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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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건) 36,198,744,470 23,322,150,210 19,365,189,250 12,723,164,530 4,068,353,790 42,036,900

문화공보실 문화재 문화관건립 연구용역비 50,000,000 50,000,000

총무과 일반행정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340,720,000 188,383,930 188,383,930 150,000,000 2,336,070

주민생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사회보건 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개량 민간자본보조 2,808,298,000 2,808,298,000

주민생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사회보건 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개량 민간자본보조 626,200,000 626,200,000 438,340,000 187,860,000

주민생활지원과 취약계층지원 사회보건 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개량 민간자본보조 347,476,000 347,476,000

주민복지과 노인ㆍ청소년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1,872,700,000 1,602,486,430 50,382,100 502,700,000 1,319,617,900

주민복지과 노인ㆍ청소년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33,000,000 25,756,000 10,000,000 23,000,000

주민복지과 노인ㆍ청소년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8,552,500 1,058,000 1,058,000 4,000,000 3,494,500

경제통상과 농업ㆍ농촌 농촌 생활환경정비(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 306,833,000 244,260,130 244,260,130 62,572,870

경제통상과 농업ㆍ농촌 농촌 생활환경정비(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167,000 2,167,000

경제통상과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팔달신시장 중심부 아케이드 설치사업 시설비 2,767,000,000 1,294,642,570 1,231,768,580 1,535,231,420

경제통상과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팔달신시장 중심부 아케이드 설치사업 감리비 30,000,000 12,000,000 12,000,000 18,000,000

경제통상과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팔달신시장 중심부 아케이드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3,000,000 1,520,000 1,520,000 1,480,000

경제통상과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팔달신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588,000,000 301,332,330 289,281,400 298,718,600

경제통상과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팔달신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10,000,000 4,100,000 10,000,000

경제통상과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팔달신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2,00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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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과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대구능금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 561,000,000 406,290,230 381,305,520 179,694,480

경제통상과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대구능금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감리비 7,000,000 5,262,000 7,000,000

경제통상과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대구능금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부대비 2,000,000 1,120,000 1,120,000 880,000

도시관리과 지역및도시 구수산공원내 도로건설 시설비 892,953,500 686,646,180 647,979,610 244,973,890

도시관리과 지역및도시 구수산공원내 도로건설 시설부대비 5,600,000 3,160,000 3,160,000 2,440,000

도시관리과 지역및도시 팔달동금호강수변종합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5,000,000 45,000,000 45,000,000

재난안전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701,844,000 2,835,065,860 1,697,562,030 4,004,281,970

재난안전과
재난방재ㆍ민방
위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156,000 3,870,000 3,870,000 6,286,000

건축주택과 지역및도시 학교용지부담금환급 과오납금등 7,682,288,000 7,569,081,410 7,569,081,410 113,206,590

건설과 도로 읍내동 970번지선 도로건설 시설비 896,400,000 710,397,000 710,397,000 186,003,000

건설과 도로 읍내동 970번지선 도로건설 시설부대비 3,600,000 640,000 640,000 2,960,000

건설과 도로 매천동 509번지선 도로건설 시설비 400,000,000 400,000,000

건설과 도로 산격2동 산39번지선 도로건설 시설비 500,000,000 14,965,000 14,965,000 485,035,000

건설과 도로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편 도로건설 시설비 498,000,000 378,556,730 351,737,730 146,262,270

건설과 도로 칠성동 우방아파트 서편 도로건설 시설부대비 2,000,000 280,000 280,000 1,720,000

건설과 도로 조야동253번지선 도로건설 시설비 399,100,000 370,126,830 360,350,830 27,050,040 11,699,130

건설과 도로 조야동253번지선 도로건설 시설부대비 900,000 200,000 200,000 700,000

건설과 도로 조야동 160번지선 도로건설 시설비 528,656,850 492,330,110 492,330,110 36,326,740

건설과 도로 조야동 160번지선 도로건설 시설부대비 5,599,200 2,417,000 2,417,000 2,000,000 1,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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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도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진입도로건설 시설비 1,498,000,000 10,876,800 10,876,800 1,487,123,200

건설과 도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진입도로건설 시설부대비 2,000,000 2,000,000

건설과 도로 칠곡초등학교주변 도로건설 시설비 150,000,000 128,319,400 128,319,400 21,680,600

건설과 도로 읍내동 1076번지선 도로건설 시설비 300,000,000 300,000,000

건설과 도로 동변동 351번지선 도로건설 시설비 300,000,000 10,655,600 10,655,600 289,344,400

건설과 도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시설비 2,296,922,180 2,296,922,180 2,171,607,860 98,494,820 26,819,500

건설과 도로 동절기도로관리 재료비 10,550,000 605,000 605,000 9,945,000

건설과 도로 동절기도로관리 시설비 49,469,270 37,004,490 23,404,490 26,064,780

건설과 수자원 팔거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비 2,917,254,450 2,904,667,000 2,219,377,720 697,876,730

건설과 수자원 팔거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부대비 8,504,520 5,952,000 5,952,000 2,552,520

건설과 수자원 팔거천(팔거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비 166,000,000 100,000,000 100,000,000 66,000,000

토지정보과 지역및도시 새주소 정비사업 시설비 562,000,000 56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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