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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동북아 최적의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상법 제288조
~제542조

근거

4.3희생자 및
유족복지사업,
4.3추가
진상조사,
문화학술,
국내외평화
교류사업 등

지역경제,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 개발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개발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
연구

국제회의운영,
기타수익부대
사업 운영

주요사업

설립목적

1997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경제, 산업발전,
환경문화, 보건,
지방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민법 제32조,
4.3특별법
제8조의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의 운영 관한
법률 제4조
1항

설립연도

2008

제주4.3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인류평화의 도모,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17

21세기 동북아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의 필수요소인
도내 학생과 도민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 시키고 도민의
국제화 의식 형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목적

2000

(부동산)
1,509,000,000

(단위 : 원)

119,100,000,000
(62.5%)

1,500,000,000
(18.8%)

500,000,000
(14.4%)

12,480,000,000
(100%)

0
(0%)

(현금)
16,083,380,000
17,021,817,161
(94.5%)

12,480,000,000

3,481,548,000

7,999,934,640

190,701,220,000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총액

(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분

(19)-1. 지방 출자·출연기관 현황

구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교류
사업을 지역간, 국
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

제주문화예술
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지역문화
진흥법 19조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도민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도민의
평생교육진흥
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문화예술정보
교류,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문화예술
산업의 육성
지원,
문화예술사회
교육 지원,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근거

문화콘텐츠
산업정책
연구개발

28,736,092,423

500,000,000

5,910,000,000
(47.7%)

13,824,934,064
(48.1%)

500,000,000
(100%)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설립목적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제3조
제주지역산업
육성
기획지원사업,
지역혁신
거점육성사업,
제주테크노파
크 운영사업
및 제주
벤처마루
운영사업 등

12,390,000,000

56,019,000,000
(46.3%)

제주
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로
성평등 제주사회
실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도여성가족연
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한의의료서비스
및 임상연구,
제주 한의약
자원 연구개발

주민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역주민보건
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감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

주민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역주민보건
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감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

여성․가족정책
의 연구 및
개발,
정책 및
조례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성인지적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470,000,000

52,318,754,086

15,620,000,000

1,476,000,000

470,000,000
(100%)

52,318,754,086
(100%)

15,620,000,000
(100%)

1,476,000,000
(100%)

한방의료, 한약의
육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한의약
관련 산업의 발전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
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총액

제주지역의
문화원형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의 목적
민법 제32조,
산업기술지원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재단법인제주
테크노파크
설립운영조례
산업,금융,경영,
기술인력정보
제공,
도내‧외 제주
특산품 판로망
구축,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지원
120,888,158,879

주요사업

2018

지역혁신거점기관
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제주특별자치
도경제통상진
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신용보증지원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설립연도

2010

중소기업의 경영,
자금,기술,정보,판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9조

분

1996

소기업·소상공인
채무 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

2003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2014

2015

1983

1983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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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총 계

계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2016 이전

계

20,000,000,000

95,000,000,000

119,100,000,000

119,100,000,000

계

2,000,000,000

20,000,000,000

95,000,000,000

119,100,000,000

119,100,000,000

현금

-

-

2019

2018

2017

계

2019

2018

2017

계

3,335,394,000

3,125,000,000

3,185,258,000

2,229,000,000

8,539,258,000

3,893,000,000

3,816,000,000

2,616,000,000

10,325,000,000

155,503,750,000

계

200,000,000

3,335,394,000

3,125,000,000

3,185,258,000

2,229,000,000

8,539,258,000

3,893,000,000

3,816,000,000

2,616,000,000

10,325,000,000

155,503,750,000

현금
금액

(단위 : 원)

내역

내역

(단위 : 원)

현물

2017
2,000,000,000
2,100,000,000

금액

2018
2,100,000,000

계

200,000,000

1,485,000,000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2017

1,485,000,000

1,650,394,000

출자연도

2018

1,650,394,000

현물

2019

출자연도

(19)-2. 지방자치단체 출자현황

구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분

총

(19)-3. 지방자치단체 출연현황(최근 3년간)

구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2019

구

분

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
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2018

