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2. 다음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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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건) 162,558,259,290 102,288,237,400 75,566,124,810
22,691,068,250
(392,263,000)

3,416,879,360
(177,160,000)

58,267,912,920
(2,119,000,000)

2,616,273,950

의회사무국 입법및선거관리 효율적인 의사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35,000,000 13,365,580 13,365,580 16,079,000 5,555,420

기획실 지역및도시 움직이는 문화공감 3.0부천 시설비 20,000,000 20,000,000

기획실 지역및도시 움직이는 문화공감 3.0부천
자산및물품취득
비

45,000,000 45,000,000

기획실 지역및도시 사람중심 문화플렛폼 조성사업 시설비 60,000,000 52,701,600 52,701,600 7,298,400

기획실 지역및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사무관리비 23,750,000 19,761,000 3,625,000 16,136,000 3,989,000

365안전센터
재난방재ㆍ민방
위

방범용 CCTV 구축 시설비 11,161,663,680 9,192,929,240 7,161,143,850 4,000,519,830

365안전센터
재난방재ㆍ민방
위

방범용 CCTV 구축 감리비 69,494,000 50,729,580 5,690,000 63,210,000 594,000

365안전센터
재난방재ㆍ민방
위

방범용 CCTV 구축 시설부대비 13,230,000 9,802,500 9,802,500 3,427,50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부천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679,985,000 582,077,750 117,338,200 562,646,80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부천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감리비 10,284,000 6,800,000 10,284,00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부천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3,903,000 16,760 16,760 3,886,24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오정종합시장 전기, 소방설비 교체 시설비 173,500,000 156,065,350 15,219,000 158,281,00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부천제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2,000,000,000 2,000,000,00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부천제일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 시설비 422,000,000 422,000,00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
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00,000,000 100,000,000

기업지원과 산업기술지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
조

128,297,000 117,059,500 117,059,500 11,200,000 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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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
에너지및자원개
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 시설비 60,000,000 47,944,700 47,944,700 12,055,300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상동복지문화센터건립(가칭) 시설비 2,938,691,000 655,078,560 203,957,060 2,734,733,940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상동복지문화센터건립(가칭) 감리비 152,000,000 152,000,000

복지운영과 취약계층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2,806,883,000 2,246,507,000 2,246,507,000
560,376,000

(392,263,000)

여성청소년과 노인ㆍ청소년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2,561,320,800 2,561,320,800 566,665,200 1,994,655,600

여성청소년과 노인ㆍ청소년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부대비 10,000,000 7,283,000 7,283,000 2,717,000

보육아동과
보육ㆍ가족및여
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설비 2,572,980,000 2,567,327,630 151,648,500 2,421,331,500

보육아동과
보육ㆍ가족및여
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감리비 63,390,000 56,682,830 63,390,000

보육아동과
보육ㆍ가족및여
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시설부대비 9,800,000 9,800,000

보육아동과
보육ㆍ가족및여
성

어린이집 설치 시설비 2,005,116,000 1,679,260,750 1,667,960,750 170,292,000 11,300,000 155,563,250

보육아동과
보육ㆍ가족및여
성

어린이집 설치 감리비 28,068,000 22,454,000 22,454,000 3,588,000 2,026,000

보육아동과
보육ㆍ가족및여
성

어린이집 설치 시설부대비 6,903,000 5,265,050 5,265,050 1,143,000 494,950

보육아동과
보육ㆍ가족및여
성

어린이집 설치 민간대행사업비 90,000,000 60,000,000 60,000,000 30,000,000

노인장애인과 노인ㆍ청소년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시설비 23,100,000 23,100,000

노인장애인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62,800,000 39,180,000 39,180,000 22,820,000 800,0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122,959,500 113,629,500 74,236,500 39,393,000 9,330,0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 결정 관리 사무관리비 135,728,000 70,949,600 70,949,600 50,000,000 14,778,4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 결정 관리 연구용역비 1,621,317,300 1,370,369,200 532,116,700 235,418,000 66,643,500 751,800,000 35,339,1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역세권개발사업 연구용역비 709,700,000 530,766,610 180,422,760 529,27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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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DB 구축 전산개발비 450,000,000 382,150,000 192,150,000 257,850,000

토지정보과 지역및도시 시스템 및 S/W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2,671,000 104,192,880 65,324,880 44,350,000 12,996,120

