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238건 121,400,935 55,594,419

상생협력담당관
상생과 화합으로
으뜸 청주구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현도 중삼리 일원 보
도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중삼리 일원 보도설치공사
○기  간: 2020.11. ~ 2021.03.
○사업량: 보도 포장 A=213㎡

132,000 123,7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주민요구사항(횡단보도)
  반영을 위한 사업 지연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기획 도시재생정책
2020 도시재생
한마당

일반운영비
○사업명: 2020 도시재생 한마당 리플릿 제작
○기  간: 2021.01.~ 2021.06.
○사업량: 1,000원 * 30,000부

550,000 550,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코로나19로 '21년으로
  행사 연기(국토부 보조)

도시재생기획단 도시재생기획 도시재생정책
2020 도시재생
한마당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2020 도시재생 한마당
○기  간: 2021.01.~ 2021.06.
○사업량: 도시재생 부스 설치 등

50,000 50,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코로나19로 '21년으로
  행사 연기(국토부 보조)

정책기획과 시정역량강화
전략적 성과 및
정확한 통계 관리

시정업무평가 연구개발비

○사업명: 2020 시정평가 용역
○기  간: 2020.03. ~ 2021.02.
○사업량: 151개부서(전부서)
○내  용: 청주시 시정평가 성과관리 용역

 130,000  24,7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3월 13일
○이월사유: 20년 12. 31. 기준평가
  용역기간 부족

안전정책과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
CCTV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

생활방범용 CCTV설치
(조정교부금)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생활방범용 CCTV설치
○기  간: 2021.02. ~ 2021.05.
○사업량: CCTV설치 3개소

68,000 68,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안전정책과 재해 및 재난 예방
국가 비상대비
위기대응 역량강화

자연재해
대비태세 강화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그늘막 설치사업
○기  간: 2021.01. ~ 2021.05.
○사업량: 스마트그늘막 2개소 설치

20,000 2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기  간: 2021.01. ~ 2021.12.
○사업량: 시장 4개소 시설개선
          가경터미널, 중앙, 밤고개자연, 사창시장

110,000 11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내덕자연시장
발전형 태양광 설치
사업(전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덕자연시장 발전형 태양광 설치사업
○기  간: 2021.01. ~ 2021.12.
○사업량: 발전형태양광설치(100kw)

280,000 28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1년 아케이드 교체 공사 완료 후
  태양광 설치예정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기  간: 2020.12. ~ 2021.12.
○사업량: 주차장 50면

2,600,000 2,60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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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기  간: 2020.01. ~ 2021.06.
○사업량: 가로등 설치 L=385m, 공원 시설물 정비
          아트 월 설치, 바닥그림 도색

 330,000  30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12월(예정)
○이월사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민협의 기회 부족으로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보완 등 절대공기 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에너지안전관리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충북형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구축 사업
○기  간: 2020.06. ~ 2021.06.
○사업량: 마을공유 태양광 8개소 160kW,
          그린버튼 100세대, 충북DR 10세대

 107,500  107,5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

예산과 재정 운영 건전재정 운영 시설관리공단 관리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기  간: 2020.10. ~ 2021.06.
○내  용: 공단 조직전반 진단 및 직무분석 등

35,000 35,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7월 22일
○이월사유: 과업수행 해약조건
  해당(중간보고 내용 미흡), 재추진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 시설운영기반조성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시설 기능보강
○기  간: 2021.02.~ 2021.05.
○사업량: 출입구 자동문교체, 탁구장 방수공사

 20,000  2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 시설운영기반조성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야외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야외시설 기능보강
○기  간: 2021.02.~ 2021.05.
○사업량: 노후 야외시설 11,660㎡ 정비

 50,000  5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아동보육과 아동 친화, 보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고)

일반운영비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  간: 2020.05. ~ 2021.05.
○사업량: 어린이 집 9개소

 53,500  49,5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4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

아동보육과 아동 친화, 보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고)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  간: 2020.05. ~ 2021.05.
○사업량: 어린이 집 9개소

 1,521,500  805,5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4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

아동보육과 아동 친화, 보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고)

자산취득비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  간: 2020.05. ~ 2021.05.
○사업량: 어린이 집 9개소

 465,000  225,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4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보수정
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월리사대웅전 지붕 해체보수
○기  간: 2020.05.~ 2021.03.
○사업량: 월리사 대웅전 지붕 해체보수공사

383,240 383,24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1월
○이월사유: 문화재 정비 통상적인
  공사기간 반영 연도내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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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보수정
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월리사대웅전 지붕 해체보수감리
○기  간: 2020.05. ~ 2021.04.
○사업량: 월리사 대웅전 지붕 해체보수공사감리

16,760 16,76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1월
○이월사유: 통상적인 공사기간 반영
  연도내 집행 불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보수정
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송상현 문적전시실 개보수
○기  간: 2020.02.~ 2021.01.
○사업량: 송상현문적 전시실 항온항습시설
          설치 및 조명공사 등

200,000 168,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10월
○이월사유: 도 설계승인 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석조여래입상 발굴조사
○기  간: 2020.07. ~ 2021.07.
○사업량: 발굴조사(1,978㎡)

280,000 28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7월17일
○이월사유: 조사 대상지 토지 매입
  등 사전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문화재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 황새연구계획수립
○기  간: 2020.08. ~ 2021.04.
○사업량: 황새 유전적다양성 확보를 위한
          유전정보확보, 매뉴얼 마련 등

38,000 19,5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8월
○이월사유: 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240일)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비중리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토지매입 및 정밀실측
○기  간: 2020.01.~ 2021.05.
○내  용: 세입자보상비, 철거비, 정밀실측(3D)

1,218,800 117,81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매입일시: 20년 9월
○이월사유: 보상비 당초예산 초과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보존및전승 문화재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안심사영산회괘불탱보존처리
○기  간: 2020.01. ~ 2021.11.
○사업량: 보존처리, 축제작 및 보관상자 보수

220,000 200,76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11월(예정)
○이월사유: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의
  (재심의2회, 보완2회)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국가등록문화재(부활 등) 보존처리
○기  간: 2020.07.~ 2021.05.
○사업량: 공군박물관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4점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316,996 291,056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7월15일(설계)
○이월사유: 2회 추경예산 편성
  설계검토 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정북동토성 관리소 및 주차장정비
○기  간: 2020.04.~ 2021.05.
○사업량: 사무실, 화장실 건립 및 주차장정비
           (103대)

