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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4,830,020 27,556,351,260 78,816,320

회계과(구) 청사시설물 관리 시설비 176,368,000

지역경제과(구)
부천자유시장 환경개
선사업(2단계)

민간대행사업비 2,455,200,000

지역경제과(구)
부천중동시장 환경개
선사업(2단계)

민간대행사업비 497,700,000 145,800,000

지역경제과(구)
역곡북부시장 환경개
선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393,200,000

지역경제과(구)
원종종합시장 환경개
선사업

민간대행사업비 990,000,000

기업지원과(구) 기술개발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781,737,000 706,699,300 46,517,700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무관리비 50,000,000

녹지공원과(구)
공원녹지 기본계획수
립

실시설계비 600,000,000

녹지공원과(구)
공원녹지 기본계획수
립

시설부대비 3,780,000

도시균형개발과(구)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조사설계비 500,000,000 42,200,000

교통행정과(구) 운수업체 유류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6,413,703,000 15,995,016,810 4,983,190

교통행정과(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비 50,000,000

도로과
깊은구지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비 95,000,000

도로과 광고물 관리 시설비 1,308,763,560 511,796,740

6.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부  문

가. 명시이월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50건) 28,814,699,590 17,229,662,440

산업진흥ㆍ고도화 2,455,200,000
- 상인회 자부담금 미확보 및 건물주와 상인 동의 미비로 사
업추진 지연(본예산, 균특/도비 보조사업)

일반행정 176,368,000
- '09년 시청 보수 및 보강공사와 같이 추진코자 함(1회추경
예산)

산업진흥ㆍ고도화 1,393,200,000
- 상인회 자부담금 미확보 및 건물주와 상인 동의 미비로 사
업추진 지연(본예산, 균특/도비 보조사업)

산업진흥ㆍ고도화 145,800,000 351,900,000
- 2단계사업 공사 12월 착공,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균특/
도비 보조사업)

산업기술지원 706,699,300 28,520,000 - 해외 인증 취득이 8개월~12개월의 장기간 소요(본 예산)

산업진흥ㆍ고도화 990,000,000
- 상인회 자부담금 미확보 및 건물주와 상인 동의 미비로 사
업추진 지연(본예산, 균특/도비 보조사업)

지역및도시 481,387,000 600,000,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폐기물 50,000,000 - 절대공기 부족(3회 추경예산)

지역및도시 42,200,000 457,800,000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지역및도시 3,780,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50,000,000
-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목적에 맞지않아 과목변경
(1회 추경, 4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15,995,016,810 413,703,000 ○ 절대공기 부족(4회 추경예산)

도로 873,400,070 796,966,82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도로 60,938,000 95,000,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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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과 자연재난관리 기본조사설계비 402,750,000 1,877,280 720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
영

행사운영비 232,900,000 100,873,000 227,000

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848,563,160 1,806,982,150 4,581,010

체육청소년과(구) 학교체육시설 지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7,244,000,000 6,225,525,170 18,474,830

체육청소년과(구)
외곽순환고속도로 하
부 스포츠타운 조성

실시설계비 189,750,000

원미구총무과
중4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개보수

실시설계비 17,000,000

원미구총무과
중4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개보수

시설비 460,000,000

원미구총무과
중4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개보수

감리비 9,500,000

원미구총무과
중4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개보수

시설부대비 3,500,000

원미구건설과
소로2류218호선 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 4,320,000,000 10,439,000

원미구건설과
소로2류218호선 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360,000,000 2,035,000

원미구건설과
소로2류218호선 도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2,592,000 1,331,400 600

원미구건설과
소로2류216호선 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 20,000,000 17,315,000

원미구건설과
소로2류216호선 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 852,000,000

원미구건설과
소로2류216호선 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20,000,000

원미구건설과
소로2류216호선 도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936,000 855,900 100

원미구건설과
소로2류199호선 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 10,000,000 8,800,000

평생ㆍ직업교육 100,873,000 131,800,000 - 절대공기 부족(4회 추경예산, 국비 보조사업)

재난방재ㆍ민방위 211,537,280 400,872,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체육 6,225,525,170 1,000,000,000 - 절대공기 부족(4회 추경예산, 시책추진보전금)

노동 1,806,982,150 37,000,000
- 공공근로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참여인원 감소. '08
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진행 중(본예산, 1, 3, 4회 추경 예
산, 분권/도비 보조사업)

