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04건 106,335,088 49,498,123

상생협력담당관
상생과 화합으로
으뜸청주 구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해소

노산리 농로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노산리 농로 개선사업
○기  간: 2018.09. ~ 2019.05.
○사업량: 농로 확포장 L=350m, B=8m

230,281 228,941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10일(설계)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생협력담당관
상생과 화합으로
으뜸청주 구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해소

저산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저산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기  간: 2018.09. ~ 2019.05.
○사업량: 배수로 복개 확포장
          L=40m, B=6m

40,000 30,690

○편성시기: 20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1월 9일(입찰공고)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생협력담당관
상생과 화합으로
으뜸청주 구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해소

당곡리 세천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당곡리 세천 정비공사
○기  간: 2018.09. ~ 2019.05.
○사업량: 세천정비 L=100m, H=2m(양안)

60,000 58,846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1월 9일(입찰공고)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생협력담당관
지역대학 협력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청년허브센터 조성(경상) 일반보상금
○사업명: 청년허브센터 명칭공모
○기  간: 2018.12. ~ 2019.01.
○사업량: 최우수1,우수2,장려3

1,000 1,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생협력담당관
지역대학 협력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청년허브센터 조성(경상) 민간이전
○사업명: 청년허브센터 운영
○기  간: 2019.01. ~ 2019.12.
○내  용: 인건비 및 운영비

379,000 379,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생협력담당관
지역대학 협력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청년허브센터 조성(자본)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년허브센터 조성
○기  간: 2018.09. ~ 2019.03.
○사업량: 601.83㎡

500,000 500,00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8일(설계)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생협력담당관
지역대학 협력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청년허브센터 조성(자본) 자산취득비
○사업명: 청년허브센터 조성
○기  간: 2018.09. ~ 2019.03.
○사업량: 601.83㎡

150,000 150,00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8일(설계)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 도시재생관리
청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공모 대응전략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공모
  대응전략 종합계획 수립용역
○기  간: 2018.08. ~ 2019.06.
○사업량: 청주시 도시지역

250,000 179,96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8월 10일
○이월사유: 행정절차 포함 과업기간
  10개월로 공기부족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 도시재생관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우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기   간: 2018.07. ~ 2019.07.
○사업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1식

190,000 134,32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계약일시: 18년 7월 5일
○이월사유: 용역 과업기간 12개월로
  공기부족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 도시재생관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운천신봉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기  간: 2018.08. ~ 2019.08.
○사업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1식

210,000 133,00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계약일시: 18년 8월10일
○이월사유: 용역 과업기간 12개월로
  공기부족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 도시재생관리
내덕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덕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기  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계약전)
○사업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1식

210,000 210,00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2월 예정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정책기획과 시정역량 강화
전략적 성과 및
정확한 통계 관리

시정업무 평가 연구개발비
○사업명: 2018 시정평가 용역
○기  간: 2018.03. ~ 2019.03.
○사업량: 150개 부서평가

120,000 6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3월
○이월사유: 연말기준 평가필요로
  절대공기 부족

자치행정과
소통과 개방으로
참여시정 강화

자치역량강화로
주민자치 활성화

청주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
○기  간: 2018.08. ~  2019.03.
○사업량: 행정구역조정 연구용역 1식

80,000 80,00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계약일시: 18년 8월 30일
○이월사유: 연구용역 과업기간
  7개월로 공기부족

자치행정과
공동체사업의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방육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 마을공방 조성사업
○기  간: 2019.01. ~ 2019.04.
○사업량: 미원 마을공방 리모델링 1식

100,000 10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안전정책과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상황 관리강화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
○기  간: 2019.01. ~ 2019.05.
○사업량: 옥산면 신촌교 등 13개소

350,000 350,000

○편성시기 : 18년 3추경
○계약일시 : 19년 1월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안전정책과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

CCTV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

도농지역 CCTV 사회안전망
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농범죄취약지역 CCTV설치
          사업(2차)
○기  간: 2018.10. ~ 2019.01.
○사업량: 25개소 CCTV 56대

1,725,879 181,50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1월말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안전정책과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

CCTV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

생활방범용 CCTV 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생활방범용 CCTV설치(3차_
○기  간: 2018.12. ~ 2019.01.
○사업량: 관내 6개소 CCTV 설치

255,000 135,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안전정책과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

CCTV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국비보조)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기  간: 2018.09. ~ 2019.01.
○사업량: 통합플랫폼 1식,
          5대 연계서비스 구축

1,200,000 545,649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계약일시: 18년 9월 21일
○이월사유: 18년 1회추경 편성 후
  조달청 사업자 선정 2개월 및
  공사기간 4개월 소요로 공기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사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450㎡/3층
  (고객쉼터, 화장실, 상인교육장 조성)

2,621,644 1,210,032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4월(설계)
○이월사유: 지원센터 공공디자인
  심의지연(10월 의결)으로 본공사
  공기 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사창시장 주차장 확장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사창시장 주차장 조성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185㎡(주차장 10면)

400,000 195,18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이월사유: 주차장환경개선사업
  후보시장 국고보조금 18.11월
  확정으로 주차장 조성공사 절대
  공기 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기  간: 2018.03. ~ 2019.12.
○사업량: 전통시장 10개소(738개 점포)

442,800 442,80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이월사유: 중기부 국비교부지연
  (18년 미교부)으로 이월 사업추진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기  간: 2018.03. ~ 2019.12.
○규  모: 주차장 35면 조성

4,200,000 1,526,46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에너지안전관리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저소득층 태양광보급사업
○기  간: 2018.10. ~ 2019.12
○사업량: 태양광 666kw
         (가경1단지 등 8개단지)