578,000 578,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2월
○이월사유: 2회 추경예산 편성,
  문화재행정절차 이행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정북동토성 관리소 및 주차장
          정비공사 감리
○기  간: 2020.04.~ 2021.05.
○사업량: 사무실, 화장실건립, 주차장정비

22,000 22,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2월
○이월사유: 문화재관련 사업기간
  장기소요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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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F-51D무스탕,T-건국기 격납시설 설치
○기  간: 2020.05.~ 2021.06.
○사업량: 격납기 설치 공사비, 감리비

548,018 548,018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1년 1월
○이월사유: 문화재관련 사업기간
  장기소요 (~ 21.5)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당산성 북측 안전대피시설
○기  간: 2020.04.~ 2021.01.
○내  용: 대피시설 설치, 진입로정비 감리비

22,000 22,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1년 9월
○이월사유: 공사준공(20년 12월)
  이후 집행가능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무형문화재전수교육
관보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배첩전수교육관 내부마감 등 보수
○기  간: 2020.02.~ 2021.03.
○사업량: 배첩전수교육관 내부 옻칠공사

160,000 100,69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8월
○이월사유: 사전 전기공사 지연 및,
  옻칠공사 공기 90일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보존관리
전통사찰및문화시설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배첩전수교육관 보수정비
○기  간: 2020.05.~ 2021.02.
○사업량: 배첩전수교육관 내 전기조명교체
          (전동장치5개구)

100,000 94,25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0월
○이월사유: 사용자와의 세부내역
  조율 과정에서의 협의 지난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진흥 관광정책
관광지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인건비

○사업명: 관광지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기  간: 2020.09. ~ 2021.02.
○사업량: 기간제근로자 35명
○내  용: 관광지 방역근무

314,800 182,000
○편성시기: 20년 4,5회 추경
○이월사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사업기간 연장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진흥 관광정책
관광지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일반운영비

○사업명: 관광지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기  간: 2020.09. ~ 2021.02.
○사업량: 기간제근로자 35명
○내  용: 관광지 방역용품

25,200 14,800
○편성시기: 20년 4,5회 추경
○이월사유: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사업기간 연장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
관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청주종합사격장
토양정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종합사격장 토양정화사업
○기  간: 2019.01. ~ 2021.05.
○사업량: 사격장 내 오염토 정화사업
          (면적: 3,867.68㎡, 부피:1,458.~29㎥)

20,000 20,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오염토양 내 함유된
  골재, 납탄파편 선별과정에서
  도급업체의 경험 및 기술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행정서비스 구현
청주시 미래농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미래농업 중장기 계획 수립
○기  간: 2020.06. ~ 2021.04.
○내  용: 중장기 연구 용역

100,000 48,669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6월 25일
○이월사유: 연구용역 과업기간이
  10개월로 21.4월까지 용역수행예정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장골저수지 보수공사
○기  간: 2020.10. ~ 2021.06.
○내  용: 사석쌓기(840㎡),그라우팅(L=115m,H=8m),
          사통 및 복통(L=43m)

 500,000  480,4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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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노후저수지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낭성 검배저수지 보수공사
○기  간: 2020.01.~ 2021.06.
○내  용: 사석쌓기(560㎡),그라우팅(L=80m,H=5m)
          사통 및 복통(L=68m)

 370,000  350,47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9월 7일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일 2021.3.8)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호죽지구 소규모 배
수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호죽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기  간: 2020.01.~ 2021.12.
○내  용: 배수장 신설 및 배수로정비(L=26m)

 200,000  171,275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도비지원 계속사업(20년~21년)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일반보전금

○사업명: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기  간: 2020.01.~ 2021.12.
○대  상: 2020.01.이후 임산부
○사업량: 4,987명 ※ 이월사업량: 1,187명

1,914,983 455,783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산모는 출산후 12개월
  까지 사업신청 가능

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강화 유통체계구축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설치(도비)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설치지원사업
○기  간: 2020.07. ~ 2021.12.
○사업량: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244㎡)

 154,440  154,44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4추)
○보조결정: 20년 10월 27일
○이월사유: 당초보조사업자 포기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

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강화 가공식품 수출 지원 찾아가는 양조장 민간이전
○사업명: 찾아가는 양조장
○기  간: 2020.12. ~ 2021.12.
○내  용: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48,000  48,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강화 가공식품 수출 지원
국산 식재료 공동
구매 조직화 사업

민간이전

○사업명: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기  간: 2020.12. ~ 2021.12.
○내  용: 인건비, 물류비, 창고임차비, 컨설팅비,
           현장점검비

 10,000  1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강화 농업행정서비스 구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민간이전

○사업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기  간: 2020.01. ~ 2021.05.
○내  용: HACCP 및 GAP 인증, 제품개발,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등

 52,500  52,5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6월
○이월사유: 사업계획변경(道승인)
  따른 사업기간 부족

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강화 농업행정서비스 구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민간이전

○사업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고기능성 쌀 가공시설 구축)
○기  간: 2020.01. ~ 2021.05.
○내  용: 고기능성 쌀 곡물분말 제조,가공
           시설 건축

 577,500  577,5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11월
○이월사유: 사업계획변경(道승인)
  따른 사업기간 부족

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강화 농업행정서비스 구현
향토산업육성사업(전
환)

민간이전

○사업명: 향토산업육성사업
○기  간: 2020.01. ~ 2021.12.
○사업량: 사업단운영, 생산 역량강화, 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379,000  8,95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코로나19로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연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향상

축산ICT 융복합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축산ICT 융복합사업
○기  간: 2020.03.~ 2021.12.
○사업량: 대상축사 13호(ICT융복합 장비지원)

 3,360,300  1,563,074
○편성시기: 20년 본예산,(2추,5추)
○이월사유: 내시변경으로 5회추경
  추가분 사업기간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처리

