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2.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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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161건) 177,815,075,210 116,587,285,770 82,697,165,000 33,589,058,740 7,187,415,400 49,678,926,630 4,662,509,440

의회사무국 입법및선거관리 효율적인 의사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51,079,000 41,076,010 28,621,450 12,454,560 10,002,990

365안전센터 재난방재ㆍ민방위 사회재난관리 시설비 704,400,000 394,502,440 394,502,440 300,000,000 9,897,560

365안전센터 재난방재ㆍ민방위 자연재난관리 시설비 552,511,000 478,637,820 91,657,820 442,111,000 18,742,180

365안전센터 재난방재ㆍ민방위 방범용 CCTV 구축 시설비 6,607,719,830 3,987,788,090 3,987,788,090 2,607,200,000 12,731,740

365안전센터 재난방재ㆍ민방위 방범용 CCTV 구축 감리비 88,996,000 55,829,580 55,829,580 25,786,000 7,380,420

365안전센터 재난방재ㆍ민방위 방범용 CCTV 구축 시설부대비 10,253,500 1,040,000 1,040,000 6,826,000 2,387,500

회계과 일반행정 고강1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무관리비 21,590,000 21,590,000

회계과 일반행정 고강1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1,309,559,000 56,577,680 56,577,680 1,252,981,320

회계과 일반행정 고강1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감리비 14,428,000 14,428,000

회계과 일반행정 고강1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7,844,000 7,844,00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487,156,000 170,200,330 170,200,330 315,043,000 1,912,67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부천제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2,000,000,000 1,513,461,140 139,815,000 1,373,646,140 486,538,86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오정시장 아케이드 설치 시설비 907,317,000 831,244,830 179,941,350 727,375,65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오정시장 아케이드 설치 감리비 12,683,000 9,714,000 12,683,00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화 고강시장 고객지원센터 임대 및 리모델링 시설비 50,000,000 50,000,00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부천제일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 시설비 422,000,000 288,892,390 288,892,390 133,107,610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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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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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화 부천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00,000,000 600,000,000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ㆍ고도화 상동시장 아케이드 보수 시설비 400,000,000 38,493,120 38,493,120 361,506,880

기업지원과 산업기술지원 기업지원 시책 추진 공공운영비 8,740,000 8,384,980 5,303,980 3,081,000 355,02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문화특화지역조성 전산개발비 20,000,000 19,008,000 19,008,000 992,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문화특화지역조성 시설비 40,000,000 2,888,000 330,000 39,67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박물관 이전 건립 시설비 430,000,000 430,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오정구 생활문화시설 설치 시설비 1,366,573,000 82,588,480 82,588,480 1,282,123,000 1,861,52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오정구 생활문화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4,900,000 4,9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오정구 생활문화시설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95,100,000 95,1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소사구 생활문화시설 설치 시설비 1,402,550,000 89,218,640 14,218,640 1,388,331,36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소사구 생활문화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5,000,000 5,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소사구 생활문화시설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95,000,000 95,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문화시설 개선 시설비 1,917,288,000 634,372,930 573,257,930 1,300,000,000 44,030,07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문화시설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89,599,000 10,782,600 10,782,600 78,599,000 217,4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전시관 설치 시설비 747,400,000 53,980,610 53,980,610 693,419,000 39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삼정동 소각장 문화 재생 1차 사업 시설비 3,003,000,000 2,860,775,570 488,451,900 2,514,548,1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 2차 사업 시설비 4,453,746,000 2,989,583,000 4,453,746,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 2차 사업 감리비 446,000,000 103,010,000 446,000,00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삼정동 소각장 문화재생 2차 사업 시설부대비 10,254,000 4,210,000 4,210,000 6,0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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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애니과 문화예술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지정 연구용역비 47,000,000 41,241,440 47,000,000

만화애니과 문화예술 글로벌 웹툰창조센터 건립 연구용역비 190,000,000 57,570,000 190,000,000

만화애니과 지역및도시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사업 시설비 4,904,062,010 4,895,778,890 4,341,470,210 562,591,800

만화애니과 지역및도시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사업 감리비 319,750,000 285,920,340 172,409,870 147,340,130

만화애니과 지역및도시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2,798,750 1,620,000 1,620,000 11,178,750

체육진흥과 체육 체육시설 현대화 시설비 6,358,348,730 4,498,105,870 3,521,519,920 1,829,530,000 925,820,940 81,477,870