1,998,000 1,945,991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15일(설계)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에너지안전관리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기  간: 2018.10. ~ 2019.12.
○사업량: 21개소 (개소당 20kw)

262,500 262,50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정보통신과
21C 전국 최고의
u-청주 구현

지속가능한 고품격
정보서비스 제공

청주 ICT센터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ICT센터조성
○기  간: 2018.10. ~ 2019.10.
○사업량: 리모델링 2,480㎡

1,758,280 1,758,28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24일(설계)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복지정책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창호
교체공사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창호
          교체공사
○기  간: 2019.01. ~ 2019.04.
○사업량: 창호철거 및 설치공사 1식

22,000 22,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복지정책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선도 사업

일반운영비

○사업명: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선도 사업
○기  간: 2019.01. ~ 2019.06.
○내  용: 홍보물 제작 및 배부

30,000 3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 기반조성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기  간: 2018.09. ~ 2019.02.
○사업량: 경로당 851개소(1,478대)

1,957,300 1,957,300
○편성시기: 18년 2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 및 입찰
  공고 절차 지연으로 공기 부족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 기반조성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자산취득비
○사업명: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기  간: 2018.09. ~ 2019.02.
○사업량: 경로당 200개소(378대)

460,164 460,164
○편성시기: 18년 2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 및 입찰
  공고 절차 지연으로 공기 부족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구현 시설운용 기반조성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
○기  간: 2018.01. ~ 2019.03.
○사업량: 1동 647.56㎡(지상3층)

1,943,143 1,494,513

○편성시기: 18년 본예산/1·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9월 20일
○이월사유: 연약지반 보강과 진입
  도로 확장개설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구현 시설운용 기반조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국고)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
○기  간: 2018.01.~ 2019.03.
○사업량: 1동 775.14㎡(지상3층)

1,613,000 1,041,823

○편성시기: 18년 본예산/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9월 20일
○이월사유: 연약지반 보강과 진입
  도로 확장개설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구현 시설운용 기반조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국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예심하우스보호작업장이전신축
○기  간: 2018.01.~2019.03.
○사업량: 1동 869.5㎡(지상2층)

1,824,736 323,244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7월 (공사계약)
○이월사유: 보호작업장 BF인증 관련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아동보육과 아동 친화, 보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  간: 2018.11.~2019.02.
○사업량: 3개소

1,220,000 66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보살사 극락보전 화장실 신축
○기  간: 2018.01. ~ 2019.06.
○사업량: 화장실 신축(1동, 28.86㎡)

200,000 180,024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미계약
○이월사유: 대상지 선정 보살사
  협의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지정문화재 보존처리
          (최영 초상)
○기  간: 2018.07. ~ 2019.02.
○사업량: 최영 초상 보존처리 1식

35,470 35,47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7월 13일
○이월사유: 현장기술지도자문회의
  결과 설계변경 및 충북도 승인에
  따른 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지정문화재 보존처리
          (송상현 문적)
○기  간: 2018.07. ~ 2019.02.
○사업량: 송상현 문적 보존처리 1식

30,000 3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7월 13일
○이월사유: 현장기술지도자문회의
  결과 설계변경 및 충북도 승인에
  따른 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탑동양관 정밀실측용역
○기  간: 2018.07. ~ 2019.05.
○사업량: 탑동양관 정밀실측 1식

180,000 106,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7월 2일
○이월사유: 3D 정밀실측 사업기간
  10개월로 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석화리 목책성 토지매입
○기  간: 2018.10. ~ 2019.12.
○사업량: 2필지 매입
  (강내면 석화리 산23, 산23-5)

1,701,100 1,701,1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
○기  간: 2018.11. ~ 2019.02.
○사업량: 주차장조성(3,805㎡)
          주차대수 약 70면

956,306 239,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1월 1일
○이월사유: 주차장 조성 필지 도시
  계획 관련 협의지연으로 설계기간
  연장 및 공기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소로리볍씨 출토지 주변
시추조사

연구개발비

○사업명: 소로리볍씨 출토지 주변
          시추조사 용역
○기  간: 2018.07. ~ 2019.01.
○사업량: 시추조사 6,611㎡

75,000 75,000

○편성시기: 18년 1추경
○계약일시: 18년 7월 12일
○이월사유: 용역 과업기간 6개월로
  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연구개발비

○사업명: 신봉동 고분군 유적
          긴급발굴조사
○기  간: 2018.10. ~ 2019.01.
○사업량: 1,600㎡ 시굴조사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2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31일
○이월사유: 발굴허가 절차 수행과
  설계변경으로 이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안심사 석축보수
○기  간: 2018.10. ~ 2019.06.
○사업량: 안심사 석축보수
          (높이 8m, 길이 20m)

122,000 109,45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전통사찰 및
문화시설 관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화림사)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106,000 106,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미교부
○이월사유: 화림사 대웅전 신축공사
  보조금 미정산에 따른 교부 제한
  으로 보조금 교부지연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개선사업
○기  간: 2018 ~ 2019
○사업량: 지붕단열재(4000㎡) 및
          벽단열재(1000㎡) 교체

500,000 50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청주오창축구장 시설정비사
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오창축구장 시설정비사업
○기  간: 2018.10 ~ 2019.12
○사업량: 인조잔디(9000㎡) 및 충진재
  (108,000kg) 교체

1,200,000 1,180,490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30일(설계)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청주종합경기장 관람석 교체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종합경기장 관람석 교체
○기  간: 2018.10. ~ 2019.03.
○사업량: 노후관람석 6006석 교체

600,000 600,000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17일(설계)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청주종합경기장전광판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종합경기장 전광판교체
○기  간: 2018.10. ~ 2019.06.
○사업량: 전광판교체 및 부대공사 1식