민간이전
○사업명: 가축매몰지 발굴소멸처리 사업
○기  간: 2020.01.~2021.03.
○사업량: 소멸처리 대상 가축매몰지 3개소

 150,000  150,000
○편성시기: 본예산(4추 추가)
○이월사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농가 출입불가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일반보전금
○사업명: AI 휴지기제 지원사업
○기  간: 2020.10. ~ 2021.03.
○사업량: 54,200수

      156,200        62,511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사업일시: 20년10. ~ 2021.03.
○이월사유: AI 위험기간 사업추진
  (20년 10월~ 21년 3월)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사업명: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기  간: 2020.10. ~ 2021.03.
○사업량: 149,000수

      192,600        96,942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사업일시: 20년10. ~ 2021.03.
○이월사유: AI 위험기간 사업추진
  (20년 10월~ 21년 3월)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가축질병치료보험 시
범사업

일반보전금

○사업명: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
○기  간: 2020.09. ~ 2021.08.
○사업량: 3억원(농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60%)

      300,000       30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보험만료 후 사업비지원
  (20년 9월~ 21년 8월)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
독비용지원

민간이전
○사업명: AI, 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
○기  간: 2020.01.~2021.12.
○사업량: 거점소독소(통제초소) 8개소

      655,400       316,54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2추,4추)
○이월사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동절기 차단방역 필요

축산과 축산 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 관리
액비생산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액비생산시설 설치 지원 사업
○기  간: 2020.01.~ 2021. 12.
○사업량: 신규설치 12기, 개보수2기

 214,200  176,12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5추)
○이월사유: 사업계획 변경으로
  5추 추가분 공기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 관리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
○기  간: 2020.01.~ 2021.12.
○사업량: 11개소

 81,160  73,36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국비교부: 20년 12월(예정)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도매시장 이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
대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감정평가 실시
○기  간: 2020.11. ~ 2021.01.
○내  용: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액 산정

46,200 46,2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토지소유자 협의과정
  의견이 상충되어 감정평가 기간이
  2021.1월까지 연장될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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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도매시장 이전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
역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기  간: 2020.11. ~ 2021.07.
○내  용: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00,000 235,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11월2일
○이월사유: 입찰공고가 3회 유찰
  20년11.02. 수의계약을 진행,
  공기부족

도시계획과 살고싶은도시건설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계획 수립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탄력적
도시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시민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기  간: 2020.02. ~ 2021.05.
○사업량: 도시관리계획 결정(A=310,000㎡)

150,000 56,025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2.27.
○이월사유: 관련행정절차(주민공고,
  의회의견청취,도시계획위 심의 등)
  이행지연

도시계획과 살고싶은도시건설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계획 수립

청주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시범사업) 수립 용역
○기  간: 2020.03.~2021.05.
○사업량: 47.12㎢

120,000 46,799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3월 2일
○이월사유: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준공예정일 : 2021.5.25.)

도시계획과 살고싶은 도시건설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계획 수립

수암골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수암골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기  간: 2020.03. ~ 2021.03.
○사업량: 수암골 지구단위계획 수립 A=185,672㎡

230,000 88,14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3월 18일
○이월사유: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준공예정일 : 2021.3.14.)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중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명: 공중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  간: 2020.10. ~ 2021.09.
○사업량: 전기, 통신 지중화사업 L=1.34m
          (우암0.8, 운천0.54)

 2,522,000  1,122,821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통신지중화 설계 미완료
  현재 공사비 미책정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암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우암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
○기  간: 2020.07. ~ 2021.09.
○사업량: 스마트기술 4종 접목

      827,000       827,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국토부 공모사업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재생사업과 창조도시 건설 선도사업 관리 KT&G 관리운영 일반보전금
○사업명: 문화제조창 건물 명칭 시민공모 포상금
○기  간: 2020.11. ~ 2021.02.
○사업량: 시민포상금(최우수1, 우수2, 장려3)

        1,700         1,7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명칭선정 방식 다양화,
  명칭검토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 결정 및 시행

도시재생사업과 창조도시 건설 선도사업 관리 KT&G 관리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화제조창 건물 명칭 간판 설치
○기  간: 2020.11. ~ 2021.02.
○사업량: 간판설치 2개소

       22,000        22,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명칭선정 방식 다양화,
  명칭검토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 결정 및 시행

도시재생사업과 창조도시 건설 선도사업 관리 KT&G 관리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화제조창 시설안내패널
          (종합정보안내시스템) 전기공사
○기  간: 2020.11. ~ 2021.02.
○사업량: 종합정보안내시스템 2개소

       15,000        15,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입주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등 추가 기간소요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도시재생사업과 창조도시 건설 선도사업 관리 KT&G 관리운영 자산취득비

○사업명: 문화제조창 시설안내패널
          (종합정보안내시스템) 제작및설치
○기  간: 2020.11. ~ 2021.02.
○사업량: 종합정보안내시스템 2개소

       85,000        27,6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입주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등 추가 기간소요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주정차관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조성
및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하상주차장 보수사업
○기  간: 2020.08. ~ 2021.06.
○사업량: 진출입로 확장 L=35m, B=4m

 50,000  47,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사업추진 주민협의 지연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대중교통 시설 개선
광역BRT 개발계획수
립 공동용역

연구개발비

○사업명: 행복도시권 광역BRT 3개노선 개발계획
          수립 용역
○기  간: 2020.06. ~ 2021.06.
○사업량: 연구용역 1식 (세종~청주BRT)

 75,850  72,058

○편성시기: 20년 당초예산
○계약일시: 20년 6월
○이월사유: 코로나19로 타도시
  협약체결 지연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신교통 도입 추진 신교통 도입 추진 연구개발비
○사업명: 트램 도입 등 녹색교통체계 전환 용역
○기  간: 2020.04. ~ 2021.02.
○사업량: 연구용역 1식

 250,000  122,100

○편성시기: 20년 당초예산
○계약일시: 20년 4월 16일
○이월사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확정시까지 트램 용역 중지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민간이전

○사업명: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기  간: 2020.11. ~ 2021.01.
○내  용: 2020년 12월분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금 지급

10,816,834 500,000
○편성시기: 20년 당초예산
○이월사유: 20년 12월분 무료환승
  데이터가 21년 1월초 통보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저상버스도입 보조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저상버스 도입 보조
○기  간: 2020.05. ~ 2021.03.
○사업량: CNG 저상버스 10대 중 6대 이월

