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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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재원 203,801 Ⅰ. 국고재원 사용내역 203,801

  1. 전년도 국고 이월액 37,095   1. 전년도 국고 이월액 37,095

   가. 2012년 이월금주1) 1,438    가. 2012년 사업비 1,438

     1) 보조금 1,438      1) 집행액 1,288

   나. 2013년 이월금 35,657      2) 반납액 150

     1) 보조금 29,842         o 기 반납액 2

     2) 출연금 5,815         o 반납 예정액 148

   나. 2013년 사업비 35,657

     1) 집행액 17,362

        o 보조금 14,171

        o 출연금 3,191

     2) 이월액 11,798

        o 보조금 11,798

     3) 반납액 6,497

        o 보조금 3,873

          - 기 반납액 1,220

          - 반납 예정액 2,654

        o 출연금 2,624

          - 기 반납액 212

          - 반납 예정액 2,412

  2. 당해년도 국고 교부액 166,706  2. 당해년도 국고 교부액 166,706

   가. 국고 보조금 120,611    가. 국고 보조금 120,611

     1) 사업비 101,694      1) 사업비 101,694

     2) 경상비주2) 18,917         o 집행액 75,398

   나. 국고 출연금 46,095         o 이월액 25,934

     1) 사업비 46,095         o 반납액 362

          - 반납 예정액 362

     2) 경상비 18,917

        o 집행액 18,302

          - 인건비 12,983

          - 경상운영비 4,934

          - 경상사업비 385

       ㅇ 반납액(반납예정액) 615

          - 인건비 370

          - 경상운영비 230

          - 경상사업비 15

   나. 국고 출연금 46,095

     1) 사업비 46,095

        o 집행액 42,316

        o 이월액 3,779

Ⅱ. 기금재원 300 Ⅱ. 기금재원 수입 사용내역 300

  1. 당해년도 기금 교부액 300   1. 사업비 집행액 273

   가. 14한류콘텐츠전시홍보운영지원 집행액 273

  2. 반납액 예정액 27

Ⅲ. 국고반납 수입 4,817 Ⅲ. 국고반납 수입 사용내역 4,817

  1. 지원금 관련 수입 4,343   1. 사업비 집행액 106

   가. 지원금 회수액 3,099    가. 14문화콘텐츠지원사업사후관리 집행액 106

   나. 기술료 1,244

      1) 지원사업 기술료 492   2. 반납액 4,670

      2) R&D사업 기술료 752    가. 반납액(예정액 포함) 4,670

  2. 이자수입 341   3. 이관액 41

   가. 국고이자수입 302    가. 미래부(NIPA) 이관액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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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원금(기술료포함) 등 이자 38       1) 국고이자 20

      2) 환급수입주4) 21

  3. 환급수입 134    나.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이관액 0

      1) 국고이자 0

Ⅳ. 기타재원 수입 46,166 Ⅳ. 기타재원 수입 사용내역 46,166

 1. 전년도 이월액 21,173   1. 사업비 집행액 27,571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이자 포함) 8,984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 관련 사업비 3,487

   나. 방송진흥기금(이자 포함)주3) 11,926    나. 방송진흥기금(이자 포함) 관련 사업비 10,998

   다. 지원금 등(이자 포함) 61    다. 지원금 등 관련 사업비 3,086

   라. 사업수입(이자 포함) 25    라. 사업수입 관련 사업비 47

   마. 연구 등 수탁수입(이자 포함) 53    마. 연구 등 수탁수입 관련 사업비 53

   바. 기타수입(이자 포함) 123    바. 환급수입 관련 사업비 9,900

  

  2. 당해년도 수입 24,994   2. 반납액(예정액 포함) 237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이자 포함) 589    가. 지원금 등(이자 포함) 28

   나. 방송진흥기금(이자 포함) 8,535    나. 사업수입(이자 포함) 209

   다. 지원금 등(이자 포함) 4,922

   라. 사업수입(이자 포함) 271  3. 차년도 이월액 18,358

   마. 연구 등 수탁수입(이자 포함) 88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이자 포함) 6,085

   바. 기타수입(이자 포함) 28    나. 방송진흥기금(이자 포함) 9,462

   사. 환급수입 10,561    다. 지원금 등(이자 포함) 1,869

   라. 사업수입(이자 포함) 41

   마. 연구 등 수탁수입(이자 포함) 89

   바. 기타수입(이자 포함) 151

   사. 환급수입 661

Ⅴ. 자부담재원 수입 39,622 Ⅴ. 자부담재원 수입 사용내역 39,622

  1. 전년도 이월금 25,571   1. 기관운영 관련 지출 8,082

   가. 기관운영 관련 수입 2,338    가. 기관운영 관련 사업비 집행액 7,266

   나. 자산매각(지방이전) 관련 수입 23,233       1) 2013년 사업비 184

      2) 2014년 사업비 7,082

  2. 당해년도 수입 14,051    나. 경상비 집행액 816

   가. 기관운영 관련 수입 7,296       1) 인건비주5) 816

      1) 건물관련수입(임대료, 관리비 등) 6,601

        ㅇ 방송회관 관련 수입 4,004   2. 지방이전 청사구축 사업비 관련 지출 21,412

        ㅇ DMS 관련 수입 2,476     나. 2013년도 사업비 집행액 21,412

        ㅇ 역삼 관련 수입 77

        ㅇ 기타 관련 수입 44   3. 차기 이월금 10,128

     2) 이자 수입 428     가. 기관운영 관련 수입 1,553

     3) 부대 수입 98        1) 차년도 예산편성 예정액 103

     4) 환급 수입 169        2) 차차년도 예산편성 예정액주6) 1,450

   나. 자산매각(지방이전) 관련 수입 6,755     나. 자산매각(지방이전) 관련 수입 8,575

      1) 토지매각 수입 6,755        1) 차년도 기관운영 관련 예산편성 예정액 5,140

       2) 기본재산 환입 예정액 3,435

합   계 294,706 합   계 294,706

주1) 사업기간 연장 추가반영(299,628,909원) 포함한 금액임

주2) 경상(기본)사업비(400,000,000원)는 경상비 교부금액에 포함, 사업비 교부금에서는 제외함

주3) 이전연도 방송진흥기금이자 미 반영된 기금이자 이월액(511,005,927원) 포함한 금액임

주4)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미래부) 세납세금 이관액임

주5) 인건비성 예비비(경영평가 성과급) 288,431,940원 포함된 금액임 

주6) 차년도 예산 부족분 발생시 차년도에 추가 예산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