1,900,000 1,880,410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15일(설계)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김수녕양궁장 장애인편의
시설 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김수녕양궁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
○기  간: 2018 ~ 2019
○사업량: 장애인용승강기 신설, 장애인
          전용화장실 신설 및 확충

270,000 27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
관리

청주 야외 스케이트·썰매장
설치 및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 야외 스케이트·썰매장
          설치 및 운영
○기  간: 2018.12. ~ 2019.02.
○사업량: 야외 스케이트·썰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

299,900 299,900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연말 설치 후 2019년
  2월까지 운영으로 당해예산 이월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자치단체등자본
이전

○사업명: 가덕면 띠골저수지 보수공사
○기  간: 2018.10.~ 2019.12.
○사업량: 저수지보수 1식

2,844,670 381,000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18.10.12.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창조적마을만들기
(체험소득 한계리)

자치단체등자본
이전

○사업명: 한계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기  간: 2017.~2019.12.
○사업량: 마을만들기 1식

134,204 134,204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7. ~ 2019.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도고머리 저수지 보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고머리 저수지 보강공사
○기  간: 2018.10.~2019.04
○사업량: 저수지보수 1식

322,304 303,524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어암지구)
○기  간: 2018.10. ~ 2019.04.
○사업량: 용수로정비 L=2.0km

400,000 384,76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학암지구)
○기  간: 2018.10. ~ 2019.04.
○사업량: 용수로정비 L=2.1km

600,000 581,57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신안지구)
○기  간: 2018.10. ~ 2019.04.
○사업량: 용수로정비 L=2.0km

230,000 220,57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상정지구)
○기  간: 2018.10. ~ 2019.04.
○사업량: L=0.9km

400,000 390,57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농업경영안정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일반보상금
○사업명: 쌀소득보전직불제
○기  간: 2018.01. ~ 2019.03.
○사업량: 9,470ha

9,470,987 1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사업 정리기간 부족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농업경영안정 밭농업직불제 일반보상금
○사업명: 밭농업직불제
○기  간: 2018.01. ~ 2019.03.
○사업량: 2,917ha

1,604,588 1,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사업 정리기간 부족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농업경영안정 농작물 가뭄대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농작물가뭄대책 지원사업
○기  간: 2018.09. ~ 2019.12.
○사업량: 관정 108공

150,000 125,00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공기부족 (사업량 95공)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  간: 2018.09. ~ 2019.12.
○사업량: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 및
          판매장비 1식

1,910,250 320,00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 및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기 부족

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강화 유통체계구축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도비)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설치
○기  간: 2018.06. ~ 2019.12.
○사업량: 3개소

660,385 561,385

○편성시기: 2018.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9월 30일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건축설계,입찰,토목공사,허가 등
  연도내 준공필요 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강화 가공식품수출지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
○기  간: 2018.07. ~ 2019.06.
○사업량: 1개소

600,000 60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7월 24일
○이월사유: 사업자 공장신축 지연
  으로 반가공 설비 보조사업 지연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향상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기  간: 2018.03. ~ 2019.12.
○사업량: 1호

79,200 79,2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18년 11월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향상

축산ICT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축산ICT융복합지원
○기  간: 2018.03. ~ 2019.12.
○사업량: 4호

736,300 540,1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3회추경
○이월사유: 18년 11월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향상

양봉산업경쟁력강화 민간이전
○사업명: 양봉산업경쟁력강화
○기  간: 2019.01. ~ 2019.12.
○사업량: 12,500㎏ (3회추경분)

355,790 53,75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향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사업(도비)

민간이전

○사업명: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사업
          (도비)
○기  간: 2018.03. ~ 2019.12.
○사업량: 123호

140,000 123,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측량 후 구거, 도로,
  하천 등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향상

마을내 축사 이전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마을내 축사이전지원
○기  간: 2018.03. ~ 2019.12.
○사업량: 2호

300,000 183,84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18년 11월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향상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지원사업
○기  간: 2018.09. ~ 2019.06.
○사업량: 48호 (환기휀, 안개분무시설,
          지붕스프링쿨러 설치)

70,000 41,200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18년 11월 3일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향상

암염소 도태장려금 일반보상금
○사업명: 암염소 도태장려금
○기  간: 2018.10. ~ 2019.12.
○사업량: 510두

51,000 51,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향상

FTA 염소 피해보전지원 일반보상금
○사업명: FTA 염소 피해보전지원
○기  간: 2018.10. ~ 2019.12.
○사업량: 8호

2,119 2,119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향상

FTA 염소 폐업 지원 일반보상금
○사업명: FTA 염소 폐업 지원
○기  간: 2018.10. ~ 2019.12.
○사업량: 7호

193,662 193,662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물 유통기반확충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민간이전

○사업명: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기  간: 2018.10. ~ 2019.06.
○사업량: 제품홍보 및 제품개발 등

120,000 120,000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18년 11월 20일 (예정)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가축방역 매몰지 소멸처리 민간이전
○사업명: 가축매몰지 소멸처리사업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매몰지 19개소

800,000 75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월
○이월사유: 매몰지 소재 농장의
  가축사육 및 소유주 변경 등으로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가축방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일반보상금
○사업명: AI 휴지기제 지원사업
○기  간: 2018.10. ~ 2019.03.
○사업량: 160,000수

116,000 7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사업일시: 18년 10월~19년 3월
○이월사유: 휴지기제 사업기간 10월
  ~ 19년 3월로 지원사업 이월 추진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가축방역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업명: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
○기  간: 2018.11. ~ 2019.12.
○사업량: 5억원