 901,680  541,008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6대 증)
○교부예정: 21년 3월
○이월사월: 제작사 차량출고 지연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사업용 차량 첨단안
전장치 장착 지원

민간이전
○사업명: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기  간: 2020.06. ~ 2021.06.
○대  상: 137대

56,000 54,8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국토부)사업대상
  20년~21년6월까지 신규 제작화물차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준공영제 관리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업명: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
○기  간: 2020.11. ~ 2021.01.
○내  용: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 대행

62,900 22,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2월 15일
○이월사유: 준공영제 관련 행정절차
  추진기간 소요 지연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 명품도시 구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기존 건축물 화재안
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기  간: 2020.02. ~ 2021. 12.
○내  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성능보강 지원

160,000 160,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추진 지연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업명: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기  간: 2020.06. ~ 2021.05.
○사업량: 총괄건축가 1인, 공공건축가 2인,
          청년예비건축가 1인 등 운영비 지원

 50,600  30,862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21년 5월)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용역
○기  간: 2020.10. ~ 2021.05.
○사업량: 중점관리구역 설정 및 실행방안 모색

 266,600  266,6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21년 5월)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
델링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  간: 2020.09. ~ 2021.07.
○사업량: 18개소(15년 이상, 어린이집, 보건소)

 5,474,755  5,464,275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설계용역 추진중
  (LH설계대행)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청주시 흥덕구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청주시 흥덕구청 태
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흥덕구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  간: 2020.11. ~ 2021.03.
○사업량: 태양광 발전시설 75kW 설치

 169,400  69,4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1월 10일
○이월사유: 신축 흥덕구청 건립공사
  진행에 맞추어 설치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청주시 흥덕구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청주시 흥덕구청 태
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흥덕구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  간: 2020.11. ~ 2021.03.
○사업량: 태양광 발전시설 75kW 설치에 대한 감리

 12,000  12,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1월 10일
○이월사유: 신축 흥덕구청 건립공사
  진행에 맞추어 설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
치운영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호흡기전담클리닉 구축 사업
○기  간: 2020.09. ~ 2021.06.
○사업량: 호흡기전담클리닉 1개소

 438,000  438,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
치운영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호흡기전담클리닉 구축 사업
○기  간: 2020.09. ~ 2021.06.
○사업량: 호흡기전담클리닉 1개소

 6,200  6,2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
치운영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호흡기전담클리닉 구축 사업
○기  간: 2020.09. ~ 2021.06.
○사업량: 호흡기전담클리닉 1개소

 3,000  3,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
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 구축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
○기  간: 2020.09. ~ 2021.06.
○사업량: 상시 선별진료소 1개소

 577,000  577,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
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 구축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
○기  간: 2020.09. ~ 2021.06.
○사업량: 상시 선별진료소 1개소

 7,900  7,9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
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 구축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
○기  간: 2020.09. ~ 2021.06.
○사업량: 상시 선별진료소 1개소

 3,500  3,5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감염병관리체계구축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
○사업명: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기  간: 2020.01. ~ 2021.06.
○사업량: 고위험군 상병코드로 입원자 등

2,755,604 2,844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코로나19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감염병관리체계구축 감염병예방관리 민간이전
○사업명: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지원사업
○기  간: 2020.11. ~ 2021.04.
○사업량: 대상자 약 2,330여명

87,000 87,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서원보건소 건강증진 감염병관리체계구축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
○사업명: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기  간: 2020.01. ~ 2021.06.
○사업량: 기존 416명에서 약 1,549명 확대 지원

3,252,292 11,254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코로나19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서원보건소 건강증진 감염병관리체계구축 감염병예방관리 민간이전
○사업명: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지원사업
○기  간: 2020.11. ~ 2021.04.
○사업량: 대상자 약 2,865명 지원

121,700 121,7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흥덕보건소 건강증진 감염병관리체계구축 감염병예방관리 민간이전
○사업명: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지원사업
○기  간: 2020.11. ~ 2021.04.
○사업량: 3,397명

121,700 121,7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인플루엔자 사업기간 등
  감안하여, 이월집행

흥덕보건소 건강증진 감염병관리체계구축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
○사업명: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기  간: 2020.01. ~ 2021.06.
○사업량: 634명

4,259,088 19,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코라나19로 인한
  사업기간 조정

청원보건소 건강증진 감염병관리체계구축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
○사업명: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기  간: 2020.01.~ 2021.06.
○사업량: 고위험군 상병코드로 입원 등 대상자

3,894,536 2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2차접종(21년 상반기)
  비용지원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청원보건소 건강증진 감염병관리체계구축 감염병예방관리 민간이전
○사업명: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지원사업
○기  간: 2020.11. ~ 2021.04.
○사업량: 대상자 약 2,327명 지원

77,800 77,8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연구개발과 운구개발 첨단농업연단지조성 실증시험포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첨단농업연구단지(실증시험포 조성)
○기  간: 2020.03. ~ 2021.12.
○위  치: 상당구 지북동 341-4,340-3
○사업량: 토지구입 704㎡

 1,863,701  547,282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토지매입 지연
  (2021년 예정)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도로교통
기반조성

시민친화형도로
환경정비

산성도로교통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산성도로 교통개선공사
          미지급용지 보상
○기  간: 2020.01. ~ 2021.12.
○내  용: 보상대상 3명

 15,000  8,979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토지소유자 사망 및
  상속인 해외거주등의 사유로
  상속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당해
  연도 보상협의 불가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도로교통
기반조성

시민친화형도로
환경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기  간: 2021.01. ~ 2021.08.
○사업량: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개선 40개소

 1,584,000  1,584,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도로교통
기반조성

시민친화형도로
환경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남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8개소

 32,000  32,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도로교통
기반조성

녹색교통기반조성

분평사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사
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분평사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기  간: 2020.10. ~ 2021.02.
○사업량: 자전거도로정비 L=1.39km, B=5m

 380,000  319,8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0월 15일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2021.2.17준공 예정)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

하천하구 쓰레기 정
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기  간: 2020.12. ~ 2021.12.
○사업량: 쓰레기처리 및 운반 500ton

227,300 117,3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2단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기  간: 2020.10. ~ 2021.07.
○사업량: 배수문 3개소, 수위계 12개 교체

