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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명  수도권 공공기관 내포신도시(혁신도시) 이전 추진

주관부서 혁신전략담당관 팀  장 박원배(☎1191) 
담당자 박주열(☎1192)
       고승우(☎1193)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사업주체 충남도,홍성군

사업기간 공공기관 이전 완료시까지 추진구분 임기중 기반조성

사업구분 계속사업 소요사업비 비예산

□ 사업의 필요성
❍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충남혁신도시가 ’20. 10월 지정
❍ 충남지역 여건에 적합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사업

추진으로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新성장거점으로 육성

□ 수도권 공공기관 중점 유치 대상
❍ 본사 종사자 500명 이상 대규모 공공기관(12개 기관)

연번 기관명 소재지 2022년 예산액 종사자수

1 IBK 기업은행 서울 중구 48조 6,357억 13,965명(본사 2,935명)
2 한국환경공단 인천 서구 1조 7,507억 3,316명(본사 1,632명)
3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 노원구 2,688억 1,384명(본사 1,321명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 성북구 3,449억 981명(본사 870명)
5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24조 7,041억 863명(본사동일)
6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영등포구 10조 4,289억 1,248명(본사 800명)
7 사회보장정보원 서울 중구 904억 740명(본사동일)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 서초구 5,509억 1,295명(본사 732명)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 은평구 1조 1,335억 690명(본사 685명)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 고양 1,763억 700명(본사 662명)
11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서울 영등포구 552억 868명(본사 548명)
12 한국국방연구원 서울 동대문구 864억 518명(본사동일)



❍ 환경・에너지 관련 공공기관(14개 기관)
연번 기관명 소재지 2022년 예산액 종사자수
1 한국환경공단 인천 서구 1조7,507억 3,316명(본사 1,632명)
2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 성남 3조 8,118억 2,186명(본사 272명)
3 해양환경공단 서울 송파구 2,416억 742명(본사 182명)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 은평구 1조 1,335억 690명(본사 685명)
5 한국석유관리원 경기 성남 540억 462명(본사 126명)
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 강남구 1조 8,731억 407명(본사동일)
7 환경보전협회 서울 성동구 874억 252명(본사 142명)
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서울 서초구 250억 224명(본사 32명)
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서울 강남구 350억 191명(본사동일)
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경기 안양 375억 155명(본사 145명)
11 항공안전기술원 인천 서구 618억 110명(본사동일)
12 한국상하수도협회 서울 영등포구 186억 77명(본사동일)
13 한국에너지재단 서울 용산구 1,039억 51명(본사동일)
14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서울 금천구 42억 41명(본사동일)

□ 추진방향
❍ 연구 결과에 따른 하반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발표 대응

⇒ 360개 기관의 지방이전 기준 하반기 내 국토부 결정 예정
연구개요

 w 연구제목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분산방안 연구
 w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w 연구기간 : 2022. 11. ~ 2023. 5. (6개월) 
 w 주요내용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타당성 및 추진방향(이전대상기관 목록화)

❍ 도・양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방안 마련
❍ 실무회의를 통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홍보 계획 수립

⇒ 3개 기관 공동 홍보활동 시행

□ 발전적 방향
❍ 이전 대상기관 확정 및 이전시기‧인원‧규모 등 공공기관의 구체적 

지방이전 계획 수립 후 이전비용(이주지원비, 이사비 등) 지원 예정

□ 기대효과
❍ 충남의 지역산업과 연관ㆍ육성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성장거점 육성형 자족도시(내포신도시)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