2017

계

2,800,000,000

2,500,000,000

2,000,000,000

7,300,000,000

5,038,000,000

2,800,000,000

2,500,000,000

2,000,000,000

7,300,000,000

금액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2019
5,038,000,000
-

출자연도

계
2,650,000,000

현금

2017
2,650,000,000
2,388,000,000

계

2018
2,388,000,000

10,018,000,000

2019

10,018,000,000

3,900,000,000

61,484,000,000

계
3,900,000,000

2,960,000,000

61,484,000,000

2017
2,960,000,000

3,158,000,000

계

2018
3,158,000,000

8,500,000,000

17,940,000,000

2019

8,500,000,000

2,500,000,000

17,940,000,000

계

2,500,000,000

2,000,000,000

2017

2017

2,000,000,000

4,000,000,000

19,388,000,000

2018

4,000,000,000

3,757,000,000

19,388,000,000

2019

3,757,000,000

1,140,000,000

2018

계

1,140,000,000

1,012,000,000

24,156,000,000

2017

1,012,000,000

1,605,000,000

24,156,000,000

2018

1,605,000,000

2019

2019

현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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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
연구원

분

2017

계

2019

2018

2017

계

2019

2018

2017

계

1,000,000,000

1,000,000,000

3,300,000,000

5,732,458,000

5,135,000,000

6,860,000,000

17,727,458,000

7,767,124,000

2,500,000,000

5,912,516,000

16,179,640,000

계

1,3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3,300,000,000

5,732,458,000

5,135,000,000

6,860,000,000

17,727,458,000

7,767,124,000

2,500,000,000

5,912,516,000

16,179,640,000

현금
금액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2018
1,300,000,000

출자연도

2019

지원목적

현물
내역

(단위 : 원)
금액
69,194,948,510
5,578,000,000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시설임대료 차액보전 지원

50,000,000

100,000,000

300,000,000

700,000,000

계

제주형 특화전시회 개발사업

50,000,000

2,900,000,000

제1회 ISEE 국제심포지움

150,000,000

시설관리비 지원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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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제1회 지속가능한 제주컨퍼런스

100,000,000
74,000,000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스마트시티엑스포 콩그레스

구

분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지원목적
UCLG월드총회 제주정책 홍보로드쇼
온라인 투자홍보 콘텐츠 제작

금액
50,000,000
9,000,000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

세계지질총회 홍보대행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환태평양도시협의체 회의

국제훈련센터 유네스코 실사대응

국내기업 홍보사업

국내기업유치설명회

4차산업혁명 도민 공감확산사업

블록체인 제주포럼

100,000,000

50,000,000

80,000,000

30,000,000

120,000,000

100,000,000

50,000,000

81,000,000

100,000,000

180,000,000

40,000,000

국제전기차엑스포 제주홍보관 운영

90,000,000

람사르습지 도시인증 국제워크숍

균형발전박람회 제주전시관운영

74,000,000
5,376,362,510

전기차 이용활성화 홍보사업
계

FTA 관세율 변화가 제주 채소류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산물 유통 관측 조사

제주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경제정책방향 및 실천과제 성과분석연구

100,000,000

20,000,000

100,000,000

36,000,000

20,000,000

500,000,000

제주 설화 등 문화 원형 종합 기록화 사업(4차)

26,000,000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기획·평가

40,000,000

160,000,000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시행 2년차 성과분석

54,000,000

대중교통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 프로젝트

70,000,000

125,000,000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사회분야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

50,000,000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12,000,000

400,000,000

제주형 재정분권 모델 모색을 위한 토론회

12,000,000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및 홍보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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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고령농 농부병 진료비 지원 타당성 연구 용역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 업무대행

제주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안) 도민설명회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조사연구 용역

제주 해양환경 관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경제정책 및 실천과제 발굴

제주밭담 보전관리 사업

제10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440,000,000

40,000,000

30,000,000

90,000,000

12,000,000

50,000,000

50,000,000

60,000,000

40,000,000

20,000,000

200,000,000

50,000,000

금액

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345,000,000

지원목적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30,000,000

392,000,000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사업

20,000,000

권역별 및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제주해녀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추서를 위한 조사사업

