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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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건) 170,404,506,400 96,703,547,540 57,422,728,640 17,757,786,390 1,598,313,590 89,715,764,840 3,909,912,940

지역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원종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00,000,000 300,000,000

지역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886,500,000 886,500,000

지역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역곡북부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

자산및물품취득
비 1,753,200,000 1,753,200,000

일자리정책과 노동 취업알선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9,800,000 1,483,260 1,483,260 18,316,740

일자리정책과 노동 일자리 평가 재정인센티브 사무관리비 25,000,000 19,067,000 19,067,000 5,000,000 933,000

일자리정책과 노동 일자리 평가 재정인센티브 기타보상금 5,000,000 1,584,000 1,584,000 3,416,000

일자리정책과 노동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민간경상보조 82,323,000 44,387,000 44,387,000 37,936,000

녹색농정과 농업ㆍ농촌 사계절 꽃전시회 재료비 67,100,000 62,404,900 54,431,900 7,973,000 4,695,100

녹색농정과 농업ㆍ농촌 수목원조성 시설비 8,164,481,250 2,251,861,010 2,251,861,010 5,912,620,240

녹색농정과 농업ㆍ농촌 수목원조성 감리비 84,216,000 84,216,000

녹색농정과 농업ㆍ농촌 수목원조성 시설부대비 3,224,070 3,224,070

주민생활지원과 노인ㆍ청소년 오정구노인회사무실 이전 시설비 546,721,000 11,305,000 11,305,000 535,416,000

주민생활지원과 노인ㆍ청소년 오정구노인회사무실 이전 감리비 6,570,000 6,570,000

주민생활지원과 노인ㆍ청소년 오정구노인회사무실 이전 시설부대비 3,365,000 185,260 185,260 3,179,740

주민생활지원과 노인ㆍ청소년 오정구노인회사무실 이전
자산및물품취득
비 1,443,822,000 1,443,027,810 1,407,839,370 35,188,440 794,190

사회복지과 보훈 현충탑 관리 시설비 57,400,000 48,586,770 10,620,000 37,966,770 8,813,230

- 1 -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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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사회복지과 보훈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405,817,000 198,499,920 198,499,920 205,808,000 1,509,080

사회복지과 보훈 독립투사 동상 건립 사무관리비 2,700,000 2,700,000

사회복지과 보훈 독립투사 동상 건립 시설비 991,056,000 991,056,000

사회복지과 보훈 독립투사 동상 건립 시설부대비 6,244,000 6,244,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옹기박물관 건립 시설비 5,314,192,000 4,694,208,880 2,631,069,870 2,683,122,13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옹기박물관 건립 감리비 473,000,000 347,254,490 246,067,990 226,932,01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옹기박물관 건립 시설부대비 19,000,000 6,929,000 6,929,000 12,071,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부천문화원 신축 시설비 74,100,000 38,680,960 44,100,000 30,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정비(도비) 민간경상보조 180,000,000 180,000,000

문화콘텐츠진흥
과 문화예술 서커스상설공연장건립 민간자본보조 518,019,000 518,019,0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66,500,000 49,947,000 30,235,000 19,712,000 16,553,0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64,300,000 564,300,000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만화특화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250,000,000 158,139,300 84,744,000 73,395,300 91,860,700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만화특화거리 조성 시설비 3,000,000,000 3,000,000,000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만화특화거리 조성 시설부대비 10,800,000 906,760 906,760 9,893,000 240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연구용역비 300,000,000 300,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원미근린공원조성 시설비 5,817,467,000 731,942,470 731,942,470 5,085,524,53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원미근린공원조성 시설부대비 15,247,500 2,938,900 2,938,900 12,308,6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심곡근린공원 조성 시설비 700,000,000 7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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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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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심곡근린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4,410,000 4,41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송내공원 조성 시설비 150,000,000 140,245,900 74,227,900 75,772,000 100

교통정책과
대중교통ㆍ물류
등기타 통합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85,709,000 285,709,000

교통시설과
대중교통ㆍ물류
등기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시설비 2,612,909,880 1,447,444,890 1,446,763,550 907,000,000 259,146,330

교통시설과
대중교통ㆍ물류
등기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3,127,000 542,300 542,300 5,714,000 6,870,700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시설비 10,358,943,600 8,468,004,730 4,541,365,860 5,817,577,740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감리비 672,491,000 393,999,000 323,435,000 349,056,000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21,427,180 4,313,380 4,313,380 17,113,80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2단계) 확장 시설비 17,033,334,610 7,850,150,410 3,455,315,310 13,578,019,30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2단계) 확장 시설부대비 9,225,240 1,264,000 1,264,000 7,961,240