일반행정 17,000,000 ○ 절대공기 부족(4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체육 189,750,000
- 투융자심의결과(조건부승인) 국토해양부의 하부공간 체육
시설 사용승인의 지연(본예산)

일반행정 9,500,000 ○ 절대공기 부족(4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일반행정 460,000,000 ○ 절대공기 부족(4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지역및도시 10,439,000 4,309,561,000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2008년 1회 추경예산편성
-2009년 6월 착공예정

일반행정 3,500,000 ○ 절대공기 부족(4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지역및도시 1,331,400 1,260,000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2008년 1회 추경예산편성
-2009년 6월 착공예정

지역및도시 2,035,000 357,965,000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2008년 1회 추경예산편성
-2009년 6월 착공예정

지역및도시 852,000,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지역및도시 17,315,000 2,685,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지역및도시 855,900 80,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지역및도시 120,000,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지역및도시 8,800,000 1,200,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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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건설과
소로2류199호선 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 155,000,000 655,600 400

원미구건설과
소로2류199호선 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55,000,000

원미구건설과
소로2류199호선 도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1,368,000 1,165,100 900

원미구건축과(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사무관리비 106,605,000 43,235,420

원미구도시정비과
부천역·송내역광장
가로시설물 정비

실시설계비 11,000,000

원미구도시정비과
부천역·송내역광장
가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289,000,000

원미구도시정비과
부천역·송내역광장
가로시설물 정비

시설부대비 1,890,000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56,034,440 639,068,980

도당동 장미마을가꾸기 민간경상보조 100,000,000 1,733,630 370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69,407,280 555,132,120 3,975,160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 4,482,600 3,670,310 12,290

오정구경제교통과(구) 자전거전용공원 설치 시설비 486,950,000

오정구경제교통과(구) 자전거전용공원 설치 감리비 9,450,000

오정구경제교통과(구) 자전거전용공원 설치 시설부대비 3,600,000

오정구건설과 체육관길 개설공사 시설비 85,000,000

오정구건설과 도로포장 토지매입비 188,560,000 142,540,940

오정구건설과 도로포장 시설부대비 10,939,000 10,475,770 41,230

지역및도시 655,600 154,344,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지역및도시 1,165,100 202,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지역및도시 155,000,00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도로 9,760,000 11,000,000
○ 송내역 광장 주변 버스로터리 개선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 조정

지역및도시 43,235,420 63,369,580 ○ 절대공기 부족(1회 추경예산)

도로 1,890,000
-송내역 광장 개선사업과 중복(교통환승시설,역광장시설물
설치)되어 개선안 확정후 사업시행
-2008년 당초 예산 편성

도로 289,000,000
○ 송내역 광장 주변 버스로터리 개선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 조정

일반행정 1,733,630 98,266,000 ○ 절대공기 부족(3회 추경예산)

기초생활보장 639,068,980 16,965,460
○ 공공근로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참여인원 감소. '08
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진행 중(본예산, 1,3,4회 추경예산,
분권/도비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3,670,310 800,000
○ 공공근로자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참여인원 감소.
08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진행 중(본예산, 1,3,4회 추경예
산, 분권/도비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 555,132,120 10,300,000
○ 공공근로자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참여인원 감소.
'08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진행 중(본예산, 1,3,4회 추경예
산, 분권/도비 보조사업)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9,450,000
○ 오정대공원 조성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준공 후 시행
(1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135,000,000 486,950,000
○ 오정대공원 조성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준공 후 시행
(1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도로 85,000,000
○ 기 잘못 부과된 변상금 취소 후 변상금 재부과 요쳥하였
으나 국유재산 관리청에서 아직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음(3회
추경예산)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3,600,000
○ 오정대공원 조성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준공 후 시행
(1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도로 10,475,770 422,000
○ 보상가격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긴간 필요(1회
추경예산)

도로 142,540,940 46,019,060
○ 보상가격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긴간 필요(1회
추경예산)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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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건축과(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사무관리비 46,740,000 18,956,180 820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74,860,980 562,170,460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10,400,122,000

도시균형개발과(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
시설계 용역

실시설계비 10,400,122,000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201,440,000 94,961,010 101,990

도시계획과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00,000,000 94,898,010 101,990

도시계획과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440,000 63,000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595,557,000 31,590,000 1,150,000