      643,000       617,366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0월 15일
○이월사유: 20년 7월 교부내시
  (공기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
구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발산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기  간: 2020. 10. ~ 2021.01.
○사업량: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1식

21,000 21,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0월 23일
○이월사유: 준공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
구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락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기  간: 2020.10. ~ 2021.01.
○사업량: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1식

27,000 27,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0월 13일
○이월사유: 준공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미원면 내산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내산소하천 정비공사
○기  간: 2020.01. ~ 2021. 12.
○사업량: 소하천 정비 L=220m

132,660 107,591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준공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장암동 가중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장암동 가중소하천 정비공사
○기  간: 2020.01. ~ 2021. 12.
○사업량: 소하천 정비 L=250m

163,486 149,342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준공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환경정책과 친환경청정도시기반조성 환경도시조성 주민지원사업관리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묘암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
○기  간: 2020.03. ~ 2021.06.
○사업량: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1식

 250,000  235,267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설계용역: 20년 7월~11월
○이월사유: 위치변경으로
  사업기간 연장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효율적 능동적
기후변화대응

소규모사업장방지시
설설치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
○기  간: 2020.01. ~ 2021.06.
○사업량: 55개소

 5,169,600  1,780,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방지시설 설치지연
  (공기부족)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전기승용)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전기승용)
          구입비 지원
○기  간: 2020.09. ~ 2021.06.
○사업량: 전기자동차(전기승용) 지원사업 잔액

 5,120,000  113,4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제조사 출고지연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소형화물)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소형화물)
          구입비 지원
○기  간: 2020.09. ~ 2021.06.
○사업량: 전기자동차(소형화물) 지원사업 잔액

 4,158,000  1,080,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4회 추경 증액사업
  사업기간 부족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
○기  간: 2020.01. ~ 2021.06.
○사업량: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 잔액

 6,500  6,5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2회 추경
○이월사유: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 잔액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기  간: 2020.01. ~ 2021.06.
○사업량: 전기이륜차 보급  120대

276,000 20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4추)
○이월사유: 사업기간 부족
  (4회 추경분)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어린이통학차량
LPG가스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 구입비 지원
○기  간: 2020.01. ~ 2021.06.
○사업량: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잔액

 300,000  85,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신청저조로 인한
  잔액 이월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기  간: 2020.01. ~ 2021.06.
○사업량: 조기폐차 4,700대

7,557,600 3,50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4추)
○이월사유: 사업기간 부족
  (4회 추경분)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차 DPF)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차 DPF)
○기  간: 2020.01. ~ 2021.06.
○사업량: 저감장치 2,000대

6,914,000 2,00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사업 참여 불가(포기 및
  장착불가)로 잔액 발생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엔진교체)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엔진교체)
○기  간: 2020.01. ~ 2021.06.
○사업량: 엔진교체 95대

1,562,000 80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4추)
○이월사유: 사업기간 부족
  (4회 추경분)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수소전기차 구입비 지원
○기  간: 2020.01. ~ 2021.12.
○사업량: 수소전기차 지원사업 잔액

 8,125,000  5,85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수소충전소 문제 등으로
  수요부족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
주 조성

365 깨끗한 청주 생활쓰레기 처리 재료비
○사업명: 클린하우스 이전설치
○기  간: 2021.01.~ 2021.12.
○내  용: 오창읍 구룡리 클린하우스 이전

 1,000  1,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장소 미확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
주 조성

365 깨끗한 청주 생활쓰레기 처리 연구개발비

○사업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무 연구용역
○기  간: 2020.08. ~ 2021.01.
○사업량: 연구용역 1회

 115,850  17,155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시기: 20년08. ~ 2021.01.
○이월사유: 타지자체 추진상황 고려
  용역 발주 추진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
주 조성

365 깨끗한 청주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이전
○사업명: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운동
○기  간: 2021.01. ~ 2021.12.
○내  용: 시민실천운동 전개

 19,400  19,4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코로나19로 미추진 이월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
주 조성

365 깨끗한 청주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당구 노면청소차고지 이전관련
          문화재 시굴조사
○기  간: 2021.01. ~ 2021.12.

 19,500  19,5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해당 조사지역에 지장물
  처리 지연으로 이월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
주 조성

365 깨끗한 청주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클린하우스 이전설치
○기  간: 2021.01.~ 2021.12.
○내  용: 오창읍 구룡리 클린하우스 이전

 4,000  4,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장소 미확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
주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

민간
자본이전

○사업명: 학천2리 주민숙원사업
○기  간: 2020.06. ~ 2021.12.
○사업량: 경로당 신축

250,000 250,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시기: 미체결
○이월사유: 경로당 신축부지 미확보
  (학천2리 마을회)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소각시설 1호기 연소실 내화물 보수
○기  간: 2020.10. ~ 2021.06.
○사업량: 연소실 내화물(수관 일부 포함) 보수

 261,075  250,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0월 7일
○이월사유: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로
  정기점검 미추진, 절대공기 부족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관리

연구개발비

○사업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인허가
          대행 용역
○기  간: 2020.08. ~ 2021.10.
○내  용: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허가 대행

 250,000  100,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7월 24일
○이월사유: 용역기간 15개월소요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1호기
공기예열기 교체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소각시설 1호기 공기예열기 교체
○기  간: 2020.11. ~ 2021.06.
○사업량: 공기예열기 1대 교체

 120,000  114,36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4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플라스틱(PET)
압축기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소각시설 1호기 연소실 내화물 보수
○기  간: 2021.01.~ 2021.08.
○사업량: 플라스틱(PET) 압축기 1대 설치

 142,000  142,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4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수정책과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수질개선특별회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직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비점오염저감시설(사직운천)
          설치사업 수질분석 용역
○기  간: 2021.01. ~ 2021.02.
○사업량: 사직운천 구역에 대한 SWMM모형
          기초자료, 검증 및 분석자료 1식

 20,000  2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시립도서관 운영
청주기적의도서관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기적의도서관 시설개선사업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방수공사 및 노후 전기, 기계설비 개선

 230,000  23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구현 평생학습 기반구축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

일반운영비
○사업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기  간: 2020.07. ~ 2021. 12.
○사업량: 22개 프로그램

