크노파크

2,200,000

일반회계 (재)강원테크노파크

1,920,100

일반회계 (재)강원테크노파크

589,000

일반회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300,000

일반회계

(재)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일반회계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1,169,574
200,000

일반회계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

700,000

일반회계 (재)강원테크노파크

1,101,200
773,900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 교
부
2020년 지역산업(특화)육성사업 도비 출연
금(4차) 교부 결의
2020년 지역산업(광역협력권)육성사업 도비
출연금(1차) 교부
2020년 지역산업(특화)육성사업 도비 출연
금(5차) 교부 결의
2020년 (재)한국여성수련원 도비 출연금 교
부 및 교부결정(3차)

2020년 (재)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도비 출연금 교부 검토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2020년도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관한 조례
교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 2020년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설
원 등에 관한 조례
치비 도비) 교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 2020년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기
원 등에 관한 조례
본재산) 교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 2020년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교
원 등에 관한 조례
부(운영비, 국비설치비)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조례 제5 2020년 지역산업(광역협력권)육성사업 도비
조
출연금(2차) 교부 결의

2,000,000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 및 제10조

일반회계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

일반회계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조례 제5
조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조례 제5
조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조례 제5
조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출연금등의 지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