교통시설과(구) LED 신호등 설치 시설비 95,000,000 28,850,000 1,150,000

교통정보센터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기본조사설계비 380,557,000 2,740,000

교통정보센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
립

연구용역비 120,000,000

기초생활보장 562,170,460 12,690,520
○ 공공근로자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참여인원 감소.
'08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진행 중(본예산, 1,3,4회 추경예
산, 분권/도비 보조사업)

지역및도시 18,956,180 27,783,000 ○ 절대공기부족(1회 추경예산)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부  문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회계구분 : 도시개발특별회계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부  문

10,400,122,000 ○절대공기부족(본예산)

합    계(1건) 7,594,110,000 10,400,122,000

회계구분 :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부  문

지역및도시 7,594,110,000

합    계(2건) 152,172,470 106,377,000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지역및도시 63,000 1,377,000
○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절대공기부족(1회 추
경예산)

지역및도시 152,109,470 105,000,000
○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절대공기부족(1회 추
경예산)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회계구분 : 교통사업특별회계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부  문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28,850,000 65,000,000 국비지원에 따른 추경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합    계(3건) 417,290,000 562,817,000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68,200,000 120,000,000 ○ 절대공기부족(1회 추경예산)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320,240,000 377,817,000 ○ 절대공기부족(본예산)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24,320,175,130 20,431,596,340 2,060,394,130

지역경제과(구)
굴포천 하수처리장 소수

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1,201,200,000 922,307,000 278,893,000

문화산업과(구)
영상문화단지 사업장

노후시설물 철거
시설비 304,200,000 253,084,200 51,115,800

문화산업과(구)
영상문화단지 사업장

노후시설물 철거
시설부대비 2,191,000 1,463,000

문화예술과(구) 문화예술회관 건립 연구용역비 80,000,000 69,397,210 10,602,790

환경보전과 저공해자동차보급 민간자본보조 786,800,000 647,000,000 139,800,000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

원사업
시설비 1,210,599,950 1,193,483,400 17,116,550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

원사업
시설부대비 9,210,000 7,267,000 660,400

도시계획과 송내,소사역세권 연구용역비 1,120,994,900 867,192,000 253,802,900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결정 지형도

면
연구용역비 1,200,000,000 863,500,000 336,500,000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 127,394,000 48,418,900 78,975,100

녹지공원과(구) 오정대공원 조성 시설비 5,051,140,280 5,037,945,800 13,194,480

녹지공원과(구) 오정대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18,462,000 3,435,900

녹지공원과(구) 덕산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비 8,553,208,000 6,742,060,040

뉴타운개발과(구) 도시재정비 연구용역비 4,263,900,000 3,450,147,000 813,753,000

지역및도시 6,742,060,040 1,811,147,960 토지매입 협의부진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지역및도시 2,253,600,000 1,196,547,000 행정절차지연에 따른 과업중지로 과업기간 연장

지역및도시 2,757,568,620 2,280,377,180 동절기공사중단 및 추가공정발생으로 인한 사업기간변경

지역및도시 3,435,900 15,026,100 동절기공사중단 및 추가공정발생으로 인한 사업기간변경

지역및도시 153,600,000 709,900,000
2007년 예산 명시이월 사업비로 과업기간(2008.9월-2009.9
월)상 회계연도내 지출불가

지역및도시 26,029,900 22,389,000
2008년12월 착수된 용역으로 과업기간(2008.12월-2009.3월)
상 회계연도내 지출불가

지역및도시 7,267,000 1,282,600
지장물철거 지연 및 동절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예방을 위
한 공사 중지

지역및도시 53,203,200 813,988,800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대기 633,000,000 14,000,000 차량 생산(부품업체 공급 중단)지연으로 납품 지연

지역및도시 1,061,830,790 131,652,610
지장물철거 지연 및 동절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예방을 위
한 공사중지

문화예술 1,463,000 728,000 철거지연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문화예술 69,397,210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위치 및 면적)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
작성 지연으로 용역기간 부족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임)

에너지및자원개발 484,566,000 437,741,000 공사기간 부족

문화예술 164,984,200 88,100,000 필빅사업장 소송진행중으로 철거 지연 중

(단위:원)

합    계(16건) 14,462,561,740 7,797,219,260

지출원인
행위액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부  문

나. 사고이월
회계구분 : 일반회계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도로과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 210,000,000 182,548,000 27,452,000