8,160  5,3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 일시중단 및 재추진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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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구현 평생학습 기반구축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

일반운영비
○사업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기  간: 2020.07. ~ 2021.12.
○사업량: 행사운영 1회

 14,000  14,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 일시중단 및 재추진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구현 평생학습 기반구축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기  간: 2020.07. ~ 2021.12.
○사업량: 교재 개발

 22,000  2,4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 일시중단 및 재추진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구현 평생학습 기반구축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

일반보전금
○사업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기  간: 2020.07. ~ 2021. 12.
○사업량: 추진회의 2회

 800  8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 일시중단 및 재추진

고인쇄)운영사업과 문화유산보존및전승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신봉동고분군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리모델링 용역
○기  간: 2020.11. ~ 2021.12.
○사업량: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00,000 100,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1월 3일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고인쇄)학예연구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세계기록유산)

직지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업명: 직지프로젝트(홍보물픔 제작)
○기  간: 2020.09. ~ 2021.03.
○사업량: 직지프로젝트 홍보물품(굿즈) 제작

45,000 34,1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2월
○이월사유: 사업추진기간 소요
  (공모 등)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도시공원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호미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기  간: 2020.12. ~ 2021.03.
○사업량: 수목식재 50m

 110,000  1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녹지관리 녹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2020년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기  간: 2020.11. ~ 2021. 03.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59km

 3,131,425  70,161
○편성시기: 20년 4회경
○계약일시: 20년 10월 29일
○이월사유: 당초 준공시기 미도래

공원조성과 공원조성 공원환경개선
창의력이 샘솟는
상상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무궁화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기  간: 2020.10. ~ 2021.06.
○사업량: 공원 재정비(1,530㎡)

 1,096,641  473,497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0월 20일
○이월사유: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

공원조성과 공원조성 푸른도시 만들기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생활밀착형 숲 조성(청주공항 실내정원)
○기  간: 2020.07. ~ 2021.05.
○사업량: 숲 조성(A=1,000㎡)

 1,000,000  949,13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추경 반영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기관 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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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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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산림관리과 임업경쟁력강화 산림보호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기  간: 2020.10. ~ 2021.05.
○사업량: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 산 9 외
          3필지, 0.88ha

134,519 127,849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0월 12일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Ⅱ
(로컬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업명: 로컬 프로젝트 2020
○기  간: 2020.07. ~ 2021.01.
○사업량: 도록제작, 아트상품제작, 광고 등

78,560 22,219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 연도 초과
  (20년11월 ~ 21.01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Ⅱ
(로컬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업명: 로컬 프로젝트 2020
○기  간: 2020.07. ~ 2021.01.
○사업량: 도록발송 1회

4,000 8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 연도 초과
  (20년11월 ~ 21.01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Ⅱ
(로컬 프로젝트)

일반보전금

○사업명: 로컬 프로젝트 2020
○기  간: 2020.7. ~ 2021.01.
○사업량: 코디네이터 완료금 3명,
          미술전문인력 보상금 4명 등

41,577 7,72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 연도 초과
  (20년11월 ~ 21.01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기획전Ⅲ
(현대미술전)

일반운영비
○사업명: 기획전Ⅲ(현대미술전)
○기  간: 2020.10. ~ 2021.02.
○사업량: 전시 결과물 인쇄비, 작품 반출 운송 1회

68,780 19,3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 연도 초과
  (20년10월 ~ 21.02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기획전Ⅲ
(현대미술전)

일반보전금

○사업명: 기획전Ⅲ(현대미술전)
○기  간: 2020.10. ~ 2021.02.
○사업량: 전시운영자원봉사실비보상 및
          작품 철수 인력비 지급

43,635 7,4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 연도 초과
  (20년10월 ~ 21.02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기획전Ⅲ
(현대미술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기획전Ⅲ(현대미술전)
○기  간: 2020.10. ~ 2021.02.
○사업량: 전시 종료에 따른 전시장 복구

15,000 1,3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 연도 초과
  (20년10월 ~ 21.02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 오창전시관 운영
오창전시관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업명: 오창전시관 기획전
○기  간: 2020.12. ~ 2021.02.
○내  용: 작품종류 후 작품반출,운송비

30,420 2,5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 연도 초과
  (20년12월 ~ 21.02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 오창전시관 운영
오창전시관 관리
및 운영

일반보전금

○사업명: 오창전시관 기획전
○기  간: 2020.12.30. ~ 2021.02.
○내  용: 전시 운영요원 보상비,
         전시종료 후 작품철수 인력비

23,220 2,4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 연도 초과
  (20년12월 ~ 21.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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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미술관 홍보 미술관 홍보강화 일반운영비
○사업명: 미술관 기획전 전문지 홍보
○기  간: 2021.01.~ 2021.02.
○사업량: 전문지 홍보 8건

64,606 1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 연도 초과
  (20년10월 ~ 21.02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작품해설사 양성교육 일반보전금
○사업명: 작품해설사 양성교육
○기  간: 2020.03. ~ 2021.02
○사업량: 정규 도슨트 실비보상(37일)

9,300 1,11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이월사유: 전시기간 연도 초과
  (20년10월 ~ 21.02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미술관 유지관리 시설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술관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기  간: 2021.03. ~ 2021.05
○사업량: 대형 사이니지 6*7m

100,000 10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금천동 종합문구옆
(소2-292호)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금천동 종합문구옆(소2-292호) 도로개설
○기  간: 2020.4. ~ 2021.11.
○사업량: 도로개설 L=64.5m

210,000 6,59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04월
○이월사유: 도로,상하수도 시설물
  DB 구축기간 장기소요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금천동 종합문구옆
(소2-292호)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금천동 종합문구옆(소2-292호) 도로개설
○기  간: 2020.4. ~ 2021.11.
○사업량: 도로개설 L=64.5m

1,440 1,44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04월
○이월사유: 도로,상하수도 시설물
  DB 구축기간 장기소요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암동 용박골
(소1-410호)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암동 용박골(소1-410호) 도로개설
○기  간: 2020.04. ~ 2021.11.
○사업량: 도로개설 L=90m

