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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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102건) 151,068,061,090 84,849,790,200 43,870,542,540 15,576,043,200 7,163,547,960 78,747,046,390 5,710,881,000

지역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중소유통물류센타건립 시설비 2,250,000,000 2,250,000,000

녹색농정과 농업ㆍ농촌 수목원조성 시설비 6,412,620,240 5,078,243,850 3,042,705,640 3,369,914,600

녹색농정과 농업ㆍ농촌 수목원조성 감리비 344,216,000 195,495,000 182,930,000 161,2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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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보수공사 사회복지보조 200,000,000 200,000,000

문화콘텐츠과 문화예술 서커스상설공연장건립 민간자본보조 518,019,000 518,019,000

문화콘텐츠과 문화예술 영상문화단지 개발 연구용역비 379,000,000 337,952,000 171,726,000 207,274,0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74,712,000 245,410,000 51,185,310 194,224,690 29,302,0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 결정 관리 시설비 150,000,000 10,000,000 150,000,0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64,300,000 477,536,600 240,465,100 237,071,500 86,763,400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경관개선 사업 연구용역비 222,500,000 200,860,000 100,430,000 100,430,000 21,640,000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만화특화거리 조성 시설비 2,990,000,000 2,757,682,460 707,678,930 2,050,003,530 232,317,540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만화특화거리 조성 시설부대비 19,893,000 7,434,600 7,434,600 12,458,400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공공디자인 사업 연구용역비 300,000,000 189,230,000 104,065,000 85,165,000 110,77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원미근린공원조성 시설비 5,085,524,530 196,120,000 196,120,000 4,889,404,53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원미근린공원조성 시설부대비 12,308,600 14,000 14,000 12,2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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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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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심곡근린공원 조성 시설비 3,600,000,000 2,345,256,040 1,772,466,900 1,170,246,000 572,789,140 84,497,96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심곡근린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4,410,000 176,000 176,000 4,234,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송내공원 조성 시설비 1,775,772,000 69,118,000 69,118,000 1,700,000,000 6,654,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송내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6,120,000 6,12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근린공원리모델링 조성사업 시설비 2,000,000,000 100,407,000 50,200,000 1,949,8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근린공원리모델링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200,000 7,2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소사대공원조성 시설비 18,000,000 16,560,000 16,560,000 1,44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설비 600,000,000 600,00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4,320,000 4,320,00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부천 누리길 조성사업 시설비 715,000,000 640,252,780 19,660,000 620,592,780 74,747,220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부천 누리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505,000 4,505,000

교통정책과
대중교통ㆍ물류
등기타

교통행정 운영 연구용역비 295,000,000 263,000,000 105,200,000 189,800,000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시설비 8,217,577,740 4,574,030,750 4,538,027,530 3,679,550,210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감리비 349,056,000 130,565,000 130,565,000 218,491,000

도로과 도로 계수대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7,113,800 15,555,550 15,555,550 1,558,25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2단계) 확장 시설비 13,578,019,300 5,334,150,830 1,016,576,060 12,561,443,24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2단계) 확장 시설부대비 7,961,240 7,961,240

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시설비 20,449,187,390 15,659,203,570 4,126,920,400 16,322,266,990

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감리비 1,630,200,000 954,580,000 493,900,000 1,136,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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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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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도로과 도로 여월택지 ~ 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11,601,360 5,971,900 5,971,900 5,629,460

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0,438,742,030 9,673,531,610 7,703,153,120 2,735,588,910

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930,300,000 796,800,000 742,200,000 188,100,000

도로과 도로 서운~삼정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20,509,040 1,510,000 1,510,000 18,999,04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3단계) 확장공사 시설비 15,071,446,620 2,632,512,420 192,441,380 14,879,005,24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3단계) 확장공사 감리비 1,428,670,000 940,443,000 1,428,670,000

도로과 도로 계남큰길(3단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32,058,960 6,672,140 6,672,140 25,386,820

도로과 도로 서태말지구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376,421,750 2,220,526,720 1,175,948,550 2,200,473,200

도로과 도로 서태말지구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35,659,100 1,639,000 1,639,000 34,020,100

도로과 도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비 3,136,540,000 44,434,500 44,434,500 3,092,105,500

도로과 도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14,518,560 920,000 920,000 13,598,560

도로과 도로 대장동일원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00,000,000 99,489,000 99,489,000 511,000

도로과 도로 소로3류 659호선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150,000,000 150,000,000

도로과 도로 소로3류 659호선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324,000 324,000

도로과 도로 부천남부역광장 개선사업 시설비 500,000,000 289,402,580 129,199,370 370,800,000 630

도로과 도로 부천남부역광장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600,000 3,600,000

도로과 도로 오정산업단지 지하차도 주변 정비공사 시설비 400,000,000 208,451,640 400,000,000

도로과 도로 오정산업단지 지하차도 주변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2,880,000 400,000 400,000 2,480,000

