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97건) 295,445,631,290 197,834,035,590 166,741,708,210 17,812,725,410 3,080,299,190 1,835,694,950

체육청소년과 체육 경기도체육대회 추진 전산개발비 15,000,000 14,250,000

체육청소년과 체육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시설비 19,817,930,260 9,930,792,480 5,701,856,010 14,116,074,250

체육청소년과 체육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감리비 1,000,000,000 966,503,100 419,583,600 580,416,400

체육청소년과 체육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39,054,400 10,334,870 10,334,870 28,719,530

체육청소년과 체육 체육시설 현대화 시설비 1,412,320,000 1,121,951,380 1,121,951,380 40,368,620

체육청소년과 체육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 준비 경기장 보수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476,900,000 410,700,000 410,700,000

체육청소년과 체육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 준비 경기장 보수 시설비 5,084,570,000 999,930,580 181,128,160 4,903,441,840

체육청소년과 체육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 준비 경기장 보수 시설부대비 12,710,000 3,225,560 3,225,560 9,484,440

주민생활지원과 노동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261,738,000 2,216,093,240 2,216,093,240 45,644,760

주민생활지원과 평생ㆍ직업교육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 행사운영비 33,000,000

주민생활지원과 평생ㆍ직업교육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000

주민생활지원과 평생ㆍ직업교육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행사운영비 100,000,000 2,200,000 2,200,000

기업지원과 산업기술지원 기술개발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985,520,000 906,401,130 906,401,130 9,118,870

사회복지과 보훈 현충시설 시설비 150,000,000 102,140,000 8,570,000 47,860,000

사회복지과 보훈 현충시설 시설부대비 1,080,000 1,000,000 80,000

농산지원과 농업ㆍ농촌 수목원조성 시설비 23,798,672,750 15,634,191,500 15,634,191,500 8,164,4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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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지원과 농업ㆍ농촌 수목원조성 감리비 84,216,000

농산지원과 농업ㆍ농촌 수목원조성 시설부대비 14,520,000 11,295,930 11,295,930 3,224,070

가정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시설비 15,377,034,400 14,879,811,290 14,879,811,290 497,223,110

가정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감리비 637,469,230 557,470,000 557,470,000 79,999,230

가정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시설부대비 92,468,180 36,306,260 35,410,860 57,057,320

가정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자산및물품취득
비 7,120,000,000 4,540,138,360 4,540,138,360 2,579,861,640

가정복지과 노인ㆍ청소년 오정구노인회사무실 매입 설치
자산및물품취득
비 1,443,822,000

가정복지과 노인ㆍ청소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경상보조 570,000,000

가정복지과
보육ㆍ가족및여
성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146,954,0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신설도로구간 도로명 부여 시설비 1,376,705,000 1,169,655,02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상하수도 세계측지계변환 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 1,100,000,000 610,355,520 202,296,560 408,058,960 489,644,480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시설비 21,910,946,420 21,786,385,420 21,781,409,610 129,536,810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감리비 680,780,600 680,780,000 680,780,000 600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시설부대비 26,448,320 1,985,200 1,985,200 24,463,120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영상문화단지 시설유지 및 정비 시설비 1,657,725,000 1,608,523,810 1,600,243,810 49,201,190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영상문화단지 시설유지 및 정비 민간자본보조 500,000,000 300,000,000 300,000,000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서커스상설공연장건립 민간자본보조 518,019,000

문화산업과 문화재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및 운영 시설비 3,597,770,000 239,681,360 239,681,360 3,358,088,640

문화산업과 문화재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및 운영 감리비 15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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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 문화재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및 운영 시설부대비 13,23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옹기박물관 건립 시설비 3,270,000,000 1,572,079,140 12,808,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옹기박물관 건립 감리비 380,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옹기박물관 건립 시설부대비 15,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원미근린공원조성 시설비 6,472,931,000 655,464,000 655,464,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원미근린공원조성 시설부대비 16,542,400 1,294,900 1,294,900 15,247,5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까치울공원 조성 시설비 150,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시설비 600,000,000 584,971,000 192,000,000 15,029,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시설부대비 3,780,000 940,500 940,500 2,839,500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만화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250,000,000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설비 1,178,000,000 767,341,000 218,150,000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설부대비 4,241,000 1,655,900 1,655,900 100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시설비 41,673,312,780 41,354,362,780 39,810,869,180 1,862,443,600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감리비 672,491,000 399,390,000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2,461,560 2,276,380 2,276,380 185,180