300,000 30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1월 15일(예정)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가축방역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업명: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기  간: 2018.11. ~ 2019.2.
○사업량: 5호

93,104 55,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1월 ~ 19년 3월
○이월사유: AI발생위험이 높은 11월
  ~ 19.3월까지 오리농가에 대해
  휴지기 실시하는 것으로 일부금액
  이월 필요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가축방역
가금농가 조류퇴치기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가금농가 조류퇴치기설치
          지원사업
○기  간: 2019.01. ~ 2019.03.
○사업량: 6호

5,400 5,4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친환경 축수산 관리 자율관리어업 육성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자율관리어업 육성
○기  간: 2018.09. ~ 2019.06.
○내  용: 수조차,공동작업장,보관시설
          설치 등 5개

90,000 39,051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
  판매시설 지원사업과 연계 이월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친환경 축수산 관리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생산방류

민간이전

○사업명: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
          생산방류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양어장시설장비, 사료비 등

6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사업자 양식장 건축
  지연에 따른 보조사업 지연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친환경 축수산 관리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
          시설 지원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집하장 및 가공시설 1식

320,000 32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사업자 집하장 건축
  지연에 따른 보조사업 지연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친환경 축수산 관리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진공포장기 1식

6,000 6,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
  판매시설 지원사업과 연계 이월

도시계획과 살고싶은 도시건설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해제신청에 따른
탄력적 도시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미집행시설 해제신청등에 따른
          탄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기  간: 2018.03. ~ 2019.03.
○사업량: 청주시 일원(500,000㎡)

200,000 95,680

○편성시기: 20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2월 26일
○이월사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절차 지연

도시계획과 살고싶은 도시건설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계획 수립

맞춤형 읍면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기  간: 2018.04. ~ 2019.02.
○사업량: 132개소, 18.9㎢

400,000 226,760

○편성시기: 20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4월 2일
○이월사유: 용역 과업기간 10개월로
  공기 부족

도시개발과 도시개발 산업단지관리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산단 공원 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기  간: 2018.10. ~ 2019.03.
○사업량: 공중화장실 4개소

80,000 74,480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19일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선도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
문화 융복합단지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 도시재생 선도지역 문화
          융복합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기  간: 2018.05 ~ 2019.03.
○사업량: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1식

30,000 17,00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계약일시: 18년 5월 23일
○이월사유: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변경과 연계 추진방향 재검토로
  용역 중지중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기  간: 2018.12. ~ 2019.03.
○사업량: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개소

14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20,000천원
  증액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
추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사업
○기  간: 2018.07. ~ 2019.01.
○사업량: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1식

1,136,400 308,400

○편성시기: 2018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8년 7월 20일
○이월사유: 공사기간 6개월로
  공기 부족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저상버스도입 보조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저상버스 도입
○기  간: 2018.01. ~ 2019.03.
○사업량: 명시시월 5대(총26대)

2,382,588 458,190
○편성시기: 2018년 본예산/2회추경
○이월사유: 제작사(현대자동차)의
  생산일정 차질로 출고 불가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민간이전
○사업명: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기  간: 2018.01. ~ 2019.03.
○사업량: 공영버스 1대분

28,941 9,647
○편성시기: 2018년 본예산/1회추경
○이월사유: 공영버스 대폐차비 지원
  사업자 19년 추진으로 공기부족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오송역 시내버스환승센터
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기  간: 2018.01. ~ 2019.04.
○사업량: 7,072㎡
         (승강장 7홈, 버스주차면 7면)

700,000 700,000

○편성시기: 20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19.1.(예정)
○이월사유: 부지무상사용 협약체결
 (18.10.19) 지연 및 추가 협의가
 필요로 공기 부족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민간이전

○사업명: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
○기  간: 2018.01. ~ 2019.12.
○대  상: 1,166대

466,400 230,4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대상사업자 보조금 신청
  저조로 공기 부족

공동주택과
품격높은 공동주택
명품도시 구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노후불량 공동주택 시설
보수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용담동 모드니 아파트 낙후시설
          보수(주변정리)
○기  간: 2019.01. ~ 2019.12.
○사업량: 낙후시설 보수 1식

50,000 50,000 
○편성시기: 2018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 및 사업
  추진 협의지연으로 공기부족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기  간: 2018.05. ~ 2019.05.
○사업량: 다목적회관 건립(1,221.89㎡)

2,832,116 2,024,413

○편성시기: 2018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8년 5월 4일
○이월사유: 사업기간 360일 소요로
  공기 부족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 자산취득비
○사업명: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기  간: 2018.05. ~ 2019.05.
○사업량: 다목적회관 건립(1,221.89㎡)

40,000 40,000
○편성시기: 20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서원보건소 건강증진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청주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립요양병원 부대시설
          확충 사업(도시계획 변경)
○기  간: 2018.10. ~ 2019.04.
○사업량: 부지 3,050㎡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도 1회 추경
○계약일시: 2018년 10월 8일
○이월사유: 도시계획변경 행정절차
  (의견청취, 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행으로 공기 부족

지원기획과 농업지원기획 농촌진흥사업확산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보조)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
○기  간: 2018.01. ~ 2019.06.
○사업량: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

600,000 546,55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계약일시: 18년 8월 28일
○이월사유: 신축공사 사업변경과
  공사물량 증가로 공사기간 연장

지원기획과 농업지원기획 농촌진흥사업확산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자체)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부지조성(성토)
○기  간: 2018.01. ~ 2019.06.
○사업량: 흥덕농업기계종합관리소
          신축 부지조성