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시설비 12,755,442,510 10,471,702,660 1,306,255,120 11,449,187,390

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감리비 1,973,400,000 1,266,100,000 343,200,000 1,630,200,000

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22,907,040 11,305,680 11,305,680 11,601,360

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5,002,108,010 12,759,652,840 8,313,365,980 6,688,742,030

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1,052,700,000 803,900,000 272,400,000 780,300,000

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4,133,040 3,749,000 3,749,000 10,384,04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3단계) 확장공사 시설비 11,675,796,720 23,560,100 4,350,100 11,671,446,62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3단계) 확장공사 감리비 828,670,000 828,670,00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3단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22,861,300 1,602,340 1,602,340 21,25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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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도로 서태말지구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4,619,342,770 4,242,921,020 4,242,921,020 376,421,750

도로과 도로 서태말지구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37,060,000 12,200,900 12,200,900 24,859,100

도로과 도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849,129,620 815,182,540 207,309,610 607,872,930 1,033,947,080

도로과 도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비 2,273,090,000 136,550,000 136,550,000 2,136,540,000

도로과 도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10,289,000 2,070,440 2,070,440 8,218,560

도로과 도로 공동구 운영 공공운영비 284,043,000 243,123,680 125,522,140 117,601,540 40,919,32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인적재난관리 시설비 33,200,000 33,200,00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민방위교육

자산및물품취득
비 36,923,000 36,923,00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방범용 CCTV 구축 시설비 2,587,037,000 1,052,844,000 1,534,193,00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방범용 CCTV 구축 감리비 34,498,000 13,872,000 20,626,00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방범용 CCTV 구축 시설부대비 11,779,000 3,672,000 8,107,000

체육진흥과 체육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시설비 20,779,074,250 16,715,966,500 12,189,149,170 8,589,925,080

체육진흥과 체육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감리비 750,416,400 729,951,500 678,213,500 72,202,900

체육진흥과 체육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45,552,530 5,320,000 5,320,000 40,232,530

체육진흥과 체육 체육시설 현대화 시설비 2,278,800,000 585,153,500 585,153,500 1,389,174,000 304,472,500

체육진흥과 체육 체육시설 현대화 시설부대비 12,917,000 941,000 941,000 9,604,000 2,372,000

체육진흥과 체육 체육시설 수해복구 시설비 225,000,000 198,705,670 9,540,000 189,165,670 26,294,330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립 시설비 10,490,970,580 10,481,800,000 3,535,153,700 6,955,816,880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립 감리비 695,960,000 521,660,000 377,660,000 318,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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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립 시설부대비 17,068,950 2,760,000 2,760,000 14,308,950

뉴타운개발과 지역및도시 심곡복개천 복원 연구용역비 50,000,000 45,622,000 45,622,000 4,378,000

뉴타운개발과 지역및도시 보금자리주택 택지개발 시설비 950,000,000 818,286,000 448,258,000 370,028,000 131,714,000

뉴타운개발과 지역및도시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비 600,000,000 600,000,000

시립도서관 문화예술 상동도서관 건립 시설비 7,066,544,850 3,297,542,320 3,297,542,320 3,769,002,530

시립도서관 문화예술 상동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 14,703,500 4,323,000 4,323,000 10,380,500

공원사업소 지역및도시 근린공원관리 시설비 3,398,550,000 1,605,884,210 1,512,524,270 1,638,634,380 93,359,940 154,031,410

공원사업소 지역및도시 근린공원관리 시설부대비 22,548,000 11,626,950 11,626,950 10,493,000 428,000 50

원미구환경위생
과 지역및도시 산림내시설물 정비 시설비 660,000,000 80,516,370 80,516,370 577,914,530 1,569,100

원미구환경위생
과 지역및도시 산림내시설물 정비 시설부대비 3,780,000 88,000 88,000 3,692,000

오정구주민생활
지원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 리모델링 시설비 397,233,000 18,003,000 18,003,000 379,230,000

오정구주민생활
지원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2,767,000 2,767,000

오정구건설과 도로 도로포장 시설비 3,186,710,000 2,090,868,920 2,090,868,920 870,020,000 225,821,080

오정구건설과 도로 도로포장 시설부대비 12,758,000 8,939,600 8,939,600 3,526,000 292,400

오정구건설과 도로 자전거도로 설치 시설비 300,000,000 266,663,500 20,000 299,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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