의회사무국 의정홍보 다양화 사무관리비 180,875,000 142,346,890 38,528,110

(단위: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7,578,124,000 4,554,569,000 3,023,555,000

회계과(구) 국·공유재산유지관리 토지매입비 7,578,124,000 4,554,569,000 3,023,555,000

(단위: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601,724,000 515,641,900 83,562,100

교통행정과(구)
승강장 및 표지판 유

지관리
시설비 597,800,000 515,641,900 82,158,100

교통행정과(구)
승강장 및 표지판 유

지관리
시설부대비 3,924,000 1,404,000

가로환경 및 경관개념을 고려한 노선안내도 및 표지판 디자
인(안)으로 변경 결정 후 공사 재착공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2,520,000
가로환경 및 경관개념을 고려한 노선안내도 및 표지판 디자
인(안)으로 변경 결정 후 공사 재착공

대중교통ㆍ물류등기
타

326,553,000 189,088,900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홈페이지 개편 중 회의록 솔루션 최적화 작업시 오류발생으
로 데이터 이관 미완료로 공기연장

도로 182,548,000
절대공기 부족 및 도시계획관련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
이월

다음년도
이월액㉰부  문

입법및선거관리 119,953,090 22,393,800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합    계(2건) 326,553,000 191,608,900

회계구분 : 교통사업특별회계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부  문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부  문

회계구분 : 공유재산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일반행정 455,456,900 4,099,112,100 토지매매계약 잔금 지급(계약체결후 6개월내 지급)

합    계(1건) 455,456,900 4,099,112,100



조  직 세부사업

1,989,863,936,000 240,239,569,210 109,374,697,990 92,174,802,790 148,064,766,420

2004-01-01

2010-12-31

2004-01-01

2010-12-31

2004-01-01

2010-12-31

2005-05-30

2008-04-30

2006-01-01

2009-12-31

2008-01-01

2008-12-31

2008-01-01

2008-12-31

2005-01-01

2009-12-31

2005-01-01

2009-12-31

2005-01-01

2009-12-31

2008-01-01

2010-12-31

2007-01-01

2010-12-31

2007-01-01

2010-12-31

2005-09-01

2008-03-31

2005-09-01

2008-03-31

합    계(76건)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776,987,000

59,363,000,000 27,776,949,760 25,036,759,340 17,109,064,340문화산업과(구) 문화예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

원 건립
시설비

문화산업과(구) 문화예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

원 건립
감리비 59,363,000,000 791,561,600 606,220,000 185,341,600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공사(계속비사업)

10,667,885,420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공사(계속비사업)

276,000,000

59,363,000,000 26,448,320문화산업과(구) 문화예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

원 건립
시설부대비

문화산업과(구) 문화예술 서커스상설공연장건립 민간자본보조 3,000,000,000 794,019,000 276,000,000 518,019,000
서커스상설공연장건립(계
속비사업)

26,448,320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공사(계속비사업)

7,980,387,250

7,200,000,000 340,000,000문화예술과(구) 문화예술 옹기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

농산지원과(구) 농업ㆍ농촌 수목원조성 토지매입비 1,744,000,000 16,629,800,000 7,980,387,250 8,649,412,750 부지매입 협의시일 소요

340,000,000 절대공기부족

99,178,000

1,744,000,000 1,744,000,000농산지원과(구) 농업ㆍ농촌 수목원조성 시설비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

립
시설비 18,300,000,000 7,942,778,580 99,178,000 7,843,600,580 2010년 까지 계속비 사업

1,744,000,000 부지매입 협의시일 소요

9,765,310

18,300,000,000 92,000,000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

립
감리비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

립
시설부대비 18,300,000,000 16,000,000 9,765,310 6,234,690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

92,000,000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

714,599,000

14,050,000,000 150,000,000녹지공원과(구) 지역및도시 추모근린공원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녹지공원과(구) 지역및도시 원미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6,314,340,000 7,187,530,000 714,599,000 6,472,931,000 계속비 이월

150,000,000 계속비이월

1,398,395,670

16,314,340,000 17,969,000 1,426,600 1,426,600녹지공원과(구) 지역및도시 원미근린공원조성 시설부대비

도로과 도로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비 22,279,112,000 1,953,589,740 1,398,395,670 555,194,070 계속비 사업

16,542,400 계속비 이월

22,279,112,000 200,000,000 74,060,000 74,060,000도로과 도로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감리비 125,940,000 계속비사업

