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69건 69,449,744 48,948,111

정책기획과 시정역량강화
전략적성과 및
정확한 통계관리

시정업무평가 연구개발비
○사업명: 2019시정평가용역
○기  간: 2019.2. ~ 2020.2.
○사업량: 150개 부서 평가

120,000 6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2월 19일
○이월사유: 2019. 12. 31.자 기준 평가로
  용역기간 부족

자치행정과
새로운시정함께웃는
청주구현

시민과함께하는모범도
시만들기

보도연맹희생자추모 민간이전
○사업명: 보도연맹희생지 유해시굴사업
○기  간: 2020.1.~ 2020.6.
○사업량: 3개소 시굴

6,000 6,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미계약
○이월사유: 유족회에서 시굴 일방적
  반대하여 지속 협의 추진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기  간: 2020.1.~ 2020.12.
○사업량: 149,500㎡(시설정비,콘텐츠개발)

500,000 50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특교세 5억 매칭 지방비
  (도1, 시4) 2020년 본예산에 편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성안길상점가 주차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성안길상점가 주차장 조성
○기  간: 2019.10. ~ 2020.06.
○사업량: 주차장 30면

500,000 365,558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가경터미널 시장 주차장 확장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 확장
○기  간: 2019.10. ~ 2020.06.
○사업량: 주차장 10면

720,000 249,129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
○기  간: 2019.10. ~ 2020.06.
○사업량: 주차장 25면

1,500,000 196,378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201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기  간: 2019.10. ~ 2020.06.
○사업량: 화재알림시설 10개시장 738점포

442,800 442,8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정보통신과
21C 전국 최고의
u-청주 구현

통신민원 서비스
고객만족 실현

무인비행장치(드론)행정업무
활용

연구개발비

○사업명: 드론을 활용한 재난
          위험지역 관리체계 구축
○기  간: 2019.11.~ 2020.10.
○사업량: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지역
          약 300개소

140,000 14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구현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
○기  간: 2019.7. ~ 2020.3.
○사업량: 400㎡

57,958 57,958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8월 23일
○이월사유: 설계용역 과정중 BF인증
  필요하여 기간(3개월) 연장 필요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 시설운영 기반조성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
(국고)

민간자본이전
○ 사업명: 치매전담형시설확충
○ 기  간: 2019.10 ~ 2020.2
○ 사업량: 리모델링 255㎡

135,000 135,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11월11일
○이월사유: 보조사업자의 사업 결정
 (10월)지연으로 공기 부족

아동보육과 아동친화, 보육 아동복지기반조성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기  간: 2019.12. ~ 2020.6.
○사업량: 1개소(충북혜능보육원)

29,646 29,645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아동보육과
아동 친화. 보육
(사회복지/보육
·가족 및 여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고) 일반운영비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  간: 2019.11. ~ 2020.3.
○사업량: 3개소(신규)

3,500 1,5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어린이집 리모델링 완료 후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설계 40일, 공사 40일)

아동보육과
아동 친화. 보육
(사회복지/보육
·가족 및 여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고)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  간: 2019.11. ~ 2020.3.
○사업량: 3개소(신규)

626,500 246,803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11.22. 완료예정)으로
  공기 부족

아동보육과
아동 친화. 보육
(사회복지/보육
·가족 및 여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  간: 2019.11. ~ 2020.3.
○사업량: 1개소(장기임차)

800,000 22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설계 40일, 공사 40일 소요예정)

아동보육과
아동 친화. 보육
(사회복지/보육
·가족 및 여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고) 자산취득비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  간: 2019.11. ~ 2020.3.
○사업량: 3개소(신규)

220,000 9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어린이집 리모델링 완료 후
  기자재 구입 등
  (설계 40일, 공사 40일)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문화재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송상현문적 보존처리
○기  간: 2018.7. ~ 2020.3.
○사업량: 송상현문적 13점 보존처리

50,000 5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보존처리 대상 문적의 물량
  변동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신채호사당 보수 및 주변정비
○기  간: 2019.6. ~ 2020.9.
○사업량: 교육관(1동) 조성 및 주변정비

800,000 800,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사업내용 협의(기념사업회)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기간소요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문화재단지 전기배선 교체
○기  간: 2019.10. ~ 2019.12.
○사업량: 문의 문화재단지 전기배선 교체

385,000 369,970

○편성시기: 2019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19년 10월 10일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설계(19.10.15~19.12.13.)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감찬 충현사 보수정비
○기  간: 2019.12. ~ 2020.5.
○사업량: 사당·삼문 기와고르기 및 단청,
          담장보수

60,000 6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 계산리 오층석탑 발굴조사
          및 정비
○기  간: 2019.4. ~ 2020.4.
○사업량: 계산리 오층석탑 주변 발굴조사

          (시굴5,900㎡,발굴5,900㎡)

500,000 50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6월 18월
○이월사유: 문화재청 발굴허가 심의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 정북동토성 성내 및
          해자구간 시발굴조사
○기  간: 2019.8. ~ 20.06.
○사업량: 정북동토성 성내 및 해자구간
          시발굴조사

          (발굴400㎡, 시굴4,000㎡)

