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4년도 본예산 도시개발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2 사용료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2,150,000 24,378,680 △12,228,680

200 세외수입 326,000 791,680 △465,680

210 경상적세외수입 326,000 791,680 △465,680

212 사용료수입 160,000 200,000 △40,000

212-08 기타사용료 160,000 200,000 △40,000

< 원도심지원과 > 160,000 200,000 △40,000

○사용료 수입 160,000160,000,000원

214 사업수입 46,000 70,000 △24,000

214-06 매각사업수입 46,000 70,000 △24,000

< 원도심지원과 > 46,000 70,000 △24,000

○매각사업 수입 46,00046,000,000원

216 이자수입 120,000 521,680 △401,68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00 521,680 △401,680

< 원도심지원과 > 120,000 521,680 △401,680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00120,000,000원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824,000 23,587,000 △11,763,000

710 보전수입등 7,700,000 22,547,000 △14,847,000

711 잉여금 7,700,000 22,547,000 △14,847,000

711-01 순세계잉여금 7,700,000 22,547,000 △14,847,000

< 원도심지원과 > 7,700,000 22,547,000 △14,847,000

○순세계잉여금 7,700,0007,700,000,000원

720 내부거래 4,124,000 1,040,000 3,084,000

721 전입금 3,500,000 0 3,5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3,500,000 0 3,500,000

< 원도심지원과 > 3,500,000 0 3,500,000

○일반회계 전입금 3,500,0003,500,000,000원

722 예탁금및예수금 624,000 1,040,000 △416,00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624,000 1,040,000 △416,000

< 원도심지원과 > 624,000 1,040,000 △416,000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624,00062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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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공원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공원시설환경 개선(도시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4년도 본예산 도시개발 전체

공원과 992,515 2,784,954 △1,792,439

도시개발 992,515 2,784,954 △1,792,439

공원시설환경 개선(도시개발) 992,515 1,533,248 △540,733

공원 시설물 관리 992,515 0 992,515

401 시설비및부대비 992,515 0 992,515

01 시설비 985,000 0 985,000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300,000

○공원 내 분수대 방수 및 시설 정비공사

100,000

○공원 내 노후전기 제어판넬 교체공사

60,000

○공원 내 노후화장실 보수공사

75,000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50,000

50,000,000원*6개소

25,000,000원*4개소

20,000,000원*3개소

15,000,000원*5개소

45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7,515 0 7,515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2,160

○공원 내 분수대 방수 및 시설 정비공사

900

○공원 내 노후전기 제어판넬 교체공사

540

○공원 내 노후화장실 보수공사

675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240

300,000,000원*0.72%

100,000,000원*0.9%

60,000,000원*0.9%

75,000,000원*0.9%

450,000,000원*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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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교통시설과

정책: 녹색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

단위: 공영주차장건설(도시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4년도 본예산 도시개발 전체

교통시설과 4,064,000 0 4,064,000

녹색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 4,064,000 0 4,064,000

공영주차장건설(도시개발) 4,064,000 0 4,064,000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64,000 0 4,06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64,000 0 4,064,000

01 시설비 4,064,000 0 4,064,000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보상비)

4,064,0004,06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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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도로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도로기반 시설 확충(도시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4년도 본예산 도시개발 전체

도로과 161,152 1,000,000 △838,848

도시개발 161,152 1,000,000 △838,848

도로기반 시설 확충(도시개발) 161,152 1,000,000 △838,848

도로시설물 관리 161,152 1,000,000 △838,848

401 시설비및부대비 161,152 1,000,000 △838,848

01 시설비 160,000 1,000,000 △840,000

○여월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160,00016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1,152 0 1,152

○여월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1,152160,000,000원*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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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원도심지원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도시기반시설확충(도시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4년도 본예산 도시개발 전체

원도심지원과 457,966 11,901,629 △11,443,663

도시개발 457,966 11,901,629 △11,443,663

도시기반시설확충(도시개발) 457,966 11,901,629 △11,443,663

체비지 관리 92,566 32,470 60,096

201 일반운영비 10,406 10,310 96

01 사무관리비 9,412 9,412 0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400

○체비지 대부면적 측량 수수료

4,500

○체비지업무 특근 급식비

1,512

850,000원*2필지*2개사

1,500,000원*3필지

7,000원*3명*6일*12월

02 공공운영비 994 898 96

○체비지 업무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904

― 일반우편 108

― 등기우편 796

○체비지 재산압류 및 해제 수수료

90

270원*400건

1,990원*400건

3,000원*30건

202 여비 2,160 22,160 △20,000

01 국내여비 2,160 2,160 0

○체비지 실태조사 여비 2,16060,000원*3명*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00 0 80,000