400,000  303,367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04월 07일
○이월사유: 버스우회로 운영협의로
  재착공('20년11.9.)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암동 용박골
(소1-410호)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암동 용박골(소1-410호) 도로개설
○기  간: 2020.04. ~ 2021.11.
○사업량: 도로개설 L=90m

2,880  2,88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04월 07일
○이월사유: 버스우회로 운영협의로
  재착공('20년11.9.)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탑동 일신여중 뒤 도로개설
○기  간: 2020 4. ~ 2021. 01.
○사업량: 도로개설 L=210m

400,000  300,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03월
○이월사유: 동절기 사업추진 지난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계원리 688-1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아스팔트재포장, 옹벽설치 등

96,320  96,32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계원리 593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46,615  46,615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계원리 570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11,321  11,321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계원리 587-1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25,305  25,305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계원리 314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110,846  110,846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금관리 627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5,827  5,827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금관리 354-2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38,291  38,291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후곡리 67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46,200  46,2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문덕리 265-1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L형옹벽 설치 등

64,262  64,262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품곡리 448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198,000  198,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마구리 29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290,400  290,4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품곡리 94-5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110,000  110,0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소전리 659-8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19,800  19,80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상장리 772-1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40,829  40,829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묘암리 183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등

30,250  30,25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후곡리 등 7개소 일원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L형옹벽 설치 등

517,059  517,059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실시설계용역 중
  설계완료 후 착공 예정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품곡리 392번지 일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0.07. ~ 2021.05.
○사업량: 옹벽블록 L=700m

241,880  241,88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2월
○이월사유: 20년 4회 추경 편성
  사업추진 공기부족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마동리 180-1번지 일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0.07. ~ 2021.05.
○사업량: 옹벽블록 L=300m

160,297  160,297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2월
○이월사유: 20년 4회 추경 편성
  사업추진 공기부족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마동리 125-1번지 일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0.07. ~ 2021.05.
○사업량: 옹벽블록 L=240m

111,936  111,936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2월
○이월사유: 20년 4회 추경 편성
  사업추진 공기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동 315-1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1.03. ~ 2021.06.
○사업량: 아스콘덧씌우기 등

17,000  17,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대상지 상하수도 공사로
  금년 추진 불가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월용2리 농로 포장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콘크리트 포장 등

20,000  2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탑동 일원 인도 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 등

50,000  5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담동 일원 도로 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아스콘덧씌우기 등 도로정비

45,000  45,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담동 일원 인도 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콘크리트 포장 등

20,000  2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낭성면 관정1리 보도 설치공사
○기  간: 2021.01. ~ 2021.12.
○사업량: 콘크리트 포장 등

64,000  64,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면 옥화리 일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기  간: 2021.03. ~ 2021.06.
○사업량: 아스콘덧씌우기 등

30,000  3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덕면 국전2리 구거 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구거옹벽블럭 설치 등

71,000  71,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덕면 내암리 농로 포장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콘크리트 포장 등

30,000  3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남계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기  간: 2021.01.~2021.06.
○사업량: 콘크리트 포장 등

30,000  3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신송교
보수보강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신송교 보수보강공사
○기  간: 2020.07.~ 2021.05.
○사업량: 교면포장 L=130m

287,273  287,273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20년 4추 편성사업
  절대공기 부족

상당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당구 관내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기  간: 2020.10.22. ~ 2021.1.19.
○사업량: 도로 및 세천 측량설계

57,000 57,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구룡터널 보행자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기  간: 2021.01.~2021.12.
○사업량: 방음벽 설치 L=450m

300,000  30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급경사 낙석구간 긴급 암파쇄방호벽설치
○기  간: 2020.08. ~ 2021.02.
○사업량: 암파쇄방호벽 L=30m

19,550  3,55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8월
○이월사유: 준공기한 미도래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개신동 726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보도정비 L=400m

70,000  7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모충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도로정비 A=1,200㎡

38,000  38,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모충동 504번지 앞 미끄럼방지 설치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미끄럼방지 포장 A=360㎡

12,000  12,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분평동 1451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보도정비 L=200m

40,000  4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산남동(분평동 계룡리슈빌아파트 일원)
          옹벽설치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옹벽설치 L=70m, H=2.5m

60,000  6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사직2동 사직푸르지오캐슬 일원
          보도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보도정비 L=1,400m

165,000  165,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산남동 청주지방검찰청 일원 안전휀스설
치공사
○기  간: 2021.01. ~ 2021.03.
○사업량: 안전휀스 설치 L=400m

82,000  82,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석판1리 마을길 선형개량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도로정비 L=85m

40,000  4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서원구 건설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모충동 539-3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1.01.~ 2021.06.
○사업량: 도로정비 L=120m

20,000  2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서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하석지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
○기  간: 2021.01.~ 2021.06.
○사업량: 급경사지 보수보강 L=75m

1,012,291  1,012,291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4회 추경 반영
  사업추진 공기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오송 상봉초등학교
도로확장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송 상봉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기  간: 2020.07. ~ 2021.01.
○사업량: 실시설계1식(L=100m)

20,000  20,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7월 14일
○이월사유: 사전행정절차 이행,
  연내 집행불가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신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신봉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기  간: 2020.07. ~ 2021.01.
○사업량: 실시설계1식(L=102m)

25,000  25,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7월 14일
○이월사유: 사전행정절차 이행,
  연내 집행불가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서4통 농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기  간: 2020.11. ~ 2021.05.
○사업량: 콘크리트포장 L=250m

35,000  35,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옥산면 장남리 일원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20.11. ~ 2021.05.
○사업량: 콘크리트포장 L=175m

35,000  35,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절터공원 주변 인도정비공사
○기  간: 2020.11. ~ 2021.05.
○사업량: 보도정비 L=200m

30,000  3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신성동 176-2번지 일원 아스콘 포장공사
○기  간: 2020.11. ~ 2021.05.
○사업량: 아스콘덧씌우기 L=470m

35,000  35,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신율로90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0.11. ~ 2021.05.
○사업량: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L=160m

25,000  25,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복대로158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0.11. ~ 2021.05.
○사업량: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L=180m

20,000  2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천석로3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0.11. ~ 2021.05.
○사업량: 아스콘 절삭덧씌우기 L=100m,
          미끄럼방지포장 A=150m2

38,000  38,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휴암동 고가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기  간: 2020.11. ~ 2021.05.
○사업량: 아스콘덧씌우기 L=300m