110,000 110,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7년 23일
○이월사유: 국유재산 사용허가, 문화재
  위원회 발굴허가 심의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문화재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
          여래입상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기  간: 2019.7. ~ 2020.2.
○사업량: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
          여래입상 종합정비계획수립

80,000 80,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7월 25일
○이월사유: 1회 추경반영예산으로
  사업기간 7개월 소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금석문 일제조사 연구개발비

○사업명: 금석문 일제조사
○기  간: 2019.8.~ 2020.3.
○사업량: 청주시 관내 금석문 현황파악 및
          서원구 탁본조사

100,000 10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8년 8일
○이월사유: 용역유찰, 문화재위원회
  탁본허가 심의에 따른 기간소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고문헌 발간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 : 고문헌 발간사업
○기  간 : 2019.8.~ 2020.3.
○사업량 : 이수언 "농계유고" 3책 번역
           발간

70,000 7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8년 12일
○이월사유: 용역유찰에 따른 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전통사찰 및 문화시설
관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기능보완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기능보완
          사업
○기  간: 2019.10. ~ 2020.8.
○사업량: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교체보완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교체보완

62,400 62,4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육성 문화산업 육성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 및
드라마 거리 운영

연구개발비

○사업명: 홈폐이지 제작
○기  간: 2019.11. ~ 2020.2.
○사업량: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 홈페이지
          제작

20,000 20,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1월
○이월사유: 2020년 2월 준공 예정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육성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첨단문화산업단지 준공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첨단문화산업단지 준공
○기  간: 2019.12. ~ 2020.11.
○사업량: 부지매입, 지적측량

265,500 265,5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2월
○이월사유: 토지 보상 및 준공 용역
  기간 12개월로 공기 부족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진흥 관광마케팅 활성화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관광교통 개선 서비스 사업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BIS 다국어 서비스 구축 1식

400,000 40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시민이 건강한
체육시설 개선

국제테니스장 시설정비사업
(건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국제테니스장 시설정비사업
○기  간: 2019.1. ~ 2020.12.
○사업량: 테니스장 코트 2면 증설,
          조명타워 2기 설치 등

280,000 28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6년 10일
○이월사유: 코트 확장에 따른 민원 발생
  으로 사업 지연 및 중지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시민이 건강한
체육시설 개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개선사업
○기  간: 2019.1. ~ 2020.6.
○사업량: 외벽도장 1식 등

629,331 212,751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10월 29일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기간상
  당해연도 추진 불가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시민이 건강한
체육시설 개선

청주종합사격장 클레이사격장
방출기 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종합사격장 클레이사격장
          방출기 교체사업
○기  간: 2019.11. ~ 2020.6.
○사업량: 방출기 39대 교체 등

1,000,000 98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기간상
  당해연도 추진 불가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시민이 건강한
체육시설 개선

용정축구공원 조명시설 개선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정축구공원 조명시설 개선사업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3구장 조명시설 교체 등

267,000 259,72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0월 11일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기간상
  당해연도 추진 불가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업명: 청주실내빙상장 스케이트 및
          헬멧 구입
○기  간: 2019.9. ~ 2020.5.
○사업량: 스케이트 1000켤레,
          헬멧 1,000개 구입

71,680 64,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0월 4일
○이월사유: 수입품 납품 지연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체육시설관리 자산취득비
○사업명: 청주실내빙상장 정빙기 구입
○기  간: 2019.9. ~ 2020.3.
○사업량: 정빙기 1대 및 부속품

290,199 275,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9월
○이월사유: 20년 2월 납품예정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청주 야외스케이트·썰매장
설치 및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 야외 스케이트·썰매장
          설치 및 운영
○기  간: 2019.11. ~ 2020.3.
○사업량: 야외 스케이트·썰매장 설치
          및 운영

299,900 299,9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1월
○이월사유: 2020년 2월까지 스케이트장
  운영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청주종합사격장 토양정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종합사격장 토양정화사업
○기  간: 2019.8. ~ 2020.4.
○사업량: 토양정화(3,867.68㎡) 및 검증

563,360 340,712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8월 26일
○이월사유: 정화공사 장기간
  (8개월 이상) 소요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강내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내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기  간: 2019.11. ~ 2020.6.
○사업량: 인조잔디교체 등

600,000 587,27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기간상
  당해연도 추진 불가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청주종합사격장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종합사격장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기  간: 2019.11. ~ 2020.6.
○사업량: 보수보강공사 1식 등

700,000 683,3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기간상
  당해연도 추진 불가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일면 독바위저수지보수공사
○기  간: 2019.9. ~ 2020.3.
○사업량: 저수지 보수 1식

360,000 341,45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농번기 공사 불가로 지연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노후저수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덕면 징거울저수지 보수사업
○기  간: 2019.10. ~ 2020.5.
○사업량: 저수지 보수 1식

200,000 20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  간: 2019.10. ~ 2020.12.
○사업량: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및
          유통장비, S/W사업비 1식

1,144,000 343,2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국도비 교부결정 및 교부지연
  으로 최종 보조결정 및 사업 착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산모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일반보상금
○사업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기  간: 2019.1. ~ 2020.3.
○사업량: 청주시 거주 산모 1,000명