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시설비 21,517,466,080 15,262,023,570 15,262,023,570 6,255,442,510

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감리비 1,973,400,000

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17,572,800 10,915,760 10,915,760 6,657,040

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2,434,400,520 5,250,377,460 2,807,292,510 9,627,10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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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1,052,700,000 1,052,700,000

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7,606,640 3,473,600 3,473,600 14,133,040

도로과 도로 부천시 도로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시설비 300,000,000 255,750,00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2단계) 확장 시설비 18,631,897,140 5,350,472,530 1,598,562,530 17,033,334,61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2단계) 확장 시설부대비 10,965,240 1,740,000 1,740,000 9,225,24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 3단계 확장공사 시설비 16,767,837,100 5,092,040,380 5,092,040,38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 3단계 확장공사 감리비 828,670,00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 3단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24,840,000 1,978,700 1,978,700 22,861,300

도로과 도로 서태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1,000,000,000 10,780,657,230 10,780,657,230 219,342,770

도로과 도로 서태말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30,130,000 4,950,000 4,950,000

도로과 도로 깊은구지로 확장공사 시설비 95,000,000 62,425,200 25,487,200 32,574,800

도로과 도로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291,049,720 4,623,221,720 4,469,342,870 153,878,850 667,828,000

도로과 도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293,324,360 1,052,067,670 444,194,740 1,849,129,620

도로과 도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74,900 74,900

도로과 도로 흥천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시설비 900,000,000 439,381,960 157,050,130 742,949,870

도로과 도로 흥천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5,670,000 980,000 980,000

도로과 도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비 429,000,000 292,460,000 155,910,000

도로과 도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3,089,00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재난영상감시연계시스템연계·구축사업 사무관리비 19,6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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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시설비 1,346,286,000 1,038,063,500 539,703,500 806,582,50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범죄예방용 CCTV 설치 감리비 15,483,000 15,480,32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시설부대비 8,775,000 8,733,160 8,733,160 41,840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립 시설비 14,388,900,580 10,148,730,000 3,897,930,000 10,490,970,580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립 감리비 1,058,400,000 863,500,000 362,440,000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립 시설부대비 28,234,690 11,165,740 11,165,740 17,068,950

뉴타운개발과 지역및도시 보금자리주택 택지개발 시설비 950,000,000

도시균형개발과 지역및도시 주택 재개발 정비 (부천시 관내) 시설비 457,800,000 363,440,000 109,000,000 94,360,000

교통정보센터
대중교통ㆍ물류
등기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시설비 3,190,000,000 3,018,521,320 1,312,611,440 1,705,909,880 171,478,680

교통정보센터
대중교통ㆍ물류
등기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시설부대비 8,613,000 1,200,000 1,200,000

시립도서관 문화예술 꿈여울도서관 건립 시설비 3,988,275,840 2,648,352,930 2,648,352,930 1,339,922,910

시립도서관 문화예술 꿈여울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 15,058,010 9,042,390 9,042,390 6,015,620

시립도서관 문화예술 상동도서관 건립 시설비 2,306,578,000 1,097,033,150 1,097,033,150 1,209,544,850

시립도서관 문화예술 상동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 8,201,000 8,140,500 8,140,500 60,500

원미구건설과 지역및도시 소로2류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994,960,000 14,799,100 14,799,100 900

원미구건설과 지역및도시 소로2류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700,000 152,690 152,690 310

원미구주민생활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13,965,460 505,889,040 505,889,040 8,076,420

소사구건설과 도로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 시설비 2,240,490,600 1,550,762,050 408,831,050 1,831,659,550

소사구건설과 도로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 감리비 80,000,000 70,029,300 24,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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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소사구건설과 도로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0,461,990 3,680,000 3,680,000 6,781,990

소사구주민생활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07,300,000 405,057,520 405,057,520 2,242,480

오정구주민생활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39,690,520 433,222,900 433,222,900 6,467,620

오정구건설과 도로 덕산고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시설비 2,401,322,000 1,984,569,790 1,984,569,790 416,752,210

오정구건설과 도로 덕산고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17,399,800 14,976,800 14,97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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