66,702,510

420,000,000

해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

50,000,000

제주 문화중개소 운영사업

해녀어업 보존·발전 포럼 및 전국해녀 교류행사

135,000,000

135,660,000

제주어 채록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보급

100,000,000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도비)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45,000,000

750,000,000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30,000,000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찾아가는 제주문화 아카데미

50,000,000

1,300,000,000

1,600,000,000

제주어대사전 편찬사업
계
4.3평화공원 관리운영 대행사업

150,000,000

50,000,000
4.3UN인권심포지엄 대행사업

100,000,000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심포지엄) 대행사업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계획 대행사업

구

분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문화
예술재단

지원목적

금액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700,000,000

570,000,000

850,000,000

4,810,000,000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200,000,000

계

찾아가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운영

300,000,000

1,400,000,000

제주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320,000,000

제주청년센터 운영

도민외국어 교육 사업

탐나는 5060프로젝트 운영

제주공감콘서트 콘텐츠개발

50,000,000

360,000,000

60,000,000

제주예술인아카이브사업

신생 공연예술단체 및 공간지원사업

65,000,000

90,000,000

150,000,000

13,052,444,000

제주관광 이해 및 체험교육
계

예술인 복지사업

제주 김만덕 객주터 운영

유휴시설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

해녀문화 우수콘텐츠 운영지원사업

해녀문화 교류사업

무형문화재전수관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

역사문화재돌봄사업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제주대표 청년문화사절단 지원사업

청년문화 매개 특성화사업

생활문화참여향유활동지원사업

제주브랜드공연개발을 위한 공모사업

해녀문화 창작발표회 운영

80,000,000

129,000,000

510,000,000

80,000,000

45,000,000

258,600,000

500,000,000

438,554,000

150,000,000

300,000,000

1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

100,000,000

280,000,000

도 무형문화재 5호 송당마을제 의식재현

100,000,000

해녀문화우수예술창작지원사업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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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산지천갤러리 운영사업

예술공간 이아 운영사업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

150,000,000

320,000,000

662,000,000

200,000,000

금액

유휴시설문화예술창작공간운영사업
50,000,000

지원목적

제주문화포털 '제주인놀다' 운영사업
20,000,000
2,726,000,000

탐라문화광장 지역연계 프로그램운영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1,916,490,000

524,000,000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072,800,0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

성차별·성평등개선을위한크리에이터채널공모전

찾아가는밤마실극장

제주영상문화도민향유활성화사업

영상문화육성지원공모사업

다양성영화제작지원공모사업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공모사업

계

50,000,000

20,000,000

45,000,000

180,000,000

180,000,000

360,000,000

170,000,000

5,306,000,000

200,000,000

제주이스포츠활동지원사업

50,000,000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취약계층미디어제작및송출지원공모사업

20,000,000

105,000,000

무형문화재영상기록화사업

90,000,00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문화창작품홍보마케팅지원사업

180,000,000

400,000,000

제주형융복합문화콘텐츠상품제작지원사업

396,000,000

창의문화예술교육랩 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

300,000,000

80,000,000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사업

600,000,000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기관지정 지원사업

글로벌문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

200,000,000

200,000,000

제주오름활용문화콘텐츠개발

150,000,000

문화재야행사업

제주신화IP구축사업

구

분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제주
테크노파크

제주애니메이션스타트업기업역량강화사업

제주애니아일랜드조성사업

CGI센터시설장비유지관리사업

한중아세안공동제작지원사업

콘텐츠원캠퍼스구축운영사업

영상미디어센터운영사업

음악창작소운영사업

제주콘텐츠코리아랩 구축 및 운영사업

지역특화소재콘텐츠개발지원사업

제주문화콘텐츠스타트더블업일자리창출사업

해녀문화콘텐츠문화상품발굴지원사업

40,000,000

60,000,000

140,000,000

210,000,000

270,000,000

100,000,000

300,000,000

100,000,000

500,000,000

50,000,000

100,000,000

50,000,000

금액

CGI센터지역네트워크활성화사업

395,000,000

지원목적

지역웹툰캠퍼스조성및운영사업

17,100,042,000

220,000,000

200,000,000

1,552,042,000

계
국가혁신클러스터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벤처기업 육성

315,000,000

270,000,000

1,635,000,000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

140,000,000

제주향토강소기업 육성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70,000,000

300,000,000

지역특화 제품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200,000,000

45,000,000

제주형 농기계 개발

180,000,000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200,000,000

40,000,000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100,000,000

서귀포시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50,000,000

18,000,000

혁신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

45,000,000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식품가공연구 및 품질검사센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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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주
테크노파크