809,280 144,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12월 출산 산모에 대한
  사업 수혜 누락 방지 및 주문기간
  촉박 산모에 대한 민원 해소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원예특작사업지원 농식품ICT융복합확산산업 민간지본이전
○사업명: 시설원예ICT융복합 확산지원
○기  간: 2019.1. ~ 2020.6.
○사업량: 28개소

737,817 462,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원예특작사업지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절감시설)

민간지본이전

○사업명: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절감시설)
○기  간: 2019.1. ~ 2020.6.
○사업량: 10ha(1.8ha이월)

521,820 7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원예특작사업지원 시설원예현대화 민간지본이전

○사업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시설원예현대화)
○기  간: 2019.1. ~ 2020.6.
○사업량: 78ha(22ha이월)

1,532,000 687,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
향상

마을내 축사 이전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마을내 축사이전사업
○기  간: 2019.3. ~ 2020.12.
○사업량: 2호

300,000 155,362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
향상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
○기  간: 2019.3. ~ 2020.6.
○사업량: 건축 및 시설장비 등

630,000 280,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사업대상자 설계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지연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
향상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민간이전
○사업명: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1,520대

45,600 40,35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물 유통기반확충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기  간: 2019.8. ~ 2020.5.
○사업량: 직거래 정육식당 건립

300,000 30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교부결정: 2019년 11월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물 유통기반확충 가축매몰지 발굴소멸처리 민간이전
○사업명: 가축매몰지 발굴소멸처리 사업
○기  간: 2019.12. ~ 2020.12.
○사업량: 소멸처리 대상 가축매몰지 6개소

300,000 300,000
○편성시기: 본예산
○이월사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양돈 농가 출입 불가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일반보상금
○사업명: AI 휴지기제 지원사업
○기  간: 2019.11. ~ 2020.02.
○사업량: 206,005수

124,000 61,8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휴지기제 사업기간
  2019년 11월~ 20년 2월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AI, 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

민간이전
○사업명: AI, 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
○기  간: 2019.1. ~ 2020.12.
○사업량: 거점소독소 3개소

98,734 36,446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2019년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일반보상금

○ 사업명: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 기  간: 2019.12. ~ 2020.12.
○ 사업량: 축산시설출입차량 240대

14,400 14,4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신형 단말기 개발 지연으로
  2019년 12월 중 단말기 공급 예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일반보상금

○사업명: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
○기  간: 2019.9. ~ 2019.8.
○사업량: 예산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총보험료의 60% 보조

300,000 30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2019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20년 8월까지 시행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설치
(보완) 지원사업(성립전)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설치(보완)
          지원사업(성립전)
○기  간: 2019.11. ~ 2020.3.
○사업량: 청주시 관내 양돈농가 54호

471,000 471,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업명: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기  간: 2019.11. ~ 2020.2.
○사업량: 90,000수

211,140 154,132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수산 관리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
○기  간: 2019.10. ~ 2019.12.
○사업량: 1개소

89,400 48,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교부결정: 2019년 10월 17일
○이월사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1개소)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수산 관리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기  간: 2019.06. ~ 2019.12.
○사업량: 1개소

315,000 315,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교부결정: 2019년 6월 24일
○이월사유: 공사 예정 저장조 만수로
  사업추진 불가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수산 관리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 사업
○기  간: 2019.07. ~ 2019.12.
○사업량: 1개소

75,000 75,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수산 관리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
○기  간: 2019.12. ~ 2019.12.
○사업량: 1개소

160,000 16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강화
청원생명브랜드
명품화

청원생명쇼핑몰 기능
고도화 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청원생명쇼핑몰 재구축
○기  간:2019.9. ~ 2020.4.
○사업량: 1식(청원생명쇼핑몰 재구축)

70,000 7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사업자 선정 등 절대공기부족

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강화 가공식품수출지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이전
○사업명: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기  간: 2019.1. ~ 2020.12.
○사업량: 배추 및 양배추 1,947톤

861,338 261,338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태풍피해로 배추 내수가격
  급증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도시계획과 살고싶은도시건설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
계획 수립

장기미집행 해제신청에 따른
탄력적 도시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주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용역
○기  간: 2019.3. ~ 2020.3.
○사업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400,000㎡

150,000 84,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3월 8일
○이월사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준공지연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주정차관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봉명지구(봉명동204-13번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봉명지구(봉명동204-13번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기  간: 2017.3. ~ 2020.5.
○사업량: A=658㎡ / 주차20면

1,280,000 216,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거주자 주거이전 미완료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교통정보체계적 관리
(교통사업특별회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기  간: 2019.12. ~ 2020.5.
○사업량: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0개소

320,000 20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교통환경개선
(교통사업 특별회계)

터미널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시외버스터미널 주유기 이전
○기  간: 2019.11.~ 2020.6.
○사업량: 시외버스터미널 주유기이전공사

50,000 47,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공영버스 구입 민간이전
○사업명: 공영버스 구입
○기  간: 2019.9. ~ 2020.3.
○사업량: 공영버스 1대

122,000 122,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제작사의 생산 차질로
  출고 지연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민간이전

○사업명: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
○기  간: 2019.1. ~ 2020.3.
○대  상: 버스 및 화물자동차 1,374대