체육진흥과 체육 체육시설 현대화 시설부대비 40,918,000 5,501,930 5,501,930 8,589,000 26,827,070

체육진흥과 체육 야구장 신축 시설비 1,467,548,000 1,423,861,230 1,322,853,750 101,007,480 43,686,770

체육진흥과 체육 인공암벽장 설치 시설비 1,500,000,000 1,497,455,260 40,355,000 1,457,100,260 2,544,740

체육진흥과 체육 인공암벽장 설치 시설부대비 5,222,820 1,000,000 4,222,820

체육진흥과 체육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4,100,000,000 471,427,800 16,740,800 4,083,259,200

체육진흥과 체육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6,300,000 2,270,280 2,270,280 4,029,720

체육진흥과 체육 송내동 배드민턴장 건립 시설비 800,000,000 799,972,370 35,142,000 764,830,370 27,630

체육진흥과 체육 송내동 배드민턴장 건립 시설부대비 5,040,000 1,000,000 4,040,000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상동복지문화센터건립(가칭) 시설비 6,236,733,940 451,121,500 451,121,500 5,785,612,440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상동복지문화센터건립(가칭) 감리비 540,000,000 540,000,000

복지정책과 취약계층지원 상동복지문화센터건립(가칭) 시설부대비 10,000,000 10,000,000

여성청소년과 노인ㆍ청소년 청소년수련시설등 운영내실화 시설비 190,000,000 171,873,950 171,873,950 13,000,000 5,126,050

여성청소년과 노인ㆍ청소년 청소년수련시설등 운영내실화 자산및물품취득비 31,216,000 31,2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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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노인ㆍ청소년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7,953,033,600 4,457,118,290 2,067,212,340 5,885,821,260

여성청소년과 노인ㆍ청소년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감리비 846,622,000 569,900,000 132,488,000 714,134,000

여성청소년과 노인ㆍ청소년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부대비 2,717,000 660,000 660,000 2,057,000

보육아동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설치 시설비 1,033,159,000 253,100,050 253,100,050 377,190,000 402,868,950

보육아동과 보육ㆍ가족및여성 어린이집 설치 민간대행사업비 297,500,000 229,721,300 229,721,300 7,500,000 60,278,700

노인장애인과 노인ㆍ청소년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시설비 46,200,000 22,823,830 23,100,000 22,823,830 276,170

노인장애인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 지원 사무관리비 164,640,000 159,489,800 159,489,800 2,232,000 2,918,200

노인장애인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36,594,000 303,617,640 303,617,640 30,766,790 2,209,570

노인장애인과 노인ㆍ청소년 경로당 지원 시설비 304,500,000 280,068,900 280,068,900 1,529,900 22,901,200

노인장애인과 취약계층지원 장애인회관 건립 시설비 190,000,000 11,191,000 11,191,000 170,000,000 8,809,0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139,393,000 137,689,300 89,056,500 48,632,800 1,703,7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 결정 관리 연구용역비 1,619,861,500 1,438,158,000 794,933,900 332,893,000 106,015,800 361,573,600 24,445,2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도시계획 결정 관리 시설비 500,000,000 142,483,000 500,000,00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역세권개발사업 연구용역비 529,277,240 350,343,850 529,277,240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토지적성평가 연구용역비 160,000,000 113,510,000 2,000,000 158,000,000

도시정책과 지역및도시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무관리비 52,457,000 49,135,460 29,435,460 19,700,000 3,321,540

도시정책과 지역및도시 춘의동 공업지역 재생사업 추진 시설비 200,000,000 200,000,000

토지정보과 지역및도시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 16,382,000 1,050,000 1,050,000 14,993,000 339,000

건축과 지역및도시 불법건축물 단속 연구용역비 277,000,000 220,330,000 110,165,000 166,8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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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지역및도시 경관개선 사업 연구용역비 415,000,000 316,419,000 94,930,000 320,070,000

원도심지원과 지역및도시 쾌적한 복사골 ZERO 주택사업 조성 시설비 29,541,000 24,832,630 24,832,630 4,708,370

참여소통과 일반행정 행정복지센터 추진 사무관리비 163,543,000 158,172,660 139,917,060 18,255,600 5,370,340

정보통신과 일반행정 U-부천 역량강화 지원 사무관리비 176,940,000 21,450,000 21,450,000 153,680,000 1,810,000

정보통신과 일반행정 U-부천 역량강화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6,320,000 56,320,000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어린이 인플루엔자 의료및구료비 144,320,000 144,320,000