방송장비인프라

IT스텝업

ICT 신기술

제주ICT전문인력양성센터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

제주지역 SW기업 성장지원사업

제주인증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고도화

식품전용시험생산운영지원

100,000,000

100,000,000

90,000,000

90,000,000

300,000,000

561,000,000

358,000,000

30,000,000

90,000,000

금액

빅데이터활용
200,000,000

지원목적

제주데이터허브
500,000,000

1,490,000,000

빅데이터센터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350,000,000

950,000,000

전기차 폐배터리센터 운영

400,000,000

한라산탐방객관리

재사용 배터리 실증

160,000,000

30,000,000

네오플제주아카데미운영사업

50,000,000

규제샌드박스

장수의 섬 제주 해양본초사업

90,000,000

410,000,000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지원사업

100,000,000

디지털참여플랫폼

제주형 항노화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사업

135,000,000

72,000,000

FTA대응 제주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가공기술개발

200,000,000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발굴·보존 및 우수균주 분리 특성조사 사업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1.100,000,000

1,258,000,000

55,000,000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청년 Factory 시범사업
일하는 청년 제주로

70,000,000

316,000,000

테크플러스 제주

30,000,000

바이오박람회

제주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

전기차 안전운행교육

15,000,000

50,000,000

2,656,000,000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 네트워크 및 교육지원

14,000,000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 지출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목적
계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청년뉴딜일자리)
고용우수기업인증및인센티브
제주더큰내일센터
공유경제서비스플랫폼구축

금액
13,984,100,000
2,679,000,000
300,000,000
3,480,000,000
300,000,000

장애인기업쇼핑몰홍보

장애인기업온라인판매장운영지원

여성창업및여성기업경쟁력강화

사회적경제기업제품판로확대

36,000,000

10,000,000

22,500,000

45,000,000

90,000,000

1,100,000,000

제주여성CEO경영지원
90,000,000

제주제품인증제도운영

제주마씸운영및홍보마케팅
135,000,000

45,000,000

소상공인우수상품박람회

전통시장및골목상권활성화컨설팅지원

80,000,000

180,000,000

중소기업인증획득컨설팅지원

50,000,000

소상공인경영안정화

제주자원활용창업컨설팅지원

255,800,000

250,000,000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지원

150,000,000

중소기업창업프로젝트

아이디어창업활성화지원

358,000,000

36,000,000

제주특산품국내판로지원

300,000,000

성장유망국제박람회참관지원

전통시장및골목상권택배비용지원사업

130,000,000

350,000,000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54,000,000

골목상권시설개선및경영컨설팅지원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운영

250,000,000

320,000,000

해외판로지원

70,000,000

전통시장골목상권경쟁력강화지원

제주중국경제무역인통상네트워크국축

물류전문인력양성과정운영

450,000,000

30,000,000

1,928,000,000

제주스타상품통합지원

100,000,000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

글로벌온라인마켓제주상품입점추진

9,800,000

100,000,000
선박투자회사등록관리지원

200,000,000

해외마케팅참가기업후속지원

농업과기업간연계강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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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주신용
보증재단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
연구원

지원목적

금액

소상공인 상시·종합 컨설팅 지원사업
500,000,000

60,000,000

610,000,000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50,000,000

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분석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사업비(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이행 성과분석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사업비

10,000,000

50,000,000

20,000,000

605,000,000

745,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정책 전문가 양성 사업비
40,000,000

계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20,000,000
627,000,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계

620,000,000

7,000,000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

406,000,000

의료관련 감염관리 보조금

계

285,000,000
7,000,000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보조금

114,000,000
-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