549,600 289,2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대상사업자 보조금
  신청 저조로 사업기간 부족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공공형 버스지원
(도시형 교통모델)

민간이전

○사업명: 공공형 버스지원
          (도시형 교통모델)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버스 2대

600,000 208,743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2019년 11월, 43대 증차에
  따른 시내버스노선개편과 병행 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기  간: 2019.5. ~ 2020.7.
○사업량: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1식

400,000 400,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제안서 작성 및 사전절차
  (보안성 검토) 진행 지연으로 공기 부족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북이면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위치: 청원구 북이면 신대리 4-8
○사업기간: 2018.1. ~ 2020.2.
○사업규모: 연면적 990㎡, 지하1층/지상3층

2,956,000 1,870,949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5월 1일
○이월사유: 사업기간 9개월 소요
  (착공: 2019.05.01. 준공: 2020.02.24.)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기술보급과 농업기술보급 새기술보급사업지원 농업신기술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
          시스템 시범
○사업량: 1개소(10호)

100,000 10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기술이전 시공업체의 관수
  시스템 구축 미흡으로 사업기간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도로교통
기반조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교차로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영로 우회전차로 개선사업
○기  간: 2019.11. ~ 2020.4.
○사업량: 우회전차로 L=74m,B=3m,
          신호등이설 2개소

100,000 92,41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도로교통
기반조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하나마취통증의학과의원 부근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기  간: 2019.11. ~ 2020.6.
○사업량: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및
          주정차단속카메라 성능개선 1식

150,000 15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도로교통
기반조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미원2리 경로당 등 6개소)
○기  간: 2019.11.~ 2020.4.
○사업량: 노인보호구역 개선 6개소

300,000 285,790
○편성시기: 2019년 2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도로시설과
광역도시 대비
역동적인 안전한
도로교통망 구축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공사완료 공고 절차이행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사완료
          공고 절차이행
○기  간: 2019.5. ~ 2020.12.
○사업량: 공사완료공고 이행
          (분할측량, 사유지 보상 등)

150,000 148,934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교육청 부지 및 기획재정부
  부지 협의보상 지연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소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행정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기  간: 2019.10. ~ 2020.4.
○사업량: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22,000 22,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0월 14일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환경정책과
친환경적 청정도시
추진기반 조성

환경도시 조성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 연구용역
○기  간: 2019.10.24 ~ 2020.01.25.
○내  용: 청주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폐업지원에 대한 적정지원금
          산정 및 타당성 조사

20,000 2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0월 24일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환경정책과
친환경적 청정도시
추진기반 조성

생태도시
환경조성

공중화장실 점검 및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공용화장실 남녀 칸 분리지원
○기  간: 2019.1. ~ 2019.12.
○내  용: 남녀화장실별 출입구 분리 또는
          층별 분리

20,000 20,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사업참여자 선정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환경정책과
친환경적 청정도시
추진기반 조성

생태도시
환경조성

공중화장실 점검 및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기  간: 2019.11. ~ 2019.12.
○내  용: 청주산업용재유통상가 지원

20,000 2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쾌적한
대기환경
기반 조성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 감시 지원(경상)

인건비

○사업명: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 감시 지원 인건비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13명

280,000 280,000
○편성시기: 2019년 2, 3회 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쾌적한
대기환경
기반 조성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 감시 지원(자본)

자산취득비

○사업명: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 감시 지원 장비구입비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미세먼지 간이측정장비 5대

62,500 62,500

○편성시기: 2019년 2, 3회 추경
○이월사유: 3회 추경 사업비 증액 및
  법령에 따라 간이측정장비 등급 판정
  필요로 사업기간 지연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쾌적한
대기환경
기반 조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47개소

3,582,380 3,582,38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사업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미세먼지 대책 추진 연구개발비

○사업명: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기  간: 2019.9. ~ 2020.9.
○사업량: 연구용역

140,000 140,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9월 19일
○이월사유: 용역이 '20년 9월에
   종료됨에 따라(1년 간) 공기 부족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자동차 운행제한 자산취득비

○사업명: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CCTV)
○기  간: 2019.11. ~ 2020.4.
○사업량: 카메라 20대

740,000 74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1월 예정
○이월사유: 카메라 설치 공정에 따라
  2020년 3~4월 중 준공 예정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144대

7,622,000 1,564,37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지급대상자 선정(10.17) 및
  청구기간 2개월 소요로 지연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소형화물) 구입비 지원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전기자동차(소형화물)

270,000 27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차량특성상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 사업 지연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지원
○기  간: 2019.1. ~ 2020.6.
○사업량: CNG 대형 20대

240,000 168,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차량제작사 출고지연
  버스회사 대폐차 연장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LPG가스차량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입비
          지원
○기  간: 2019.1. ~ 2020.12.
○사업량: 20대

100,000 3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신청 수요가 적어 사업
  기간 지연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운행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조기폐차 3,800대,
          저감장치 250대

7,911,167 6,890,727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지급대상자 선정(10.17) 및
  청구기간 2개월 소요로 지연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건설기계)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엔진교체 120대, 저감장치 40대

2,420,000 2,42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지급대상자 선정(10.17) 및
  청구기간 2개월 소요로 지연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LPG화물차)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LPG 화물차 90대