소사보건센터 보건의료 어린이 건강체험센터 운영 시설비 950,000,000 950,000,000

소사보건센터 보건의료 어린이 인플루엔자 의료및구료비 65,600,000 65,600,000

오정보건센터 보건의료 어린이 인플루엔자 의료및구료비 52,480,000 52,480,000

환경정책과 환경보호일반 시민환경 참여 활동 연구용역비 100,000,000 80,626,810 40,313,400 40,313,410 19,373,190

하수과 수자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시설비 23,806,476,800 22,827,415,040 19,213,755,050 4,592,721,750

하수과 수자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감리비 989,610,000 879,790,000 429,375,000 560,235,000

하수과 수자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시설부대비 55,900,940 16,566,600 16,566,600 39,334,340

하수과 수자원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시설비 2,587,421,820 2,323,891,870 1,573,787,110 1,013,634,710

하수과 수자원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시설부대비 6,286,200 2,037,400 2,037,400 4,248,800

하수과 수자원 심곡천일원 빛의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985,000,000 33,762,390 33,762,390 951,237,610

청소과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금 11,146,725,150 10,341,295,530 10,110,160,540 318,508,000 718,056,610

교통정책과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생활교통 개선사업 시설비 820,000,000 721,430,000 360,715,000 360,715,000 98,570,000

교통정책과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30,000,000 112,893,000 56,446,500 56,446,500 17,1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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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440,000,000 440,000,000

대중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교통행정 운영 연구용역비 570,000,000 491,590,000 196,636,000 373,364,000

교통시설과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송내남부역 교통개선공사 타당성 용역 시설비 68,430,000 68,429,940 68,429,940 60

교통시설과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주차장사업 기본 및 타당성용역 시설비 87,462,000 87,462,000 26,238,600 61,223,400

교통시설과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전통시장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설비 90,000,000 78,620,000 39,310,000 39,310,000 11,380,000

교통시설과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개발제한구역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설비 171,909,000 171,909,000 85,900,000 86,009,000

교통시설과 지역및도시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시설비 6,108,755,700 3,989,360,080 3,792,004,490 2,316,751,210

교통시설과 지역및도시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감리비 465,887,250 135,488,990 135,488,990 330,398,260

교통시설과 지역및도시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746,370 10,508,050 10,508,050 238,320

교통시설과 지역및도시 송내 무지개광장 동절기 문화시설 조성 사업 시설비 150,000,000 128,307,990 64,153,990 85,846,010

도로정책과 도로 소사로(원종IC-오쇠삼거리)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50,000,000 50,000,000

도로정책과 도로 소사로~호현로간(대로2-4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20,000,000 90,627,000 46,002,000 73,998,000

도로정책과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굴포천 Eco 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 시설비 1,597,000,000 1,293,811,290 230,113,940 1,366,886,060

도로정책과 대중교통ㆍ물류등
기타

굴포천 Eco 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 시설부대비 6,275,000 1,259,730 1,259,730 5,015,270

도로관리과 도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비 403,545,050 369,836,850 369,836,850 20,967,500 12,740,700

도로관리과 도로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6,637,000 6,637,000

도로관리과 도로 범안로 확장공사 시설비 23,574,517,260 14,568,097,730 13,716,335,320 7,858,181,940 2,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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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과 도로 범안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8,488,860 4,408,250 4,408,250 4,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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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 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2,184,369,780 1,556,167,120 1,444,308,910 625,273,000 37,186,370 77,601,500

도로관리과 도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부대비 10,914,000 5,910,000 5,910,000 1,450,000 3,554,000

도로관리과 도로 도로유지 보수 관리 시설비 394,500,000 88,676,840 88,676,840 300,000,000 5,823,160

도로관리과 도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시범사업 시설비 500,000,000 500,000,000

도로관리과 도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시범사업 시설부대비 3,600,000 3,600,000

도로관리과 도로 동절기 제설작업 시설비 414,000,000 309,588,440 102,792,000 264,000,000 47,208,000

도로관리과 도로 소로2류215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472,000,000 6,415,200 6,415,200 2,465,584,800

도로관리과 도로 소로2류215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8,900,000 8,900,000

