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287건 314,105,608 96,811,390

상생협력담당관
상생과 화합으로
으뜸 청주 구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남이 부용외천3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이 부용외천3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1.11.~2022.6.
○사업량: 아스콘덧씌우기 L=687.47m, B=5.0~5.5m

100,000 95,750 

○편성시기 : 21년 당초예산
○계약일시 : 22년 초 예정
○이월사유 : 사전절차 지연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협의
   불가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 추진,
   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상생협력담당관
상생과 화합으로
으뜸 청주 구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강내 탑연리
도시계획도로
(소1-477) 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내 탑연리 도시계획도로(소1-477)
          개설공사
○기  간: 2021.4.~2022.5.
○사업량: 도로개설 L=440m, B=10.0m

800,000 561,702 

○편성시기 : 21년 당초예산
○계약일시 : 2021.4.8.
○이월사유 : 주민요구사항 반영
             필요로 사업지연
            (2021.11.3.공사정지)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사업 청소년육성

서청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
○기  간: 2021.12.~2022.5.
○위  치: 흥덕구 직지대로 351번길 56, 3층
○사업량: 1개소(조명교체 및 추가설치,
  강의실 내 바닥교체, 실내강의실 등 벽칠공사)

14,000 14,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계약일시 : 22년 1월 예정
○이월사유 : 예산확보시기 촉박으로
             공사 추진 불가

정책기획과 시정역량강화
전략적 성과 및 정확한
통계 관리

시정업무 평가 연구개발비
○사업명: 2021시정평가용역
○기  간: 2021.3.~2022.2.
○사업량: 151개 부서 평가

125,000 25,000 

○편성시기 : 20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021년 3월 5일
○이월사유 : 계약종료일 2022.
2.28.
             (2021.12.31.기준 평
가)

자치행정과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청주 실현

외국인 주민 지원
외국인주민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외국인주민 안정정착 지원센터(가칭)
          설치
○기  간: 2021.9.~2022.4.
○위  치: 흥덕구 봉명로 163
○내  용: 작은도서관 리모델링(419㎡)을 통한
          외국인 소통교류공간 조성

400,000 378,000 

○편성시기 : 2021년 2회추경
○이월사유
 -사업기간 및 내용 변경
  (기간) 2021.8 ~12.→
         2021.9.~2022.4.
  (내용) 옥상증축(140㎡)
         → 1~2층 리모델링(419㎡)
 -변경사유 : 사업내용 변경 등에
             따른 기간 연장

행정지원과
소통과 화합의 행복한
직장만들기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업명: 임시청사 이전 이사용역
○기  간: 2022. 2. ~ 2022. 3.
○사업량: 이사용역 1식

570,762 60,0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2년 2월예정
○이월사유 : 임시청사 이전 지연 등
             에 따라 사업기간변경

행정지원과
소통과 화합의
행복한 직장만들기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임시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
○기  간: 2022. 1. ~ 2022. 4.
○사업량: 문화제조창,제2청사,첨단문화산업단지
          (에듀피아) 리모델링 1식

5,483,970 5,228,0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2년 1월예정
○이월사유 : 임시청사 이전 지연 등
             에 따라 사업기간변경

행정지원과
소통과 화합의 행복한
직장만들기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임시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 감리용역
○기  간: 2022. 1. ~ 2022. 4.
○사업량: 감리용역 1식

44,000 44,0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2년 1월예정
○이월사유 : 임시청사 이전 지연 등
             에 따라 사업기간변경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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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상황 관리강화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임시청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공사
○기  간: 2021. 9. ~ 2022. 2.
○사업량: 리모델링 108㎡

106,950 10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9월 28일
○이월사유 : 신청사 2022년 2월
  착공에 따른 이전대상지 최종
  결정이 2021년 8월에 확정되어
  2021년 2회추경 계상 및 2022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른 이월

안전정책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예방 안전 강화
지역안전관리단
조기정착 지원사업

자산취득비
○사업명: 지역안전 상시 안전점검 진단장비 구매
○기  간: 2021.11.~ 2022.3.
○사업량: 안전진단장비 1식

150,000 143,493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2월
○이월사유 : 지역안전관리단 상시
  안전점검 장비 구입에 대한 재검토
  (차량탑재 및 도보 겸용으로 변경)
  필요, 주문생산 제품임에 따라
  제작기간에 장시간 소요 필요

안전정책과 재해 및 재난 예방
국가 비상대비
위기대응 역량강화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업명: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기  간: 2021.12.~2022.6.
○사업량: 자율방범대원1,787명

250,180 250,18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미정
○이월사유 :
 - 2021.10.20.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도비보조금 교부
 - 2021.11.~12. 21년 3회추경
   예산편성 예정
 - 2021.12. 예산 편성 후 자체계약
   심사 및 충북도 계약심사 입찰추
진

안전정책과 재해및재난예방
국가 비상대비
위기대응 역량강화

상당지하도 돌출벽돌
제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당지하도 돌출벽돌 제거사업
○기  간: 2022.3.
○사업량: 돌출벽돌 220개 제거 및 복구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정리추경
○계약일시 : 22년 3월
○이월사유 :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시기상 명시이월 필요

안전정책과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
CCTV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

생활방범용 CCTV설치
(도비보조)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명: 생활방범용 CCTV설치(도비)
○ 기  간: 2022. 2. ~ 6.
○ 사업량: CCTV설치 4개소

80,000 8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계약일시 : 22년 2월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안전정책과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
CCTV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

생활방범용 CCTV설치
(조정교부금)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명: 생활방범용 CCTV설치(특별조정교부금)
○ 기  간: 2022. 2. ~ 6.
○ 사업량: CCTV설치 3개소

60,000 6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계약일시 : 22년 2월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안전정책과 시민 생활안전망 구축
CCTV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