360,000 36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지급대상자 선정(10.17) 및
  청구기간 2개월 소요로 지연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수소전기차 구입비 지원
○기  간: 2019.1. ~ 2020.6.
○사업량: 100대

3,250,000 3,152,5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수소충전소 준공
  장기화('20.4월 예정)로 사업 지연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주 조성

365 깨끗한 청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자산취득비
○사업명: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기  간: 2019.11. ~ 2020.4.
○사업량: 청소차량 3대(5톤) 구입

360,000 360,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 차량
  으로 조달물품 2019년 10월 등재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주 조성

적정한 폐기물관리 폐기물처리사업장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방치폐기물처리
○기  간: 2019.1. ~ 2020.3.
○사업량: 방치폐기물 처리량 약 1,000톤
          (현재100톤처리)

202,950 68,2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10월 24일
○이월사유: 위탁처리(소각)입찰공고
  계속 유찰로 인하여 연내 처리 지연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주 조성

적정한 폐기물관리 폐기물처리사업장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기  간: 2019.10. ~ 2020.3.
○사업량: 불법투기폐기물 13,263톤
          (현재 1,120톤 처리)

1,282,592 1,282,592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진행
  하던 중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신청)로
  인하여 연내 처리 지연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환경보호/폐기물)

주민이안심하는폐기물
처리시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푸르미스포츠센터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
○기  간: 2019.12. ~ 2020.4.
○사업량: 개량공사 1식

334,272 32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공법미선정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지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공기 부족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원활한 매립장 운영관리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기  간: 2019.10. ~ 2020.10.
○사업량: 대기, 수질(지표, 지하수), 악취,
          토양 등 조사 및 분석

300,000 143,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10월 24일
○이월사유: 광역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약 지연(9.3.체결)에 따른 기간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원활한 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권광역매립장 3단계 제방
          설치공사
○기  간: 2019.10. ~ 2020.2.
○사업량: 매립제방설치공(흙쌓기 7,960㎥),
          침출수 차수 및 배제시설공(HDPE
          SHEET 2,202㎡) 등

550,000 55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10월 24일
○이월사유: 광역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약 지연(9.3.체결)에 따른 기간부족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원활한 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권광역매립장 3단계 제방
          설치공사
○기  간: 2019.10. ~ 2020.2.
○사업량: 매립제방설치공(흙쌓기 7,960㎥),
          침출수 차수 및 배제시설공(HDPE
          SHEET 2,202㎡) 등

3,465 2,665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10월 24일
○이월사유: 광역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약 지연(9.3.체결)에 따른 기간부족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장 컨베이어
교체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재활용품선별장 컨베이어 설치
○기  간: 2019.10. ~ 2020.5.
○사업량: 5개소

246,000 236,81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실시설계: 2019년 10월 21일~ 12월 9일
○이월사유: 일상감사 및 입찰 진행에
  따른 금년 계약 불가

운영사업과 문화유산보존및전승
기록인쇄문화 국제
교류추진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민간이전

○사업명: 북한소장고문헌조사사업
○기  간: 2019.10. ~ 2021.12.
○내  용: 북한 인민대학습당 소장 고문헌
          및 항일사료 연구

100,000 62,8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남북관계 경색·대북교류사업
  지연·지속적인 추진체 구성·협의 기간
  증가로 사업지연

운영사업과 문화유산보존및전승 직지 세계화사업 추진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 구축 연구개발비
○ 사업명: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 구축
○ 기  간: 2019.12. ~ 2020.06.
○ 내  용: 다국어 웹사이트 구축

430,000 43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직지 소장기관인 프랑스국립
  도서관과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지난에
  따른 사업 지연

운영사업과 문화유산보존및전승 직지 세계화사업 추진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 구축 자산취득비

○ 사업명: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 전용
           서버 신규 도입
○ 시  기: 2020.05.
○ 내  용: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 전용
           서버 신규 도입

50,000 50,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직지 소장기관인 프랑스국립
  도서관과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지난에
  따른 사업 지연

운영사업과 문화유산보존및전승 직지 세계화사업 추진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 구축 연구개발비
○ 사업명: 직지 국제콘퍼런스
○ 시  기: 2020.10.
○ 내  용: 직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연구

60,000 6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직지 소장기관인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세부내용
  재협의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도시공원 관리 복대동 서원어린이공원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서원어린이공원 정비공사
○기  간: 2019.12. ~ 2020.6.
○사업량: 시설물 정비 A=3,780㎡

80,000 8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도시공원 관리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시설
확충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
          확장공사
○기  간: 2019.12. ~ 2020.7.
○사업량: 오토캠핑장 추가 조성 20면

300,000 30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녹지관리 녹지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2019년 월동보호책 설치
○기  간: 2019.10. ~ 2020.3.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104km,
          고정형월동보호책 설치 1km

687,348 131,791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0월 17일
○이월사유: 동절기에 도로변 염화칼슘
  으로부터 녹지대 보호

산림관리과 임업경쟁력강화 산림휴양
옥화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옥화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공사
○기  간: 미착공
○사업량: 숲속의 집 4동 신축

