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결산 2013결산 2014결산 2015결산 2016예산

출연금 0 63,892 51,910 55,689 58,771

출자금

보조금 266,190 226,440 152,191 210,074 233,949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139 253 142 327 62

기타수입 8,395 6,735 5,113 5,042 44

합계 274,724 297,320 209,356 271,132 292,826

구 분

정

부

순

지

원

수

입



(단위 : 백만원)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Ⅰ. 국고 266,190 Ⅰ. 국고 사용내역 266,190

  1. 전년도 국고 이월금 29,108   1. 전년도 국고 이월금 29,108

   가. 2011년 이월금 29,108    가. 2011년 사업비 29,108

     1) 집행액 26,383

  2. 당해년도 국고 교부금 237,083      2) 반납액 2,724

   가. 사업비 교부금 219,893         o 기 반납액 1,905

   나. 경상비 교부금주1) 17,190         o 반납 예정액 819

 2. 당해년도 국고 교부금 237,083

   가. 사업비 219,893

     1) 집행액 190,849

     2) 이월액 28,625

     3) 반납액 419

        o 반납 예정액 419

   나. 경상비 17,190

     1) 집행액 16,450

        o 인건비 11,470

        o 경상운영비 4,980

     2) 반납액(반납예정액) 740

        o 인건비 685

        o 경상운영비 55

Ⅱ. 국고반납 수입 8,103 Ⅱ. 국고반납 수입 사용내역 8,103

  1. 지원금 관련 수입 7,824   1. 사업비 집행액 98

   가. 지원금 회수액 6,737    가. 기술료 사후관리사업 집행액 98

   나. 기술료 1,016

   다. 지원금(기술료포함) 이자 71   2. 반납액 8,005

   가. 반납액 예정액(예수금계정 포함) 8,005

  2. 이자수입 279

   가. 국고이자수입 279

Ⅲ. 기타 수입 36,119 Ⅲ. 기타 수입 사용내역 36,119

  1. 이월액 18,380   1. 사업비 집행액 10,722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이자 포함)주2) 9,051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 94

   나. 방송진흥기금(이자포함) 8,046    나. 지원금 등 2,782

   다. 지원금 등(이자포함) 967    다. 사업수입 182

   라. 사업수입(이자포함)주3) 210    라. 방송진흥기금 융자 7,347

   마. 연구수탁수입(이자포함) 5    마. 연구 등 수탁수입 76

   바. 기타수입(이자포함) 101    바. 이자(방송진흥기금 관련) 242

  2. 당해년도 수입 17,739   2. 반납액 274

   가. 지원금 등 3,204    가. 지원금 등(이자 포함) 170

   나. 지원금 반환금 3    나. 사업수입(이자 포함) 104

   다. 사업수입 82

   라. 방송진흥기금 12,286  3. 이월액 25,123

   마. 경품용상품권관련수입 1,291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이자 포함) 10,582

   바. 연구 등 수탁수입 133    나. 방송진흥기금(이자 포함) 13,127

   사. 기타수입 23    다. 지원금 등(이자 포함) 1,225

   아. 기타재원 이자수입 717    라. 사업수입 9

   마. 연구 등 수탁수입(이자 포함) 57

   바. 기타수입(이자 포함) 123

Ⅳ. 자부담 수입 46,957 Ⅳ. 자부담 수입 사용내역 46,957

  1. 이월액 37,712   1. 건물관리 및 경상비 관련 지출 8,489

   가. 건물관리 및 경상비 관련 수입 800    가. 건물관리 등 사업비 집행액 7,448

   나. 지방이전 관련 수입 35,832    나. 경상비 집행액 1,041

   다. 임대보증금 충당액주4) 1,081       1) 인건비 478

      2) 경상운영비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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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년도 수입 9,245

   가. 건물관련 수입(임대료 등) 7,630   2. 지방이전 관련 지출 1,846

      1) 방송회관 관련 수입 4,482     가. 본사이전 사업비 집행액 1,846

      2) 문화콘텐츠센터 관련 수입 154

      3) DMS 관련 수입 2,796   3. 이월액 36,622

      4) 역삼분원 관련 수입 197     가. 건물관리 및 경상비 관련 수입 2,636

   나. 이자 수입 1,343        1) 차년도 경상비 예산편성액 800

   다. 부대 수입 145        2) 임대보증금 및 차년도 임차료 충당액 1,836

   라. 부가세 환급 수입 128     나. 지방이전 관련 수입 33,986

       1) 차년도 본사이전 사업비 33,986

합   계 357,369 합   계 357,369

주1) 기본사업비(400,000,000원)는 사업비 교부금액에 포함, 경상비 교부금에서는 제외함

주2) 전년도 공탁금회수액 미반영분(1,000,000원) 포함

주3) 주무부처 사용승인으로 게임백서 판매수입 사업수입 이월액에 충당(26,918,182원)

주4) 전년도 이월액중 본원 임대보증금 충당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