공동주택과 지역및도시 공동주택단지 지원 및 관리
민간자본사업보
조

1,389,726,000 1,207,673,000 1,207,673,000 182,053,000

교통시설과
대중교통ㆍ물류
등기타

생활교통개선사업 시설비 820,000,000 820,000,000

철도운영과 지역및도시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시설비 10,094,711,660 6,850,177,960 3,983,955,960
6,110,755,700

(2,119,000,000)

철도운영과 지역및도시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감리비 860,000,000 633,421,740 394,112,750 465,887,250

철도운영과 지역및도시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2,547,120 17,572,750 13,800,750 8,746,370

철도운영과 도시철도 경인선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사업 시설비 498,193,000 394,000,000 360,193,000 138,000,000

도로과 도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비 528,694,480 225,149,430 225,149,430 303,545,050

도로과 도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12,339,200 5,702,200 5,702,200 6,637,000

도로과 도로 신흥로 ∼ 대장동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00,000,000 404,906,390 404,906,390 95,093,610

도로과 도로 신흥로 ∼ 대장동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3,600,000 30,000 30,000 3,570,000

도로과 도로 범안로 확장공사 시설비 32,730,690,000 9,457,650,980 9,156,172,740 23,574,517,260

도로과 도로 범안로 확장공사 감리비 13,000,000 11,827,000 13,000,000

도로과 도로 범안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17,500,000 9,011,140 9,011,140 8,488,860

도로과 도로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983,066,000 940,261,850 696,501,400 283,621,670 2,942,930

도로과 도로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4,934,000 4,934,000

도로과 도로 공동구 운영 시설비 820,000,000 748,149,500 652,123,000 118,046,000 49,831,000

도로과 도로 공동구 운영 시설부대비 4,662,000 1,250,000 1,250,000 3,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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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대중교통ㆍ물류
등기타

굴포천 Eco 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 시설비 641,000,000 86,439,790 40,000,000 60,000,000 541,000,000

보건관리과 보건의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의료및구료비 447,493,000 447,493,000 194,407,150
253,085,850

(177,16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시립예술단 운영
자산및물품취득
비

55,000,000 48,197,000 48,197,000 6,803,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
조

130,500,000 39,434,660 39,434,660 40,000,000 51,065,34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움직이는 문화공감 3.0
민간경상사업보
조

100,000,000 39,999,410 39,999,410 60,000,000 59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삼정동 소각장 문화 재생사업 시설비 3,300,000,000 297,590,080 297,590,080 1,650,000,000 1,352,409,92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 2차 사업 시설비 2,000,000,000 2,000,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상상거리 활성화 행사관련시설비 100,000,000 100,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부천문화원 건립 시설비 7,502,881,070 7,417,492,890 7,405,292,890 12,200,000 85,388,180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카툰공감 100
민간경상사업보
조

85,000,000 34,000,000 34,000,000 51,000,000

문화산업과 지역및도시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사업 시설비 4,239,483,100 2,779,346,090 335,421,090 3,904,062,010

문화산업과 지역및도시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사업 감리비 350,000,000 278,948,340 30,250,000 319,750,000

문화산업과 지역및도시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8,000,000 5,201,250 5,201,250 12,798,750

체육진흥과 체육 체육시설 현대화 시설비 3,320,305,920 2,156,470,360 1,967,223,630 1,000,000,000 189,246,730 163,835,560

체육진흥과 체육 체육시설 현대화 시설부대비 21,270,000 1,658,000 1,658,000 7,200,000 12,412,000

체육진흥과 체육 야구장 신축 시설비 1,500,000,000 1,150,775,870 32,452,000 1,467,548,000

체육진흥과 체육 야구장 신축 시설부대비 5,400,000 5,400,000

체육진흥과 체육 인공암벽장 설치 시설비 1,500,000,000 1,500,000,000

체육진흥과 체육 인공암벽장 설치 시설부대비 5,400,000 177,180 177,180 5,2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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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체육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400,000,000 400,000,000

체육진흥과 체육 송내동 배드민턴장 건립 시설비 800,000,000 35,142,000 800,000,000

체육진흥과 체육 송내동 배드민턴장 건립 시설부대비 5,040,000 5,040,000

상동도서관 문화예술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5,200,000 2,588,750 2,588,750 2,000,000 611,250

상동도서관 문화예술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자산및물품취득
비

133,600,000 3,420,000 3,420,000 130,000,000 180,000

하수과 수자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시설비 13,517,007,800 12,317,344,520 7,615,821,000 5,901,186,800

하수과 수자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감리비 950,000,000 635,180,000 510,390,000 439,610,000

하수과 수자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시설부대비 32,831,000 10,444,060 10,444,060 22,386,940