910,381 910,381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적격심사 적격여부 법제처
  질의(2019.5.)에 대한 회신 지연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Ⅱ(로컬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업명: 로컬프로젝트-포룸
          <自·自·自/이규식>
○기  간: 2019.11. ~ 2020.1.
○사업량: 작품 반출 운송 1회

104,560 9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2019.11.~2020.1.)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Ⅱ(로컬프로젝트) 일반보상금

○사업명: 로컬프로젝트-포룸
           <自·自·自/이규식>
○기  간: 2019.11. ~ 2020.1.
○사업량: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및
          작품 철수 인력비

42,208 6,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19.11.~20.1.)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Ⅱ(로컬프로젝트)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로컬프로젝트-포룸
           <自·自·自/이규식>
○기  간: 2019.11. ~ 2020.1.
○사업량: 전시장 벽면 복구 공사 840㎡

20,000 6,256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19.11.~20.1.)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Ⅳ(국제교류전) 일반운영비

○사업명: 기획전Ⅳ(국제교류전)

           프랑스현대추상-추상여운

○기  간: 2019.10.4. ~ 2020.1.26.
○내  용: 작품운송비(국제운송)
          작품운송 및 설치용역 진행

129,050 43,629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19.10.~20.1.)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Ⅳ(국제교류전) 일반운영비

○사업명: 기획전Ⅳ(국제교류전)

           프랑스현대추상-추상여운

○기  간: 2019.10.4. ~ 2020.1.26.
○내  용: 전시코디네이터 및 전시행사
          운영비

49,000 1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19.10.~20.1.)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Ⅳ(국제교류전) 일반보상금

○사업명: 기획전Ⅳ(국제교류전)

           프랑스현대추상-추상여운

○기  간: 2019.10.4. ~ 2020.1.26.
○내  용: 전시행사운영(숙박, 식비)

20,000 5,93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19.10.~20.1.)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Ⅳ(국제교류전) 일반보상금

○사업명: 기획전Ⅳ(국제교류전)

           프랑스현대추상-추상여운

○기  간: 2019.10.4. ~ 2020.1.26.
○내  용: 전시운영요원실비보상 및
          전문인력 인건비지급

43,408 11,292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19.10.~20.1.)에
  따른 사업비 이월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 오창전시관 운영 오창전시관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업명: 오창전시관 기획전

○기  간: 2019.11.28. ~ 2020.1.31.
○내  용: 전시 종료 후 작품반출
          운송비, 전시결과물 인쇄비

36,820 15,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19.11.~20.1.)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 오창전시관 운영 오창전시관 관리 및 운영 일반보상금

○사업명: 오창전시관 기획전
○기  간: 2019.11.28. ~ 2020.1.31.
○내  용: 전시 운영요원 보상비,
          전시종료 후 작품철수 인력비

23,220 5,9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2019. 11.~2020.1.)에
  따른 사업비 이월

상당구
주민복지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

경로당 신축 개보수(보조)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담명암산성동 것대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기  간: 2019.12. ~ 2020. 3.
○내  용: 것대경로당 2층 화장실 수도배관
          교체, 2층 방송실 LED등 교체 및
          전기공사, 1층 주방 개조

11,000 11,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노폭12m미만의
도시 계획도로 개설

용담동 용담초교뒤
(소3-1213호)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담동 용담초교뒤
          (소3-1213호)도로개설
○기  간: 2018.01. ~ 2020.12.
○사업량: 도시계획도로 개설 L=120m, B=6m

100,000 9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기존 도시계획선형 변경
  요청에 따른 협의 지연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노폭12m미만의
도시 계획도로 개설

남일 효촌 주원애뜰 앞
(소2-192호)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일 효촌 주원애뜰 앞
          (소2-192호) 도로개설
○기  간: 2017.01. ~ 2020.12.
○사업량: 도로개설 L=150m, B=8m

580,000 59,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2회추경
○이월사유: 보상협의 협의 지연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노폭12m미만의
도시 계획도로 개설

금천동 장미아파트 뒤
(소2-278호)도로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금천동 장미아파트 뒤
          (소2-278호) 도로개설
○기  간: 2019.01. ~ 2020.12.

○사업량: 계단설치 L=5.7m 보도포장 A=42㎡

50,540 50,54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이월사유: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한 주민
  이견 사항으로 공사발주 지연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도로정비및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산성도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살수기)설치
○기  간: 2019.11. ~ 2020.6.
○사업량: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L=600m

100,000 10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금천동 산성로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19.11. ~ 2020.6.
○사업량: 아스콘덧씌우기 L=800m

200,000 20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서운동 인도 및 경계석 정비공사
○기  간: 2019.11. ~ 2020.6.
○사업량: 경계석 및 보도정비
          (B=2.5m, L=135m)

20,000 2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 미원천(미원3리) 하상
          정비공사
○기  간: 2019.12. ~ 2020.6.
○사업량: 하상정리 L=850m

20,000 2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대덕리 일원 제방 보강
○기  간: 2019.12. ~ 2020.12.
○사업량: 옹벽블록 L=600m

300,000 30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서원구
주민복지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

경로당 신축 개보수(자체)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곡1동 수복정 경로당
          옥상방수 공사 및 실내 리모델링
○기  간: 2019.11. ~ 2020.3.
○사업량: 경로당 공사