50,000 25,821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계약일시: 18년 8월 28일
○이월사유: 신축공사 사업변경과
  공사물량 증가로 공사기간 연장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지원기획과 농업지원기획 농촌진흥사업확산 노후농기계대체지원 자산취득비
○사업명: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사업
○기  간: 2018.12. ~ 2019.12.
○사업량: 밭농업기계 8종(84대) 구입

300,000 30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기술보급과 농업기술보급 새기술보급사업지원
농업신기술시범
(기술시범,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시범
○기  간: 2018.02. ~ 2019.12.31.
○사업량: 쌀가공시설 건축800㎡

500,000 500,000

○편성시기: 2018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8년 2월
○이월사유: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승인 후 사업
  재추진으로 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 기반조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정비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
○기  간: 2018.12. ~ 2019.06.
○사업량: 교통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유색포장, 차선도색 등

40,000 4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 기반조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정비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기  간: 2018.10. ~ 2019.06.
○사업량: 용암광장 일원차선도색,
  유색포장, 교통안내표지판

470,000 94,67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0월 22일
○이월사유: 용암광장 보행환경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른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 기반조성

녹색교통기반조성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
          (낭성초등학교외 1개소)
○기  간: 2018.10. ~ 2019.06.
○사업량: 보도설치 1개소

400,000 236,01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이월사유: 낭성초등학교 보도 설치
  구간내 상수도관로 매설계획이 있어
  일정 조정 필요로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 기반조성

녹색교통기반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  간: 2018.01. ~ 2019.02.
○사업량: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

100,000 34,601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월 24일
○이월사유: 관계기관(결찰서, 도로
  교통공단 등)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 기반조성

녹색교통기반조성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12개소)
○기  간: 2018.10. ~ 2019.06.
○사업량: 보도설치 12개소

775,000 119,216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미계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 기반조성

녹색교통기반조성
무심동서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무심동서로 자전거도로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
○기  간: 2018.9. ~ 2019.6.
○사업량: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L=1.61km

 200,000  30,00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15일
○이월사유: 절대공기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 기반조성

녹색교통기반조성
자전거교통 사고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경상보조)

인건비

○사업명: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자전거 사고다발구간 24개소

 133,112  133,112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 기반조성

녹색교통기반조성
자전거교통 사고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경상보조)

일반운영비

○사업명: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자전거 사고다발구간 24개소

 5,043  5,043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 기반조성

녹색교통기반조성
자전거교통 사고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자본보조)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정비사업(노면표지, 노면도색
          안전시설물 등)

 96,000  96,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도로시설과
광역도시 대비
역동적인 안전한
도로교통망 구축

도심교통 분사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상당구청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당구청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기  간: 2018.12. ~ 2019.02.
○사업량: 실시설계용역 1식

21,000 21,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도로시설과
광역도시 대비 역동
적인 안전한 도로교
통망 구축

주요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목련공원 내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목련공원 내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18.12. ~ 2019.12.
○사업량: 도로정비 L=2.8km

550,000 55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미호천 강내지구 수목제거
사업(미호천교~남촌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호천 강내지구 수목제거사업
          (미호천교~남촌교)
○기  간: 2018.12. ~ 2019.02.
○사업량: 수목제거 A=14.61ha

296,000 277,63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2월(예정)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미호천 강내지구 수목제거
사업(남촌교~팔결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호천 강내지구 수목제거사업
          (남촌교~팔결교)
○기  간: 2018.11. ~ 2019.01.
○사업량: 수목제거 A=7.9ha

275,000 275,00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1월 6일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미호천 강내지구 수목제거
사업(팔결교~여암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호천 강내지구 수목제거사업
          (팔결교~여암교)
○기  간: 2018.11. ~ 2019.01.
○사업량: 수목제거 A=2.1ha

129,000 128,00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1월 5일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9.3~4. 호우재해 복구사업
(지방하천)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덕암천 재해복구사업
○기  간: 2018.12. ~ 2019.06.
○사업량 :호안정비 L=25m

4,994 4,994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9.3~4. 호우재해 복구사업
(지방하천)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백천 재해복구사업
○기  간: 2018.12. ~ 2019.06.
○사업량: 호안정비 L=100m

34,340 34,34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9.3~4. 호우재해 복구사업
(지방하천)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영운천 재해복구사업
○기  간: 2018.12. ~ 2019.06.
○사업량: 호안정비 L=40m

23,595 23,595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9.3~4. 호우재해 복구사업
(지방하천)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인경천 재해복구사업
○기  간: 2018.12. ~ 2019.06.
○사업량: 호안정비 L=350m

151,003 151,003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9.3~4. 호우재해 복구사업
(지방하천)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감천(지산리) 재해복구사업
○기  간: 2018.12. ~ 2019.06.
○사업량: 호안정비 L=270m

87,931 87,931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9.3~4. 호우재해 복구사업
(지방하천)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감천(운암리) 재해복구사업
○기  간: 2018.12. ~ 2019.06.
○사업량 :호안정비 L=300m

72,635 72,635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9.3~4. 호우재해 복구사업
(지방하천)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천 재해복구사업
○기  간: 2018.12. ~ 2019.06.
○사업량: 호안정비 L=120m

74,652 74,652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9.3~4. 호우재해 복구사업
(지방하천)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구룡천 재해복구사업
○기  간: 2018.12. ~ 2019.06.
○사업량: 호안정비 L=100m

155,545 155,545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기후대기과
친환경적 청정도시
추진기반 조성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천연가스버스 구입지원
○기  간: 2019.01. ~ 2019.08.
○사업량: CNG 대형 54대

864,000 648,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제작사(현대자동차)의
  천연가스버스 출고 지연

기후대기과
친환경적 청정도시
추진기반 조성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응)
○기  간: 2019.01. ~ 2019.05.
○사업량: 충전시설 설치 5개소