01 시설비 80,000 0 80,000

○체비지관리를 위한 무허가 건물 철거비 및 공

사비 및 폐기물 용역비 80,000

40,000,000원*1회*2개소

예비비 365,400 11,869,159 △11,503,759

801 예비비 365,400 11,869,159 △11,503,759

01 예비비 365,400 11,869,159 △11,503,759

○예비비 365,40036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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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원미구건설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도로기반시설 확충(도시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4년도 본예산 도시개발 전체

원미구건설과 1,206,300 3,300,637 △2,094,337

도시개발 1,206,300 0 1,206,300

도로기반시설 확충(도시개발) 1,206,300 0 1,206,300

도로 시설물 관리 1,206,300 0 1,206,3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6,300 0 1,206,300

01 시설비 1,200,000 0 1,200,000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1,000,000

○포트홀 및 물고임 긴급정비공사

200,000

1,000,000,000원

20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6,300 0 6,300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6,3001,000,000,000원*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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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원미구공원녹지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공원시설 재정비(도시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4년도 본예산 도시개발 전체

원미구공원녹지과 997,470 1,128,064 △130,594

도시개발 997,470 0 997,470

공원시설 재정비(도시개발) 997,470 0 997,470

공원 시설물 관리 997,470 0 997,470

401 시설비및부대비 997,470 0 997,470

01 시설비 990,000 0 990,000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

500,000

○공원내 노후화장실 보수공사

90,000

○녹지대 정비공사 20,000

○공원내 분수대 기계실 정비 및 방수공사

60,000

○공원내 노후전등 및 제어판넬 정비공사

200,000

○원도심지역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120,000

500,000,000원

30,000,000원*3개소

100,000원*200㎡

20,000,000원*3개소

20,000,000원*10개소

20,000,000원*6개소

03 시설부대비 7,470 0 7,470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

3,600

○공원내 노후화장실 보수공사

810

○녹지대 정비공사 216

○공원내 분수대 기계실 정비 및 방수공사

540

○공원내 노후공원 및 제어판넬 정비공사

1,440

○원도심지역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864

500,000,000원*0.72%

90,000,000원*0.9%

20,000,000원*1.08%

60,000,000원*0.9%

200,000,000원*0.72%

120,000,000원*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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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소사구건설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도로기반시설 확충(도시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4년도 본예산 도시개발 전체

소사구건설과 1,335,627 755,580 580,047

도시개발 1,335,627 755,580 580,047

도로기반시설 확충(도시개발) 1,335,627 755,580 580,047

도로 시설물 관리 1,335,627 755,580 580,047

401 시설비및부대비 1,335,627 755,580 580,047

01 시설비 1,327,500 750,000 577,500

○도로유지 관리사업 900,000

○역곡문화거리 조성공사(2단계)

300,000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 27,500

― 교량(심곡,부천교) 5,000

― 지하차도(송내,소명,소사,역곡)

10,000

― 자하보도(송내,솔안,심곡)

7,500

― 육교(중의,소사) 5,000

○포트홀 및 물고임 긴급정비공사

100,000

2,500,000원*360a

300,000,000원

2,500,000원*2개소

2,500,000원*4개소

2,500,000원*3개소

2,500,000원*2개소

10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8,127 5,580 2,547

○도로유지 관리사업 5,670

○역곡문화거리 조성공사(2단계)

2,160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

297

900,000,000원*0.63%

300,000,000원*0.72%

27,500,000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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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오정구건설과

정책: 도시개발

단위: 도로기반시설 확충(도시개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4년도 본예산 도시개발 전체

오정구건설과 2,934,970 3,361,772 △426,802

도시개발 2,934,970 3,361,772 △426,802

도로기반시설 확충(도시개발) 2,934,970 3,361,772 △426,802

도로 시설물 관리 2,934,970 3,361,772 △426,802

401 시설비및부대비 2,934,970 3,361,772 △426,802

01 시설비 2,800,000 3,350,000 △550,000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800,000

○도당차도육교 보수보강공사 1,500,000

○도당차도육교 교통개선공사 400,000

○포트홀 및 물고임 긴급정비공사

100,000

800,000,000원

1,500,000,000원

400,000,000원

100,000,000원

02 감리비 121,650 0 121,650

○도당차도육교 보수보강공사

121,6501,500,000,000원*8.11%

03 시설부대비 13,320 11,772 1,548

○도로유지 및 시설물 정비

5,040

○도당차도육교 보수보강공사

5,400

○도당차도육교 교통개선공사

2,880

800,000,000원*0.63%

1,500,000,000원*0.36%

400,000,000원*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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