50,000 50,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8월 7일
○이월사유: 구조안전진단 검사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서원구
주민복지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

경로당 신축 개보수(보조)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곡1동 수복정 경로당 리모델링
○기  간: 2019.11. ~ 2020.3.
○사업량: 경로당 리모델링

100,000 84,023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8월 7일
○이월사유: 구조안전진단 검사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이면 상발리 현암교
          재가설공사
○기  간: 2019.12. ~ 2020.6.
○사업량: 수로암거(12.0×3.0, L=7.0m),
          아스콘 덧씌우기(A=205㎡)

180,130 180,13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사업추진지연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모충동 급경사도로 열선설치공사
○기  간: 2019.11. ~ 2020.3.
○사업량: 전력간선 및 열선 설치공사L=70m)

100,000 100,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이월사유: 2020년 1월 준공 예정

서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영교, 용평교 내진보강
및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영교, 용평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기  간: 2019.12. ~ 2020.10.
○사업량: 내진보강 및 보수

500,000 50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12m미만의
도시 계획도로 개설

강내 월곡 도시계획 도로개설
(소2-1343)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내 월곡 도시계획 도로개설
          (소2-1343)사업 실시설계용역
○기  간: 2019.11. ~ 2020.3.
○사업량: 실시설계용역 1식

20,000 2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1월 6일
○이월사유: 2회추경 반영사업으로
  용역 과업기간 4개월로 공기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12m미만의
도시 계획도로 개설

강내 월곡 도시계획도로개설
(소2-1344)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내 월곡 도시계획 도로개설
          (소2-1344)사업 실시설계용역
○기  간: 2019.11. ~ 2020.3.
○사업량: 실시설계용역 1식

20,000 2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1월 5일
○이월사유: 2회추경 반영사업으로
  용역 과업기간 4개월로 공기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송역 일원 택시대기차로
          개선공사
○기  간: 2020.3. ~ 2020.6.
○사업량: 택시대기차로 개선공사 L=60m,
          B=3.0m

50,000 5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반영사업으로 민원
  발생 등 추가 지역주민 의견수렴등으로
  지연되어 공기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비하동 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기  간: 2019.9. ~ 2020.5.
○사업량: 도로확장 L=100m, B=1.5~2.0m

40,000 4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 11. 11.
○이월사유: 지장물(한전주, 통신주)
  이설 지연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비하동 삼일아파트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19.9. ~ 2020.5.
○사업량: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L=180m,
          B=7.0m

25,000 25,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1순환로 577번길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기  간: 2019.9. ~ 2020.5.
○사업량: 배수로정비 L=502m

20,000 2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성봉로 일원 보행로 정비사업
○기  간: 2019.11. ~ 2020.5.
○사업량: 경계석 정비 및 보도블럭 포장
          L=270m, B=4.0m

45,000 45,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경동 풍년로 194번길 도로정비
          공사
○기  간: 2019.11. ~ 2020.5.
○사업량: 경계석 정비 및 주차면 확보
          L=330m, B=1.0m

200,000 20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과학산업단지 가로등 LED교체
          및 보행자등 설치공사
○기  간: 2020.2. ~ 2020.5.
○사업량: 가로등 103개소 교체,
          보행자등 99개소 설치

150,000 15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개설
주성동 소로1-366호선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주성동 소로1-366호선 도로개설
○기  간: 2019.6.28 ~ 2019.12.24
○사업량: 도로개설 L=267m,B=8.6m

445,500 340,975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6월 27일
○이월사유: 사업 구간 내 한전주 저촉
  으로 이설비용 발생
  (공사정지로 인한 계약기간 변경 예정)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개설
율량동 소로2-5호선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율량동 소로2-5호선 도로개설
○기  간: 2019.11.15 ~ 2020.5.12
○사업량: 도로개설 L=153m,B=10m

254,790 254,79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1월 5일
○이월사유: 2회 추경 성립으로 절대공기
(180일) 부족으로 연내 준공 불가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개설
청원구 오창읍 양지리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양지리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기  간: 2019.1.23 ~ 2019.9.19
○사업량: 실시설계 및 인가(L=330m,B=6m)

39,452 21,541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1월 21일
○이월사유: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보완
  조치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과업 지연(용역 정지)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개설
상리마을 일원 진입로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리마을 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기  간: 2019.1.21 ~ 2019.9.17
○사업량: 실시설계 및 인가(L=290m,B=6m)

35,146 30,449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1월 18일
○이월사유: 마을 주민들의 도시계획선형
  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등으로 인하여 과업 지연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개설
오창읍 창리 도로개설
(소로2-1232호선)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창리 도로개설
          (소로2-1232호선) 실시 설계용역
○기  간: 2019.5.22 ~ 2020.2.15
○사업량: 실시설계 및 인가(L=86m,B=8m)

12,000 12,000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5월 16일
○이월사유: 측량 및 실시계획인가
  기간 등 고려한 과업기간(270일)을
  산정하였으며 과업기간 미도래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개설
사천동 도로개설
(소로3-1432호선)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사천동 도로개설(소로3-1432호선)
          실시 설계용역
○기  간: 2019.5.22 ~ 2020.2.15
○사업량: 실시설계 및 인가(L=290m,B=6m)