51,000 15,00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이월사유: 전기자동차 제작사
  출고지연 이월 연계사업

기후대기과
친환경적 청정도시
추진기반 조성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기  간: 2019.01.~ 2019.12.
○사업량: 282대 (2회추경 증액분)

9,138,500 74,64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기후대기과
친환경적 청정도시
추진기반 조성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산취득비
○사업명: 전기자동차 구입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전기자동차 5대

862,000 25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2회추경
○이월사유: 제작사 출고 지연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
도시 청주 조성

365 깨끗한 청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보조 자산취득비
○사업명: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청소차 4대

108,000 108,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압축진개형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부족으로 사업지연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
도시 청주 조성

365 깨끗한 청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자산취득비

○사업명: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기  간: 2018.12. ~ 2019.12.
○사업량: 고정형 CCTV 5대

50,000 5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
도시 청주 조성

폐자원 선순환
기반조성

청주시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조성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용역
○기  간: 2018.12. ~ 2019.05.
○사업량: 연구용역 1식

100,000 10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2월 예정
○이월사유: 18년 5월 기술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신축 결정으로 절대
  공기 부족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
도시 청주 조성

폐자원 선순환
기반조성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 재활용선별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기  간: 2018.11. ~  2019.05.
○사업량: 연구용역 1식

95,000 95,000

○편성시기: 2018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8년 12월 예정
○이월사유: 용역 과업기간 6개월로
  공기 부족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
도시 청주 조성

적정한 폐기물관리 폐기물처리사업장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방치폐기물 처리
○기  간: 2018.12. ~ 2019.05.
○사업량: 폐기물 약1,832톤

411,642 411,642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2월(예정)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자원관리과
폐기물을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업명: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비 지급(2018년 12월분)
○기  간: 2019.01.
○사업량: 음식물류폐기물 약 5,500톤
          처리비 지급

8,606,925 50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기준일
  12월 31일로 사업비 일부 이월

하수정책과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업명: 오창과학단지 비점오염저감
          시설 유지관리
○기  간: 2018.06. ~ 2019.06.
○사업량: 여과형시설 1식
○추진율: 50%

120,000 42,24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5월 28일
○이월사유: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 용역 2019. 6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학예연구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유물관리 및
전시운영

박물관 유물보존 일반운영비
○사업명: 소장유물 보존처리
○기  간: 2018.07. ~ 2019.05.
○사업량: 보존처리공사 1식(총6건, 7점)

50,000 42,68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1월 13일
○이월사유: 보존처리 사업기간
  6개월로 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학예연구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유물관리 및
전시운영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기  간: 2018.07. ~ 2019.08.
○사업량: 보수공사 1식(총3건, 4점)

90,000 78,12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1월 13일
○이월사유: 보존처리 사업기간
  9개월로 공기 부족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녹지관리 녹지시설관리(상당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당구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
○기  간: 2018.10. ~ 2019.04.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14km

83,700 14,990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8일
○이월사유: 동절기 추진사업으로
  19년 4월 준공도래에 따른 이월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녹지관리 녹지시설관리(서원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서원구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
○기  간: 2018.10. ~ 2019.04.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15km

90,000 16,272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8일
○이월사유: 동절기 추진사업으로
  19년 4월 준공도래에 따른 이월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녹지관리 녹지시설관리(흥덕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흥덕구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
○기  간: 2018.10. ~ 2019.04.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41km

390,006 89,968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8일
○이월사유: 동절기 추진사업으로
  19년 4월 준공도래에 따른 이월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녹지관리 녹지시설관리(청원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원구(1구역) 월동보호책 설치
○기  간: 2018.10. ~ 2019.04.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10km

60,990 11,940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8일
○이월사유: 동절기 추진사업으로
  19년 4월 준공도래에 따른 이월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녹지관리 녹지시설관리(청원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원구(2구역) 월동보호책 설치
○기  간: 2018.10. ~ 2019.04.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7km

42,174 7,782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8일
○이월사유: 동절기 추진사업으로
  19년 4월 준공도래에 따른 이월

산림관리과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보호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도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산단 보행환경장애
          개선사업
○기  간: 2018.10. ~ 2019.04.
○사업량: L≒5.2km, 메타세콰이어 959본

600,000 600,000

○편성시기: 18년 2회 추경
○입찰일시: 2018.11.22.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산림관리과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보호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명품가로수길 관리사업
          (월동보호책)
○위  치: 서원구 2순환로 외 1개 노선
○기  간: 2018.11.19 ~ 2019.03.31.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1.3km

50,000 5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1월 14일
○이월사유: 동절기 추진사업으로
  19년 4월 준공도래에 따른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Ⅳ 일반운영비
○사업명: 기획전 작품운반비
○기  간: 2018.10. ~ 2019.2.
○사업량: 1회

102,280 18,6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0월 18일
○이월사유: 기획전 전시 종료기간
  2019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Ⅳ 일반보상금
○사업명: 기획전 전시요원 실비보상
○기  간: 2018.10. ~ 2019.2.
○사업량: 1회

48,168 14,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0월 18일
○이월사유: 기획전 전시 종료기간
  2019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오창전시관 운영 오창전시관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업명: 오창전시관 기획전
○기  간: 2019.02. ~ 2019.03.
○사업량: 1회
  *야외조각프로젝트와 연계한 아카이빙
   기획전(작가:박기원,박정기,안시형)

60,400 37,859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0월 18일
○이월사유: 기획전 전시 종료기간
  2019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오창전시관 운영 오창전시관 관리 및 운영 일반보상금

