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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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332 Ⅰ. 국고 사용내역 290,332

  1. 전년도 국고 이월금 28,625   1. 전년도 국고 이월금 28,625
   가. 2012년 이월금 28,625    가. 2012년 사업비 28,625

     1) 집행액 23,843
     2) 이월액 1,138

  2. 당해년도 국고 교부금 261,707      3) 반납액 3,644
   가. 국고 보조금 197,815         o 기 반납액 1,116
     1) 사업비 180,343         o 반납 예정액 2,528

     2) 경상비주1) 17,472

   나. 국고 출연금 63,892  2. 당해년도 국고 교부금 261,707

     1) 사업비 63,892    가. 국고 보조금 197,815

     1) 사업비 180,343

        o 집행액 136,616

        o 이월액 29,842

        o 반납액 1,079

          - 기 반납액 542

          - 반납 예정액 537

        o 이관액(예정액 포함)주2) 12,805

     2) 경상비 17,472

        o 집행액 16,997

          - 인건비 12,046

          - 경상운영비 4,951

       ㅇ 반납액(반납예정액) 475

          - 인건비 274

          - 경상운영비 201

   나. 국고 출연금 63,892

     1) 사업비 63,892

        o 집행액 57,014

        o 이월액 5,815

        o 이관액(예정액 포함)주2) 1,063

Ⅱ. 국고반납 수입 6,258 Ⅱ. 국고반납 수입 사용내역 6,258

  1. 지원금 관련 수입 5,315   1. 사업비 집행액 142

   가. 지원금 회수액 4,393    가. 기술료 사후관리사업 집행액 142

   나. 기술료 864

      1) 지원사업 기술료주3) 694   2. 반납액 5,884

      2) R&D사업 기술료주4) 170    가. 반납액 예정액(예수금계정 포함) 5,884

   다. 지원금(기술료포함) 등 이자 58

  3. 이관액(예정액 포함) 232

  2. 이자수입 908    가.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 이관 기술료 15

   가. 국고이자수입 908    나. 미래부(NIPA) 이관 기술료 105

   다. 미래부(NIPA) 이관 이자 107

  3. 환급수입주5) 35    라.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이관 이자 5

Ⅲ. 기타 수입 40,485 Ⅲ. 기타 수입 사용내역 40,485

  1. 전년도 이월금 25,662   1. 사업비 집행액 15,386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이자 포함) 10,582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 2,630

   나. 방송진흥기금(이자포함) 13,127    나. 지원금 등 2,576

   다. 지원금 등(이자포함) 1,764    다. 사업수입 41

   라. 사업수입(이자포함) 9    라. 방송진흥기금 융자 9,655

   마. 연구수탁수입(이자포함) 57    마. 연구 등 수탁수입 200

   바. 기타수입(이자포함) 123    바. 이자(방송진흥기금 관련) 285

  2. 당해년도 수입 14,822   2. 반납액(예정액 포함) 802

   가. 지원금 등 1,262    가. 지원금 등(이자 포함) 391

   나. 사업수입 468    나. 사업수입(이자 포함) 412

   다. 방송진흥기금 7,790

   라. 경품용상품권관련수입 745   3. 이관액 3,634

   마. 연구 등 수탁수입 196    가.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출자금 3,634

   바. 기타재원 이자수입 727    나.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이자 0

   사. 콘텐츠공제조합 출자금 3,634

 4. 차기 이월금 20,662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이자 포함) 8,984

   나. 방송진흥기금(이자 포함) 11,415

2013년도 수입별 지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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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원금 등(이자 포함) 61

   라. 사업수입(이자 포함) 25

   마. 연구 등 수탁수입(이자 포함) 53

   바. 기타수입(이자 포함) 123

Ⅳ. 자부담 수입 45,460 Ⅳ. 자부담 수입 사용내역 45,460

  1. 전년도 이월금 36,622   1. 건물관리 사업비 및 경상비 관련 지출 8,781

   가. 건물관리 및 경상비 관련 수입 2,636    가. 건물관리 등 사업비 집행액 7,925

   나. 지방이전 관련 수입 33,986    나. 경상비 집행액 855

      1) 인건비주7) 855

  2. 당해년도 수입 8,838

   가. 건물관리및경상비관련수입 8,483   2. 지방이전 구축 사업비 관련 지출 11,108

      1) 건물관련수입(임대료 등) 7,119     가. 2012년도 사업비 집행액 11,064

        ㅇ 방송회관 관련 수입 4,300     나. 2013년도 사업비 집행액 44

        ㅇ 문화콘텐츠센터 관련 수입 6

        ㅇ DMS 관련 수입 2,652   3. 차기 이월금 25,571

        ㅇ 역삼분원 관련 수입 161     가. 건물관리 및 경상비 관련 수입 2,338

     2) 이자 수입 935        1) 차년도 경상비 예산편성액 1,112

     3) 부대 수입 224        2) 자부담 편성사업 차년도 이월 예산액 193

     4) 환급 수입 205        3) 차년도 자체사업비 추가 편성 예정액주8) 1,033

   나. 지방이전 관련 수입 356     나. 지방이전 관련 수입 23,233

      1) 토지매각 수입주6) 356        1) 차년도 본사이전 구축 관련 사업비 23,233

합   계 382,535 합   계 38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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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한국콘텐츠공제조합 및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이관액(이관예정액 포함)DLA 

주3) NIPA 이관 대상 기술료 104,894,277원 포함된 금액임

주4) 2013년 실 기술료 169,794,459원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 실 출연금 15,071,456원에서 차감한 154,723,003원 반납 예정임(문화부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5) 부가세 및 법인세 국고재원 안분 수입 

주6) 일산 풍동 토지 매각(7,110,000,000원) 중 입찰보증금 일부 입금액

주7) 인건비성 예비비(경영평가 성과급) 332,968,860원 포함 

주8) 편성예정 내역은 방송회관 관리 건물용역비(930,000,000원) 및 연구 사업비(1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