하수과 수자원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시설비 1,142,900,000 1,112,575,350 612,578,180 530,321,820

하수과 수자원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시설부대비 8,677,000 2,390,800 2,390,800 6,286,200

청소과 폐기물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재료비 42,400,000 42,400,000

청소과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금 11,453,366,000 11,297,968,390 10,799,267,850 654,098,150

녹지과 지역및도시 지자체도시숲조성 시설비 400,000,000 389,011,650 296,356,820 92,654,830 10,988,350

녹지과 지역및도시 지자체도시숲조성 시설부대비 2,880,000 710,000 710,000 870,000 1,300,000

공원과 지역및도시 원미공원 조성 시설비 1,980,575,410 1,844,857,680 1,844,857,680 135,717,730

공원과 지역및도시 원미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8,089,400 4,163,200 4,163,200 3,926,200

공원과 지역및도시 송내공원 조성 시설비 5,560,200,000 4,276,884,750 4,276,884,750 1,283,315,250

공원과 지역및도시 송내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13,149,080 833,400 833,400 12,315,680

공원과 지역및도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설비 1,829,007,000 1,012,940,730 1,012,940,730 800,000,000 16,06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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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지역및도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12,600,000 4,735,000 4,735,000 5,760,000 2,105,000

공원과 지역및도시 오정공원 조성 시설비 200,000,000 15,000 15,000 199,985,000

공원과 지역및도시 소사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200,000,000 131,574,000 200,000,000

공원과 지역및도시 도당공원 조성 시설비 2,200,000,000 1,421,445,590 1,215,952,050 984,047,950

공원과 지역및도시 도당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10,080,000 4,279,800 4,279,800 5,800,200

공원과 지역및도시 수주공원 확대조성 시설비 1,145,000,000 94,992,230 94,992,230 1,050,007,770

공원과 지역및도시 수주공원 확대조성 시설부대비 3,960,000 3,960,000

공원과 지역및도시 도당공원 조성 시설비 1,057,173,650 1,056,644,790 219,078,350 837,566,440 528,860

공원과 지역및도시 도당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4,079,000 570,000 570,000 3,509,000

공원과 지역및도시 아동안전 CCTV 설치 시설비 66,000,000 40,116,920 40,116,920 18,359,000 7,524,080

공원관리과 지역및도시 아동안전 CCTV 설치사업 시설비 1,430,000,000 796,937,920 796,937,920 632,808,480 253,600

공원관리과 지역및도시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 시설비 250,000,000 250,000,000

공원관리과 지역및도시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 시설부대비 1,800,000 1,800,000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기타보상금 2,805,000,000 2,189,628,150 2,189,628,150 587,680,000 27,691,850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198,000,000 591,020,010 591,020,010 595,225,000 11,754,990

균형발전과 지역및도시 영상문화단지 개발 시설비 440,000,000 428,288,000 180,631,500 247,656,500 11,712,000

원도심지원과 지역및도시 재생전략 연구용역비 687,000,000 565,250,000 339,150,000 226,100,000 121,750,000

재개발과 지역및도시 주택 재개발 정비 사무관리비 47,360,000 43,600,000 17,180,000 26,420,000 3,760,000

재개발과 지역및도시 도시재정비 사무관리비 77,508,500 71,913,500 40,473,500 31,440,000 5,5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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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역곡2동 주민센터 증축 시설비 500,000,000 40,955,480 459,044,000 40,955,480 520

원미구건설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950,000,000 950,000,000

원미구건설과 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1,662,942,000 1,230,078,610 1,218,152,010 415,360,000 29,429,990

원미구건설과 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부대비 3,943,000 2,880,000 1,063,000

원미구건설과 도로 동절기 제설작업 시설비 150,000,000 127,077,900 150,000,000

원미구건설과 도로 상동 보도육교 시설 개보수 시설비 500,000,000 500,000,000

소사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340,000,000 289,971,250 62,543,500 50,000,000 227,427,750 28,750

소사구행정지원
과

일반행정 청사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
비

8,000,000 7,601,500 214,500 7,387,000 398,500

소사구민원지적
과

지역및도시 지적업무추진 사무관리비 9,653,000 7,755,200 350,000 7,405,200 1,897,800

소사구건설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재해 및 설해대책 시설비 80,000,000 67,823,000 80,000,000

오정구건설과 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2,099,846,620 1,715,053,440 850,803,660 86,000,000 787,024,780 376,018,180

오정구건설과 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부대비 8,460,000 2,776,000 2,776,000 5,614,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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