○사업명: 오창전시관 기획전
○기  간: 2019.02. ~ 2019.03.
○사업량: 1회
  *야외조각프로젝트와 연계한 아카이빙
   기획전(작가:박기원,박정기,안시형)

22,236 11,533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0월 18일
○이월사유: 기획전 전시 종료기간
  2019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오창전시관 운영 오창전시관 관리 및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전시관 기획전
○기  간: 2019.02. ~ 2019.03.
○사업량: 1회
  *야외조각프로젝트와 연계한 아카이빙
   기획전(작가:박기원,박정기,안시형)

8,000 4,21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0월 18일
○이월사유: 기획전 전시 종료기간
  2019년 2월로 절대공기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원면 미원2리
(소2-1256외1)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미원2리(소2-1256외1)
          도로개설공사
○기  간: 2018.03. ~ 2019.02.
○사업량: 도로개설 L=354m, B=8.0m

554,000 426,656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2월 28일
○이월사유: 공사기간 12개월로
  공기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암동 용박골(소1-410호)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암동 용박골(소1-410호)
          도로개설공사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도로개설 L=90m, B=10.0m

200,000 76,029

○편성시기: 2018년 본예산
○이월사유: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기간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탑동 일신여중 뒤(소2-
1209호)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탑동 일신여중뒤(소3-1209호)
          도로개설공사
○기  간: 2017.01. ~ 2019.12
○사업량: 도로개설 L=210m, B=6.0m

415,000 40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도로관리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덕 병암2리 마을진입로 및
          안길 확포장
○기  간: 2018.05. ~ 2019.12.
○사업량: 도로 확포장 L=350m

350,000 350,00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이월사유: 주민 및 이해관계인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 지연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종암2리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농로포장 L=200m

25,000 25,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가양2리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농로포장 L=100m

25,000 25,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덕면 노동1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아스콘 덧씌우기 L=400m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낭성면 현암리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농로포장 L=250m

30,000 3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대성동 우성아파트 주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아스콘 덧씌우기 L=160m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금천동 현대아파트 뒷길
          아스콘 포장공사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아스콘 덧씌우기 L=100m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담동 용담초등학교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아스콘 덧씌우기 L=200m

30,000 3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주동 남사로84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아스콘 덧씌우기 L=150m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동 세종상사 주변 골목길
          보도정비공사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보도정비 A=145㎡

10,000 1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 운암2리 용수로 복구공사
○기  간: 2018.05. ~ 2019.06.
○사업량: U형개거 L=48m,
          차수벽 설치 L=110m

35,000 35,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8. 05. 16.
○이월사유: 토지협의(민원) 지연으로
  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상)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예방
소전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소전1지구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기  간: 2018.11. ~ 2019.04.
○사업량: 락볼트 269공 설치 및
          L형 측구 L=148m설치

810,000 683,980

○편성시기: 18년 2추경
  (본공사 예산 확보)
○계약일시: 18년 10월 30일
○이월사유: 2회추경 본공사 예산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영운천 돌다리 및 계단정비공사
○기  간: 2018.04. ~ 2019.04.
○사업량: 징검다리 설치 L=5m, 자연석
  계단 L=11m, 전석 및 파석깔기 L=5m

30,000 30,000

○편성시기: 18년 2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23일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서)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노폭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척산리 도시계획도로
(소3-97) 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척산리 도시계획도로(소3-97)
          개설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도로개설 L=150m

70,290 55,387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기간 부족

서)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노폭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화동 도시계획도로
(소3-1019) 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성화동 도시계획도로
          (소3-1019) 개설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도로개설 L=140m

39,700 23,868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기간 부족

서)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남사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기  간: 2018.08. ~ 2019.02.
○사업량: 받침장치 교체 72EA, 교각
  단면확대, 배수관 재설치 24EA

300,000 41,787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8월 23일
○이월사유: 공사 정상 추진 중이나
  절대 공기 부족 (남사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연계)

서)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장암동 227번지 일원 소교량
          설치공사
○기  간: 2018.06. ~ 2019.05.
○사업량: 소교량설치 L=25m, B=5m

510,000 322,03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3회추경
○계약일시: 18년 6월 19일
○이월사유: 3회추경 증액편성 및
  농번기 공사중지로 공기 부족

서)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장암동 174번지 일원 소교량
          설치공사
○기  간: 2018.06. ~ 2019.05.
○사업량: 소교량설치 L=21m, B=5m

350,000 213,295

○편성시기: 18년 본예산/3회추경
○계약일시: 18년 6월 19일
○이월사유: 3회추경 증액편성 및
  농번기 공사중지로 공기 부족

서)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개신초등학교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L=500m, B=2m

100,000 10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서)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산남동 창조의 길 기능보강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1식(문학작품 게시대 정비,
          미술작품·시화 제작 게시,
          조형물 설치 및 벤치 보수 등)

15,000 15,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서)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곡1동 도로 선형개량공사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1식(인도 높임, 고원식 횡단
          보도 설치)

10,000 1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서)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사직2동 도로포장공사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L=250m, B=1m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서)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현도면 죽전3리 배수로
          정비공사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L=200m

40,000 4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서)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남사교 내진보강 및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사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기  간: 2018.08. ~ 2019.02.
○사업량: 받침장치교체 72EA, 교각단면
          확대, 배수관 재설치 24EA

400,000 309,769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계약일시: 18년 8월 23일
○이월사유: 1회추경 편성 및 공사
  기간 6개월로 공기부족

서)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제1운천교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제1운천교 보수보강공사
○기  간: 2019.01. ~ 2019.12.
○사업량: 교량 보수보강 1식