다. 계속비 이월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총사업비

지출원인
행위액부  문 통계목

비 고사업기간
예산현액

㉮



조  직 세부사업

2005-09-01

2008-03-31

2006-04-03

2008-12-31

2006-04-03

2008-12-31

2001-01-01

2008-12-31

2001-01-01

2008-12-31

2005-01-03

2009-12-31

2005-01-03

2009-12-31

1996-01-03

2008-12-31

1996-01-03

2008-12-31

1996-01-03

2008-12-31

2001-01-10

2008-02-29

2001-01-10

2008-02-29

2004-01-13

2008-12-31

2004-01-13

2008-12-31

2007-01-01

2009-12-31

2007-01-01

2009-12-31

2007-01-01

2009-12-31

2007-01-01

2009-12-31

2002-01-01

2010-12-31

통계목

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5,431,670

부  문

도로과 도로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22,279,112,000 34,899,730 5,431,670 29,468,060 계속비 사업

비 고

3,854,070

53,379,578,000 3,411,704,700 792,901,290 792,901,290도로과 도로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 시설비

도로과 도로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 시설부대비 53,379,578,000 47,435,390 3,854,070 43,581,320 계속비 이월

2,618,803,410 계속비 이월

789,800

98,089,000 25,493,370도로과 도로
중1-19호선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도로과 도로
중1-19호선 도로개설

공사
시설부대비 98,089,000 25,190,850 789,800 24,401,050 계속비 이월

25,493,370 계속비 이월

3,880,000

10,800,708,000 8,347,200,320 5,171,313,600 3,056,150,600도로과 도로
역곡우회도로 개설공

사
시설비

도로과 도로
역곡우회도로 개설공

사
시설부대비 10,800,708,000 12,847,500 3,880,000 8,967,500 계속비 이월

5,291,049,720 계속비 이월

1,065,776,000 982,851,640도로과 도로
오정대로(2단계) 개설

공사
시설비

도로과 도로
오정대로(2단계) 개설

공사
감리비 1,065,776,000 80,260,000 80,260,000 계속비 이월

982,851,640 계속비 이월

4,606,971,440

1,065,776,000 2,665,170도로과 도로
오정대로(2단계) 개설

공사
시설부대비

도로과 도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

사
시설비 7,015,095,000 5,978,997,030 3,685,672,670 2,293,324,360 계속비 이월

2,665,170 계속비 이월

3,077,948,750

7,015,095,000 3,594,900 3,520,000 3,520,000도로과 도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

사
시설부대비

도로과 도로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비 14,859,117,000 5,763,590,370 3,077,948,750 2,685,641,620 계속비 이월

74,900 계속비 이월

14,859,117,000 8,781,400 7,119,930 7,119,930도로과 도로 중동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범박2교 설

치공사
시설비 3,029,989,000 3,019,120,000 3,019,120,000 계속비 이월

1,661,470 계속비 이월

1,679,167,660

3,029,989,000 10,869,000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범박2교 설

치공사
시설부대비

도로과 도로
동남우회도로 입체횡

단보도 설치공사
시설비 2,007,200,000 2,000,000,000 1,679,167,660 320,832,340 계속비 이월

10,869,000 계속비 이월

398,468,620

2,007,200,000 7,200,000 3,939,600 3,939,600도로과 도로
동남우회도로 입체횡

단보도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0,216,089,000 19,126,499,490 398,468,620 18,728,030,870 계속비 이월

3,260,400 계속비 이월



조  직 세부사업

2002-01-01

2010-12-31

2002-01-01

2010-12-31

2002-01-01

2010-12-31

2005-10-01

2010-12-31

2005-10-01

2010-12-31

2005-10-01

2010-12-31

2006-04-01

2010-12-31

2001-01-01

2010-12-31

2001-01-01

2010-12-31

2005-01-03

2008-12-31

2005-01-03

2008-12-31

2005-01-03

2008-12-31

1996-01-03

2010-12-31

2004-01-01

2008-07-31

2004-01-01

2008-07-31

2004-01-01

2008-07-31

2005-12-01

2009-12-31

2005-12-01

2009-12-31

2005-12-01

2009-12-31

비 고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2,814,281,910 계속비 이월

172,491,000

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부  문 통계목

60,216,089,000 4,697,841,000 1,883,559,090 1,883,559,090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시설비