도로관리과 도로 상동 보도육교 시설 개보수 시설비 800,000,000 800,000,000

도로관리과 도로 상동 보도육교 시설 개보수 시설부대비 2,160,000 2,160,000

도로관리과 도로 소사로 정비(1단계) 시설비 3,819,725,000 2,023,695,860 145,100,500 3,674,624,500

도로관리과 도로 소사로 정비(1단계) 시설부대비 10,314,000 480,000 480,000 9,834,000

도로관리과 도로 심곡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700,000,000 700,000,000

도로관리과 도로 심곡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시설부대비 4,410,000 4,410,000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공원조성 계획 시설비 475,000,000 372,648,040 62,354,000 90,000,000 310,294,040 12,351,960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원미공원 조성 시설비 3,233,717,730 2,838,619,170 1,200,856,050 2,032,861,680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원미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12,291,200 1,380,000 1,380,000 10,911,200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송내공원 조성 시설비 1,283,315,250 1,118,503,870 358,561,960 924,753,290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송내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12,315,680 1,540,000 1,540,000 10,77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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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소사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213,000,000 205,491,300 90,575,000 122,425,000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오정공원 조성 시설비 199,985,000 180,379,200 53,147,000 146,838,000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설비 1,794,395,000 1,700,551,100 1,267,761,920 432,789,180 93,843,900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13,090,000 5,061,760 5,061,760 3,600,000 4,428,240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수주공원 확대조성 시설비 1,050,007,770 926,234,480 1,050,00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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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솔안말 농촌생태공원경관조성 시설비 1,400,000,000 1,185,326,660 33,101,890 1,366,898,110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솔안말 농촌생태공원경관조성 시설부대비 5,040,000 720,000 720,000 4,320,000

공원조성과 지역및도시 도당 배수지공원 조성 시설비 325,000,000 21,774,740 21,774,740 300,000,000 3,225,260

공원조성과 농업ㆍ농촌 수목원 운영 시설비 300,540,000 163,029,170 163,029,170 132,000,000 5,510,830

공원조성과 농업ㆍ농촌 수목원 운영 시설부대비 1,333,000 192,500 192,500 1,000,000 140,500

공원관리과 지역및도시 수목관리 시설비 260,000,000 108,332,400 108,332,400 150,000,000 1,667,600

공원관리과 지역및도시 수목관리 시설부대비 1,320,000 240,000 240,000 1,080,000

공원관리과 지역및도시 시설관리 시설비 1,465,040,000 1,128,810,150 967,978,150 300,000,000 160,832,000 36,229,850

공원관리과 지역및도시 시설관리 시설부대비 5,700,000 1,940,000 1,940,000 2,160,000 1,600,000

공원관리과 지역및도시 아동안전 CCTV 설치사업 시설비 1,864,808,480 1,609,359,670 1,609,359,670 255,448,810

공원관리과 지역및도시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 시설비 250,000,000 231,917,380 9,678,000 222,239,380 18,082,620

공원관리과 지역및도시 시설관리 시설비 1,270,000,000 280,559,990 248,507,980 1,000,000,000 21,492,020

공원관리과 지역및도시 시설관리 시설부대비 7,244,000 530,000 530,000 6,300,000 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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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과 지역및도시 도시숲 정비사업 시설비 300,000,000 10,013,000 10,013,000 289,987,000

녹지과 지역및도시 도시숲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160,000 2,160,000

녹지과 지역및도시 생활환경숲 조성 시설비 200,000,000 4,780,000 4,780,000 195,220,000

녹지과 지역및도시 생활환경숲 조성 시설부대비 1,440,000 1,440,000

도시농업과 농업ㆍ농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기타보상금 3,353,680,000 2,718,633,450 2,718,633,450 635,008,000 38,550

평생교육과 유아및초중등교육 과학클러스터 조성 사무관리비 28,500,000 2,982,000 2,982,000 25,000,000 518,000

평생교육과 평생ㆍ직업교육 시민교육과정 행사운영비 170,000,000 165,000,000 165,000,000 5,000,000

상동도서관 문화예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추진 연구용역비 70,000,000 64,134,500 64,134,500 5,865,500

상동도서관 문화예술 신중동역사 내 작은 도서관 조성 시설비 120,000,000 120,000,000

원미도서관 문화예술 역곡도서관 건립 시설비 180,000,000 21,000,000 21,000,000 159,000,000

심곡2동 
민원행정과

일반행정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13,420,000 36,684,550 36,684,550 76,735,000 450

역곡1동 일반행정 청사관리 시설비 63,100,000 57,484,880 1,694,000 55,790,880 5,615,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