300,000 30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서)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하천·배수시설 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모충동 청남교 주변 배수시설
          정비사업(부족분, 2기)
○기  간: 2018.05. ~ 2019.06.
○사업량: 게이트펌프설치 1식

300,000 300,00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계약일시: 18년 5월 17일
○이월사유: 선행공정 자재제작
  지연에 따른 후속공사 공기 부족

흥)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도로정비및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탑연리 택시승강장 앞 보도정비공사)
○기  간: 2018.11. ~ 2019.12.
○사업량: 보도정비 L=110m, B=4.5m

3,748,565 35,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계약일시: 18년 11월중
○이월사유: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이설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흥)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현암동 농로이설공사
○기  간: 2018.11. ~ 2019.12.
○사업량: 농로이설 L=70m, B=3.0m

50,000 50,000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1월중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 및 토지
  관련 민원협의 지연으로 공기부족

흥)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도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휴암동 마을회관-신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기  간: 2018.11. ~ 2019.12.
○사업량: L=280m, B=4.0m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흥)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내면 궁현 소하천 정비공사
○기  간: 2018.12. ~ 2019.06.
○사업량: 하천정비 L=300m

120,000 1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주민복지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

경로당 신축 개보수(보조)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북이면 영하2리경로당 신축
○기  간: 2019.01.~ 2019.07.
○사업량: 경로당 신축공사 1식

50,000 50,000
○편성시기: 18년 본예산
○이월사유: 도비보조금 30,000천원
  3회 추경 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주민복지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

경로당 신축 개보수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북이면 영하2리경로당 신축
○기  간: 2019.01.~ 2019.07.
○사업량: 경로당 신축공사 1식

30,000 30,000
○편성시기: 18년 3회 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개설
내수 초정공원 주변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 초정공원 주변 도로개설
○기  간: 2018.01. ~ 2019.12.
○사업량: L=595m,B=8.0m

631,491 269,520
○편성시기: 2018년 본예산
○이월사유: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기간 부족

청)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2산업단지 도로확장
          (상가지역)
○기  간: 2018.11. ~ 2019.06.
○사업량: 아스콘포장 L=851m(A=1,005㎡)
          소형고압블록 A=661㎡

200,000 200,00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이월사유: 사업구간 임대인들과의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최명길 선생 묘소 진입로
          정비공사
○기  간: 2018.12. ~ 2019.06.
○사업량: 진입로 정비공사 1식

250,000 242,220

○편성시기: 18년 1회추경
○이월사유: 충북도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공기 부족

청)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구성1리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농로정비 L=150m, B=3m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마산리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도로정비 L=60m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비상리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농로정비 L=150m, B=3m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청)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각리 660-13번지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도로정비 L=300m, B=4m

21,000 21,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각리 629번지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농로포장 L=170m, B=1.5m

32,000 32,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각리 295-3 일원 농로
          아스콘포장공사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도로정비 L=470m, B=3m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농고 앞 회전교차로~내덕
          삼거리 인도정비공사
○기  간: 2019.03. ~ 2019.06.
○사업량: 보도정비 L=170m(양안), B=4m

100,000 10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신)오근장육교 보수보강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신)오근장육교 보수보강공사
○기  간: 2019.01. ~ 2019.12.
○사업량: 교량보수보강 1식
          (L=260m, B=27.4m)

729,260 729,26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미원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계원리 세천정비사업
○기  간: 2019.01. ~ 2019.12.
○사업량: 옹벽블록 설치L=220m

100,000 10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미원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5리 농로포장사업
○기  간: 2019.01. ~ 2019.12.
○사업량: 농로포장 L=200m

25,000 25,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가덕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한계2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기  간: 2018.05. ~ 2019.11.
○사업량: 교량재가설 L=8.0m
          진입로 확장 L=140.0m

160,000 160,000

○편성시기: 18년 1추경
○이월사유: 충북도『한계천 한계
  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편입으로
  사업대상지 변경 추진

문의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하천제방 보수보강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원소하천 정비공사
○기  간: 2018.11. ~ 2019.12.
○사업량: 소하천정비 L=250m

100,000 10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월액

이월사유

문의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하천제방 보수보강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소전소하천 정비공사
○기  간: 2018.11. ~ 2019.12.
○사업량: 소하천정비 L=250m

100,000 10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문의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하천제방 보수보강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천소하천 정비공사
○기  간: 2018.11. ~ 2019.12.
○사업량: 소하천정비 L=125m

50,000 5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문의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하천제방 보수보강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품곡리 세천 정비공사
○기  간: 2018.11. ~ 2019.12.
○사업량:세천정비 L=90m

50,000 5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남이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이면 구미리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19.01. ~ 2019.06.
○사업량: 농로포장 L=500m, B=3.0m

60,000 6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옥산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옥산면 상동림마을 버스종점
          포장공사
○기  간: 2019.03. ~ 2019.05.
○사업량: 아스콘포장 A=590㎡

20,000 2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내수읍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덕암1리 농로정비공사
○기  간: 2019.01. ~ 2019.06.
○사업량: 농로 및 배수로정비 L=380m

95,000 95,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

공원시설물및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
○기  간: 2018.11. ~ 2019.03.
○사업량: 월동 보호책 설치 및 철거
    - 설치 및 철거 : 11,878경간(9,502m)
    - 기존 휀스 이용 : 719경간(575m)

61,000 53,586

○편성시기: 18년 2회추경
○계약일시: 18년 10월 22일
○이월사유: 동절기 추진사업으로
  19년 3월 준공도래에 따른 이월

북이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북이면 대길리 옹벽설치공사
○기  간: 2018.11. ~ 2019.05.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H=1.5m
          L=140m(양안)

80,000 80,000
○편성시기: 18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