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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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16. 2. 11(목) 09:00] (단위 : 백만원)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Ⅰ. 국고재원 수입 257,263 Ⅰ. 국고재원 사용내역 257,263

  1. 전년도 국고 이월액 41,511   1. 전년도 국고 이월사업 41,511

   가. 2013년 이월금 11,798    가. 2013년 사업비 11,798

     1) 보조금 11,798      1) 집행액 11,472

   나. 2014년 이월금 29,713      2) 차년도 이월액 272

     1) 보조금 25,934      3) 반납액 54

     2) 출연금 3,779         o 기 반납액 0

        o 반납 예정액 54

   나. 2014년 사업비 29,713

     1) 집행액 16,711

        o 보조금 14,445

        o 출연금 2,266

     2) 차년도 이월액 10,555

        o 보조금 9,162

        o 출연금 1,392

     3) 반납액 2,447

        o 보조금 2,327

          - 기 반납액주2) 712

          - 반납 예정액 1,614

        o 출연금 120

          - 기 반납액 120

  2. 당해년도 국고 교부액 215,752  2. 당해년도 국고 교부액 215,752

   가. 국고 보조금 163,842    가. 국고 보조금 163,842

     1) 사업비 145,381      1) 사업비 145,381

     2) 인건비 및 경상비주1) 18,461         o 집행액 100,162

   나. 국고 출연금 51,910         o 차년도 이월액 44,583

     1) 사업비 51,910         o 반납액 636

          - 기 반납액 0

          - 반납 예정액 636

     2) 인건비 및 경상비 18,461

        o 집행액 17,932

          - 인건비 12,624

          - 경상운영비(경상비) 4,923

          - 경상사업비(경상비) 385

       ㅇ 반납예정액 529

          - 인건비 364

          - 경상운영비(경상비) 150

          - 경상사업비(경상비) 15

   나. 국고 출연금 51,910

     1) 집행액 40,797

     2) 차년도 이월액 11,113

Ⅱ. 기금재원 수입 8,500 Ⅱ. 기금재원 수입 사용내역 8,500

  1. 당해년도 기금 교부액 8,500   1. 사업비 집행액 8,430

    가. 기금 교부액 8,500    가. 15한류콘텐츠해외홍보마케팅지원 집행액 191

   나. 15문화창조벤처단지공간구축 집행액 7,518

   다. 15한류콘텐츠홍보및학술교류활성화지원 집행액 198

   라. 15중남미경제협력문화콘텐츠카라반파견 집행액 92

   마. 15문화창조벤처단지기본실시설계 집행액 432

  2. 반납예정액 69

2015년도 수입별 지출내역서
2015년 12월 31일 현재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수  입 지  출

Ⅲ. 국고반납 수입 4,926 Ⅲ. 국고반납 수입 사용내역 4,926

  1. 지원금 관련 수입 4,393   1. 반납(예정)액 4,926

   가. 지원금 회수액 3,740

   나. 기술료 653

      1) 지원사업 기술료 465

      2) R&D사업 기술료 189

  2. 이자수입 490

   가. 국고이자수입 445

   나. 지원금(기술료포함) 등 이자 45

  3. 환급수입 42

Ⅳ. 기타재원 수입 33,157 Ⅳ. 기타재원 수입 사용내역 33,157

 1. 전년도 이월액주3) 18,358   1. 사업비 집행액 11,492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이자 포함) 6,085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 관련 사업비 290

   나. 방송진흥기금(이자 포함) 9,466    나. 방송진흥기금(이자 포함) 관련 사업비 6,583

   다. 지원금 등(이자 포함) 1,869    다. 지원금 등 관련 사업비 3,288

   라. 사업수입(이자 포함) 41    라. 적립금 관련 사업비 490

   마. 연구 등 수탁수입(이자 포함) 89    마. 사업수입 관련 사업비 19

   바. 기타수입(이자 포함) 147    바. 연구 등 수탁수입 관련 사업비 200

   사. 환급수입 661    사. 환급수입 관련 사업비 621

  2. 당해년도 수입 14,799   2. 반납(예정)액 146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이자 포함) 355    가. 지원금 등 95

   나. 방송진흥기금(이자 포함) 10,009    나. 사업수입(이자 포함) 51

   다. 지원금 등(이자 포함) 3,402    다. 환급수입(이자 포함) 0

   라. 적립금(이자 포함) 700

   마. 사업수입(이자 포함) 76  3. 차년도 이월액 21,520

   바. 연구 등 수탁수입(이자 포함) 239    가. 경품용상품권수수료(이자 포함) 6,151

   사. 벤처단지 임대료 반납수입(이자 포함) 16    나. 방송진흥기금(이자 포함) 12,892

   아. 기타수입(이자 포함) 2    다. 지원금 등(이자 포함) 1,888

   자. 환급수입(이자 포함) 0    라. 적립금(이자 포함) 210

   마. 사업수입(이자 포함) 47

   바. 연구 등 수탁수입(이자 포함) 127

   사. 벤처단지 임대료 반납수입(이자 포함) 16

   아. 기타수입(이자 포함) 149

   자. 환급수입 40

Ⅴ. 자부담재원 수입 15,408 Ⅴ. 자부담재원 수입 사용내역 15,408

  1. 전년도 이월금 10,128  1. 기관운영 관련 지출 9,103

   가. 기관운영 관련 수입 1,553    가. 사업비 집행액 8,604

   나. 자산매각(지방이전) 관련 수입 8,575      1) 건물관리 운영 등 8,196

     2) 경영평가 예비비 409

  2. 당해년도 수입 5,280    나. 인건비 집행액 499

   가. 기관운영 관련 수입 5,280

      1) 건물관련수입(임대료, 관리비 등) 4,787  2. 차년도 이월액 6,304

        ㅇ 방송회관 관련 수입 335    가. 기관운영 관련 수입 2,869

        ㅇ DMS 관련 수입 1,793        1) 차년도 예산편성 예정액 1,515

        ㅇ 빛마루 관련 수입 2,623        2) 차차년도 예산편성 예정액 1,354

        ㅇ 기타 관련 수입 36     나. 자산매각(지방이전) 관련 수입 3,435

     2) 이자 수입 210        1) 차년도 기관운영 관련 예산편성 예정액 3,435

        ㅇ 기관운영 관련 수입 173

        ㅇ 빛마루 관련 수입 37

     3) 부대 수입 8

     4) 환급 수입 275

        ㅇ 기관운영 관련 수입 151

        ㅇ 빛마루 관련 수입 124

합   계 319,253 합   계 319,253

주1) 경상사업비는 경상비 교부금액에 포함하여 작성

주2) 단순잔액 1,707,000원 포함하여 작성

주3) 전년도 이월액 내역 수정분(3,879,965원) 반영하여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