30,000  3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옥산면 동림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기  간: 2020.11. ~ 2021.05.
○사업량: 콘크리트포장 L=527m

30,000  3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내면 황탄리 66-9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20.11. ~ 2021.05.
○사업량: 콘크리트포장 L=300m

50,000  5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흥덕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사정리 일원 농로 복구공사
○기  간: 2020.11. ~ 2021.01.
○사업량: 구거 복구 L=23m

36,931  36,931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1월 중
○이월사유: 동절기 도래,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락리 구거 복구공사
○기  간: 2020.11. ~ 2021.04.
○사업량: 구거 복구 L=105m

75,910  75,91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1월 중
○이월사유: 동절기 도래,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락리 326-9번지 일원 도로복구공사
○기  간: 2020.11. ~ 2021.04.
○사업량: 구거 및 도로 복구 L=10m

2,334  2,334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1월 중
○이월사유: 동절기 도래,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락리 357번지 일원 도로복구공사
○기  간: 2020.11. ~ 2021.04.
○사업량: 구거 및 도로복구 L=45m

14,485  14,485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1월 중
○이월사유: 동절기 도래,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사정리 마을 배수로 복구공사(1공구)
○기  간: 2020.11. ~ 2021.04.
○사업량: 구거 복구 L=70m

34,024  34,024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1월 중
○이월사유: 동절기 도래,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사정리 마을 배수로 복구공사(2공구)
○기  간: 2020.11. ~ 2021.04.
○사업량: 구거 복구 L=45m

58,454  58,454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1월 중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금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소하천정비 1식

80,990  80,99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정비구간 협의기간 소요
  (하천방재과)

흥덕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금성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0.11. ~ 2021.01.
○사업량: 소하천정비 L=70m

86,820  86,82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4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하수관리
하수 및 지하수
보호관리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서동 배수로 축대공사(L=17m)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1식(강서동 배수로 축대공사)

10,000  1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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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흥덕구 건설과 하수관리
하수 및 지하수
보호관리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옥산면 가락리 배수로 정비공사(L=210m)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1식(옥산면 가락리 배수로 정비공사)

40,000  4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흥덕구 건설과 하수관리
하수 및 지하수
보호관리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산리 배수로 정비공사(L=100m)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1식(오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70,000  7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주민복지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

경로당 신축 개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원구 노인복지시설 3개소
          (벽서정, 우암, 새동네) 개보수
○기  간: 2021. ~ 2021.
○사업량: 노인복지시설 보수공사 각1식(총3식)

40,000 4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개설
내수초정공원 주변
도로개설(소로2-47,
소로2-1503)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 초정공원주변 도로개설
          (소로2-47, 소로2-1503)
○기  간: 2020.04. ~ 2021.01.
○사업량: 도로개설 L=259m, B=8m

603,780  334,783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4. 1.
○이월사유: 사업기간 미도래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오창읍 여천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기  간: 2020.04. ~ 2021.03.
○사업량: 도로정비 L=127m(옹벽블럭 설치)

950,000  55,000
○편성시기: 20년 본예산
○계약일시: 20년 4. 3.
○이월사유: 지장전주 이설 지연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내수초등학교 주변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기  간: 2021.01. ~ 2021.07.
○사업량: 미끄럼방지 포장(L=100m, B=7m)

25,000  25,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탑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도로정비 L=700m B=5m

40,000  4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우암동 인도 보수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보도정비 L=450m,

90,000  9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율봉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L=100m B=4.0m

20,000  2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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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구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교서로복개구조물 정밀안전 진단용역
○기  간: 2021.01. ~ 2021.06.
○사업량: 정밀안전진단 1식

280,000  280,000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이월사유: 교서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완료 후 추진 가능

청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오창읍 성재3리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성재3리 재해예방사업
○기  간: 2020. 10. ~ 2021.06.
○사업량: 수문설치,사면보강, 배수펌프장 설치 1식

450,000  432,567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20년 실시설계 완료,
  공사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용두천 수해복구공사
○기  간: 2021.01. ~ 2021.04.
○사업량: 하천준설 L=300m B=15m

8,073  8,073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주중동 137-12번지 일원 하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비
○기  간: 2020.08. ~ 2020. 10.
○사업량: 실시설계

19,183  19,183

○편성시기: 20년 2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7월 30일
○이월사유: 민사소송 관련 실시설계
  용역 중 관로 노선 협의

청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비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기  간: 2021.01.~ 2021.07.
○사업량: 배수로 사면정비 L=150m

40,000  4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내수지하차도 개선공사
○기  간: 2021.01. ~ 2021.07.
○사업량: 배수펌프 교체 3EA, 자동차단시설 1EA,
          CCTV 1EA 설치

40,000  4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구성2리 배수로 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7.
○사업량: 배수로정비 및 농로확장 L=200m

40,000  4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중신리 배수로 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8.
○사업량: 수로관(1000C) 설치 L=250m

50,000        5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북이면 옥수리 배수로 정비공사
○기  간: 2021.01. ~ 2021.07.
○사업량: 수로관L=60m, 옹벽블럭L=70m

40,000  4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및
운영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 공원 및 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제1산단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
○기  간: 2020.10. ~ 23.~2021.03.10.
○사업량: 오송가락로 등 4개노선 3,999경간

24,000 19,794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계약일시: 20년 10월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내수읍 자치행정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기  간: 2021.03. ~ 2021.07.
○사업량: 잔디식재 A=200㎡, 빗물받이 보수 1식

441,628 20,000 
○편성시기: 20년 5회 추경
○이월사유: 5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내수읍 자치행정 지역개발사업
덕암천 주변
인도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덕암천 주변 인도정비공사
○기  간: 2021.03. ~ 2021.09.
○사업량: 덕암천 인도정비(B=2m) L=2km

500,000 480,410 
○편성시기: 20년 4회 추경
○이월사유: 4회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

청원구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
공원시설물 및
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산업단지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기  간: 2020.11. ~ 2021.03.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및 유지관리 L=10,760m

80,700 60,000 

○편성시기: 20년 추경4회
○계약일시: 20년 10월 23일
○이월사유: 동절기 도로변 제설시
  띠녹지 피해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