60,216,089,000 957,161,000 784,670,000 784,670,000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감리비 계속비 이월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60,216,089,000 34,770,460 32,308,900 32,308,900 2,461,560 계속비 이월

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

로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97,073,400,000 12,012,476,980 45,010,900

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

로간 도로개설
감리비 97,073,400,000 1,973,400,000 1,973,400,000 계속비 이월

11,967,466,080 계속비 이월45,010,900

32,162,900

97,073,400,000 29,785,000 12,212,200 12,212,200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

로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 3단계 확장

공사
토지매입비 25,540,000,000 6,000,000,000 32,162,900 5,967,837,100 계속비 이월

17,572,800 계속비 이월

5,968,510

2,933,632,000 1,943,515,500 1,893,834,380 1,893,834,380도로과 도로
중1-16호선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도로과 도로
중1-16호선 도로개설

공사
시설부대비 2,933,632,000 6,418,990 5,968,510 450,480 계속비 이월

49,681,120 계속비 이월

388,645,000

8,825,909,000 10,470,510,900 9,744,640,430 9,744,640,430도로과 도로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도로과 도로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8,825,909,000 924,000,000 924,000,000 계속비 이월

725,870,470 계속비 이월

8,825,909,000 27,732,000 11,200,300 11,200,300도로과 도로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도로과 도로
약대~여월간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비 187,800,000,000 1,500,000,000 1,500,000,000 계속비 이월

16,531,700 계속비 이월

4,028,675,970

87,383,159,000 1,014,586,000 921,040,670 921,040,670도로과 도로 계남큰길(2단계) 확장 토지매입비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2단계) 확장 시설비 87,383,159,000 17,367,286,780 75,934,970 17,291,351,810 계속비 이월

93,545,330 계속비 이월

613,397,280

87,383,159,000 34,070,540 26,312,300 26,312,300도로과 도로 계남큰길(2단계) 확장 시설부대비

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

로 개설공사
시설비 15,433,820,000 5,597,797,800 613,397,280 4,984,400,520 계속비 이월

7,758,240 계속비 이월

15,433,820,000 1,052,700,000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

로 개설공사
감리비

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

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5,433,820,000 6,120,000 5,546,640 계속비 이월

1,052,700,000 계속비 이월

573,360573,360



조  직 세부사업

2007-01-01

2009-12-31

2007-01-01

2009-12-31

2007-01-01

2009-12-31

2007-01-01

2009-12-31

2007-01-01

2009-12-31

2006-01-01

2010-12-31

2006-01-01

2010-12-31

2006-01-01

2010-12-31

2006-01-01

2011-12-31

2006-01-01

2011-12-31

2006-01-01

2010-12-31

2007-01-01

2008-12-31

2007-01-01

2008-12-31

2007-01-01

2008-12-31

2007-01-01

2008-12-31

2007-01-01

2008-12-31

2007-01-01

2008-12-31

2005-02-01

2009-12-31

2005-02-01

2009-12-31

가정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신

축
토지매입비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부  문 통계목

비 고

10,018,635,430

37,500,000,000 2,528,725,000 2,528,724,500 2,528,724,500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가정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신

축
시설비 37,500,000,000 11,267,869,900 8,837,000,000 2,430,869,900

2009년 8월 27일 공사준
공

500 계속비 사업

5,140,000

37,500,000,000 1,102,814,230 1,032,820,000 490,870,000가정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신

축
감리비

가정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신

축
시설부대비 37,500,000,000 37,608,180 5,140,000 32,468,180 계속비 사업

611,944,230 계속비 사업

12,421,797,420

37,500,000,000 80,000,000가정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신

축
자산및물품취득비

체육청소년과(구) 체육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시설비 33,404,000,000 24,739,727,680 12,421,797,420 12,317,930,260
중앙 투융자 심사 및 경
기도 계약 심사등으로 인
한 사업 지연

80,000,000
2009년 8월 27공사준공에
따른 물품구입

9,245,600

33,404,000,000 1,000,000,000체육청소년과(구) 체육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감리비

체육청소년과(구) 체육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33,404,000,000 48,300,000 9,245,600 39,054,400
중앙 투융자 심사 및 경
기도 계약심사 등으로 인
한 사업 지연