도로과 도로 가톨릭대학로 조성사업 시설비 500,000,000 25,898,900 25,898,900 474,10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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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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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도로과 도로 가톨릭대학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600,000 577,500 577,500 3,022,000 500

도로과 도로 부천대학로 조성사업 시설비 30,000,000 25,865,000 25,865,000 4,135,000

도로과 일반행정 길주로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 250,000,000 195,016,000 175,707,010 19,308,990 54,984,00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시설비 486,950,000 255,470,460 172,691,560 82,778,900 231,479,54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감리비 9,450,000 3,800,000 3,800,000 5,650,000

재난안전관리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시설부대비 3,600,000 3,600,000

행정지원과 일반행정 청사운영
자산및물품취득
비

404,018,000 395,731,590 343,441,590 52,290,000 8,286,410

행정지원과 일반행정 공무원 자녀 보육지원 시설비 961,150,000 677,358,580 59,162,590 901,987,000 410

행정지원과 일반행정 공무원 자녀 보육지원 감리비 15,150,000 9,800,000 15,150,000

행정지원과 일반행정 공무원 자녀 보육지원 시설부대비 5,750,000 5,750,000

행정지원과 일반행정 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 279,360,000 197,790,240 108,690,240 89,100,000 81,569,760

정보통신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방범용 CCTV 구축 시설비 1,052,844,000 967,479,900 29,079,900 938,400,000 85,364,100

정보통신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방범용 CCTV 구축 감리비 13,872,000 12,420,000 12,420,000 1,452,000

정보통신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방범용 CCTV 구축 시설부대비 3,672,000 700,000 700,000 2,972,000

체육진흥과 체육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시설비 222,000,000 47,080,000 47,080,000 167,382,000 7,538,000

체육진흥과 체육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시설부대비 1,599,000 1,599,000

체육진흥과 체육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시설비 8,549,925,080 5,005,476,400 5,005,476,400 20,000,000 3,524,448,680

체육진흥과 체육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80,232,530 56,979,900 47,574,900 9,405,000 23,252,630

체육진흥과
유아및초중등교
육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500,000,000 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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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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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물재생과 수자원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300,000,000 218,000,000 218,000,000 82,000,000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립 시설비 6,955,816,880 6,946,646,300 6,955,816,880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립 감리비 318,300,000 144,000,000 318,300,000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전처리 시설 건립 시설부대비 14,308,950 790,000 790,000 13,518,950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연구용역비 50,000,000 42,940,800 340,800 49,659,200

청소과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580,000,000 580,000,000

관리과 문화예술 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시설비 1,149,000,000 1,149,000,000

자료봉사과 문화및관광일반 도서관 자료 확충 도서구입비 200,000,000 200,000,000

원미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상1동주민센터 증축 및 보수 시설비 468,658,000 17,500,000 17,500,000 451,158,000

원미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상1동주민센터 증축 및 보수 감리비 8,430,000 8,430,000

원미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상1동주민센터 증축 및 보수 시설부대비 3,212,000 2,226,400 2,226,400 985,000 600

원미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상1동주민센터 증축 및 보수
자산및물품취득
비

9,700,000 9,700,000

원미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원미2동주민센터 문화공간 조성
자산및물품취득
비

30,000,000 30,000,000

원미구건설과 지역및도시 소로3류695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2,944,545,000 1,983,262,790 1,983,262,790 961,245,000 37,210

원미구건설과 지역및도시 소로3류695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부대비 2,609,000 2,609,000

원미구건설과 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2,600,000,000 2,438,572,440 1,975,085,260 540,000,000 84,914,740

원미구건설과 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부대비 12,114,000 8,393,600 8,393,600 3,402,000 318,400

원미구공원관리
과

지역및도시 시설관리 시설비 5,839,808,320 5,402,529,470 3,725,652,720 1,676,767,030 437,388,570

원미구공원관리
과

지역및도시 시설관리 시설부대비 36,171,000 8,341,550 8,341,550 11,318,000 16,511,450

- 5 -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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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소사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173,000,000 94,293,260 94,293,260 70,000,000 8,706,740

소사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청사유지관리 시설부대비 630,000 630,000

오정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청사관리 시설비 722,500,000 21,285,000 21,285,000 700,000,000 1,215,000

오정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청사관리 시설부대비 4,410,000 4,410,000

오정구환경위생
과

지역및도시 도시녹화사업 시설비 498,000,000 185,340,530 185,340,530 298,000,000 14,659,470

오정구환경위생
과

지역및도시 도시녹화사업 시설부대비 3,440,000 440,000 440,000 2,000,000 1,000,000

오정구환경위생
과

지역및도시 시설관리 시설비 1,394,000,000 36,965,000 36,965,000 1,357,035,000

오정구환경위생
과

지역및도시 시설관리 시설부대비 8,880,000 8,880,000

오정구건설과 도로 도로포장 시설비 4,689,027,000 2,683,272,050 2,630,927,060 1,671,614,000 386,485,940

오정구건설과 도로 도로포장 시설부대비 19,297,000 16,008,000 16,008,000 2,451,000 838,000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