23,980 16,325

○편성시기: 2019년 1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5월 16일
○이월사유: 측량 및 실시계획인가
  기간 등 고려한 과업기간(270일)을
  산정하였으며 과업기간 미도래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개설
내덕동 소로2-86호선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덕동 소로2-86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기  간: 2019.11.22 ~ 2020.6.3
○사업량: 실시설계 및 인가(L=60m,B=8m)

7,607 7,607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계약일시: 2019년 11월 4일
○이월사유: 측량 및 실시계획인가
  기간 등 고려한 과업기간(180일)을
  산정하였으며 과업기간 미도래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 관리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신흥고등학교 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기  간: 2020.3.~ 2020.6.
○사업량: 보차도휀스 L=120m

20,000 2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은곡교 보도확장공사
○기  간: 2020. 1월 ~ 2020. 06월
○사업량: 교량인도설치 L=50m, B=2.0m

70,000 7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외하동 외하4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기  간: 2020.3. ~ 2020.6.
○사업량: 아스콘 덧씌우기 L=650m, B=5m

50,000 5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북이면 송정1리 아스콘덧씌우기
○기  간: 2020.3. ~ 2020.6.
○사업량: 아스콘덧씌우기
          B=2.5~3.5m L=600m

30,000 3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청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율량천 수변관찰로 정비공사
○기  간: 2020.3. ~ 2020.6.
○사업량: 수변관찰로 정비 L=1.25km B=2.0

261,075 25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 추경 성립 후 절대공기
  (180일)부족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
  동절기 공사 불가

청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공공질서및
안전/재난방재.
민방위)

하천.배수시설 개선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풍정1리 배수로정비공사
○기  간: 2020.1. ~ 2020.6.
○사업량: 배수로정비 L=250m

50,000 5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미원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화원리 마을안길 및 배수시설
          정비공사
○기  간: 2019.09. ~ 2020. 06.
○사업량: 마을안길 및 배수시설 정비 L=60m

30,000 3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토지사용협의 지연

미원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중1리 일원 세천복구공사
○기  간: 2019.09. ~ 2020. 06.
○사업량: 옹벽블럭 재설치(H=1.5m) L=150m

25,000 25,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토지사용협의 지연

미원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재난안전 세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계원리 일원 세천 정비
○기  간: 2019.11. ~ 2020. 06.
○사업량: 콘크리트포장(B=3.0m) L=2,337m,
          수로관 설치 L=450m

400,000 40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가덕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가덕면 내암리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덕면 내암리 진입로 및
          배수로정비 공사
○기  간: 2020.1. ~ 2020.6.
○사업량: 옹벽블럭 설치 L=140m,
          아스콘덧씌우기L=430m

160,000 16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문의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등동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기  간: 2019.10. ~ 2020.6.
○사업량: 도로정비 및 아스콘덧씌우기
          L=1.0Km

130,000 116,31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2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12월 설계 완료 예정)

문의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문의면 일원 세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계3리 세천정비공사
○기  간: 2020.01. ~ 2020.06.
○사업량: 세천정비 L=300m

60,000 6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문의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문의면 일원 세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천6리 세천정비공사
○기  간: 2020.01. ~ 2020.06.
○사업량: 세천정비 L=300m

70,000 7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19년
예산액

2020년
이월액

이월사유

문의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문의면 일원 세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구룡2리 세천정비공사
○기  간: 2020.01. ~ 2020.06.
○사업량: 세천정비 L=300m

70,000 7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문의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문의면 일원 도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두모2리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0.01. ~ 2020.06.
○사업량: 도로정비 L=150m

140,000 14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문의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문의면 일원 도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산덕리 우수관로 정비공사
○기  간: 2020.01. ~ 2020.06.
○사업량: 도로정비 L=150m

60,000 6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현도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현도면 양지리 무궁화길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현도면 양지2리 무궁화길 조성
○기  간: 2020.01. ~ 2020.06.
○사업량: 무궁화식재 및 화단조성(L=550m)

150,000 15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강내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궁현리 배수로 정비공사
○기  간: 2019.11. ~ 2020.5.
○사업량: 배수로정비 L=100m

80,000 80,000
○편성시기: 2019년 2회추경
○이월사유: 철근콘크리트가 주공정인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

내수읍 자치행정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청암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기  간: 2019.11. ~ 2020.6.
○사업량: 경관조명설치 L=220m

30,000 30,000
○편성시기: 2019년 3회추경
○이월사유: 3회추경 편성예산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

공원시설물및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 구룡근린공원 호수 준설공사
○기  간: 2019.09. ~ 2020.03.
○사업량: 준설 및 운반 3,961.2㎥

69,300 61,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08월 30일
○이월사유: 동절기(19.12.~20.02.) 지반
  동결시 준설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

공원시설물및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산업단지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기  간: 2019.11. ~ 2020.04.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및 유지관리
          L=10,500m

65,000 55,000

○편성시기: 2019년 본예산
○계약일시: 2019년 10월 22일
○이월사유: 동절기 도로변 제설시
  띠녹지내 식재된 관목류(쥐똥나무,
  좀작살나무 등) 염해 및 동해 피해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