1,000,000,000
중앙 투융자 심사 및 경
기도 계약심사 등으로 인
한 사업 지연

460,000

6,300,000,000 3,578,133,400 2,081,857,560 2,081,857,560시립도서관 문화예술 꿈여울도서관 건립 시설비

시립도서관 문화예술 꿈여울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 6,300,000,000 15,518,010 460,000 15,058,010
꿈여울도서관 건립 계속
비 사업

1,496,275,840
꿈여울도서관 건린 계속
비 사업

1,319,220,800

9,500,000,000 425,000,000시립도서관 문화예술 상동도서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소사구건설과 도로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
시설비 4,011,520,000 2,559,711,400 1,319,220,800 1,240,490,600 사업기간(2007년~2009년)

425,000,000
상동도서관 건립 계속비
이월

54,968,000

4,011,520,000 15,760,000 11,598,010 11,598,010소사구건설과 도로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
시설부대비

오정구경제교통과
(구)

지역및도시
선사유적공원 연결다

리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092,800,000 55,000,000 54,968,000 32,000

경기도 계약심사과에 심
사중

4,161,990 사업기간(2007년~2009년)

2,092,800,000 2,000,000,000
오정구경제교통과

(구)
지역및도시

선사유적공원 연결다
리 설치공사

시설비

오정구경제교통과
(구)

지역및도시
선사유적공원 연결다

리 설치공사
감리비 2,092,800,000 30,600,000 30,600,000

경기도 계약심사과에 심
사중

2,000,000,000 사전법적 관련절차 협의

1,526,307,040

2,092,800,000 7,200,000 1,255,200 1,255,200
오정구경제교통과

(구)
지역및도시

선사유적공원 연결다
리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오정구건설과 도로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

망 개설
토지매입비 8,087,078,000 2,200,000,000 1,526,307,040 673,692,960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개
설을 위하여 다년간의 공
사 요구

5,944,800
경기도 계약심사과에 심
사중

8,087,078,000 5,824,121,600 5,732,935,040 5,732,935,040오정구건설과 도로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

망 개설
시설비 91,186,560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개
설을 위하여 다년간의 공
사 요구



조  직 세부사업

2005-02-01

2009-12-31

2007-01-01

2009-12-31

2007-01-01

2009-12-31

2007-01-01

2009-12-31

조  직 세부사업

59,960,623,000 13,731,648,550 2,249,981,600 23,161,600 13,708,486,950

2000-12-01

2009-12-31

2000-12-01

2009-12-31

2007-01-01

2011-12-31

2007-01-01

2011-12-31

2007-01-01

2011-12-31

총사업비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사업기간
부  문 통계목

9,517,350 계속비 사업교통정보센터
대중교통ㆍ물

류등기타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시설부대비 12,309,667,000 9,517,350

647,615,000 548,000,000 647,615,000 계속비 사업

1,441,320,000 1,544,008,600 계속비 사업

교통정보센터
대중교통ㆍ물

류등기타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감리비 12,309,667,000

교통정보센터
대중교통ㆍ물

류등기타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시설비 12,309,667,000 1,544,008,600

14,696,600 14,696,600 계속비사업

260,661,600 23,161,600 11,492,649,400 계속비사업

교통행정과(구)
대중교통ㆍ물

류등기타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

치
시설부대비 11,515,811,000

교통행정과(구)
대중교통ㆍ물

류등기타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

치
시설비 11,515,811,000 11,515,811,000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비 고
부  문 통계목

합    계(5건)

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회계구분 : 교통사업 (단위:원)

32,684,400

과      목

오정구건설과 도로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

망 개설
시설부대비 8,087,078,000 52,766,000 32,684,400 20,081,600

삼정동 공업지역 도로개
설을 위하여 다년간의 공
사 요구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비 고

안전한 통학로 및 소방도
로 개설을 위한 다년간
공사 요구

2,468,694,000 38,000,000 36,561,000 36,561,000

오정구건설과 도로
덕산고등학교 일원 도

로개설
토지매입비

1,439,000오정구건설과 도로
덕산고등학교 일원 도

로개설
실시설계비

안전한 통학로 및 소방도
로 개설을 위한 다년간
공사 요구

2,399,883,000
안전한 통학로 및 소방도
로 개설을 위한 다년간
공사 요구

13,411,200

2,468,694,000 2,399,883,000

13,411,200 17,399,800오정구건설과 도로
덕산고등학교 일원 도

로개설
시설부대비 2,468,694,000 30,81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