스마트 시민안전
시스템 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선별관제) 스마트 시민안전
          시스템 구축
○기  간: 2021.9.~2021.12.
○사업량: 청주시(선별관제) 스마트 시민안전시스템
          구축1식

600,000 258,296 

○편성시기 : 21년 1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9월 30일
○이월사유 : 준공예정일이
21.12.29.
   22. 1. 준공검사 및 준공금
   지급예정

회계과
공정·신뢰의
회계 행정 확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공유재산 관리 운영
(도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대농지구 안전시설 기능보강사업
○기  간: 2022.3.~2022.4.
○사업량: 안전펜스 및 그물망 보수 1식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21년 3회추경 편성 후
             집행기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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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서민생활안정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업명: 청주사랑상품권 운영 대행비
○기  간: 2022.1.~2022.12.
○사업량: 청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운영
          대행비 지급

750,000 40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이월사유
  - 신규 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을 대비하여, '22년 청주사
랑
    상품권의 공백없는 운영을 위해
    추경으로 예산편성 함에 따라
    이월 불가피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경터미널시장 증발냉방장치(쿨링포그)
          보수사업
○기  간: 2021.11.~2022.4.
○사업량: 증발냉방장치 보수 1식

50,000 
○편성시기 : 20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3회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육거리종합시장 주차타워 방수공사
○기  간: 2021.11.~2022.4.
○사업량: 방수공사 1식

20,000 
○편성시기 : 20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3회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원마루시장 LED등기구 보수사업
○기  간: 2021.11.~2022.4.
○사업량: 등기구 보수 1식

20,000 
○편성시기 : 20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3회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에너지복지실현
청주시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업명: 지자체 지역에너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기  간: 2022.1.~2022.5.
○사업량: 담당자 2명 역량강화 교육

1,000 1,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선정일시 : 21년 7월 21일
○이월사유 : 교육시기 지연에 따른
             교육비 이월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에너지복지실현
청주시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제2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
○기  간: 2021.7.~2022.1.
○사업량: 지역에너지계획 1식

64,149 36,649 

○편성시기: 21년 1추경
○계약일시: 21년 7월 5일
○이월사유: 용역 종료시 용역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용역기간이
  22.1.까지임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안정 에너지복지실현
청주시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

민간이전
○사업명: 지자체 지역에너지센터 사업비
○기  간: 2021.7.~2022.5.
○사업량: 에너지센터 시범사업

200,000 20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선정일시 : 21년 7월 21일
○이월사유 : 사업기간이 2022.5.
  까지로 센터 수립 이후 지출할 예
정

전략산업과
투자유치 확대 및
기업지원 강화

ICT융합기술 생태계 강화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업명: 청주시 데이터활용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조달 수수료

5,000 3,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사업완료 후 조달수수
료
  납부(평가위원수당은 21년도 납부)
  과업기간 150일(계약의뢰 9.27.)에
  따라 사업기간부족

324,000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전략산업과
투자유치 확대 및
기업지원 강화

ICT융합기술 생태계 강화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추진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데이터활용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기  간: 2021.11.~2022.4.
○내  용
 - 데이터 조사ㆍ선별, 발굴한 데이터의 관리체계
   수립
 - 데이터 공동활용 과제 발굴
 -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과제 발굴
 - 데이터허브센터 단계별 구축 로드맵 수립

160,000 16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중
○이월사유 : 21년도 사업기간(150
일)
             부족(계약의뢰 9.27.)

정보통신과
21C 전국 최고의
u-청주 구현

지속가능한 고품격
정보서비스 제공

임시청사
통합정보센터 이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임시청사 정보시스템 이전공사
○기  간: 2021.10.~ 2022.12.
○사업량: 임시청사로의 통합정보센터 이전

2,100,000 2,100,0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진행사항 : 사전 설계 추진 중
○이월사유 : 임시청사로의 이전 지
연
  (임시청사 이전 일정 및 리모델링
   공사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정보통신과
21C 전국 최고의
u-청주 구현

행정중심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제공

임시청사 이전
정보통신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임시청사 이전 정보통신공사
○기  간: 2021.10.~ 2022.12.
○사업량: 임시청사로의 정보통신 분야 전반 이전

3,200,000 3,200,0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진행사항 : 실시설계 용역중
○이월사유 : 임시청사로의 이전
 (건축, 사무실이전 등) 지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발주 지연

정보통신과
21C 전국 최고의
u-청주 구현

통신민원 서비스
고객만족 실현

무인비행장치(드론)
행정업무 활용

연구개발비

○사업명: 드론 활용 재난위험지역관리체계 2단계
          구축
○기  간: 2021.11.~ 2022.6.
○사업량: 하천재해지역 38개소(촬영면적 40.57㎢)
          3D 및 정상영상 구축

180,000 18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계약의뢰 중 (조달청)
○이월사유
- 절대공기부족(8개월 소요)
- 양질의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
  식생이 자라나지 않는 동절기 이용
  사업추진

복지정책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청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기  간: 2021.7.~2022.12.
○사업량: 1,432㎡
○사업내용: 복지관 외벽(드라이비트) 교체 공사

170,000 170,000 

○편성시기 : 2021년 당초
○계약일시 : 미실시
○이월사유 : 일상감사결과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 필
요
  (현 외벽재에 불연 마감재 시공
  → 현 외벽재 철거 후 불연 마감재
   시공)

복지정책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연구개발비

○사업명: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
○기  간: 2021.2.~ 2022.4.
○대  상: 400명
○내  용: 청주시 장년층 1인가구 전수조사에 따른
          고위험군 심층조사 연구

22,000 22,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10월 21일
○이월사유 : 연구용역기간 180일로
 (2021.11.1.~ 2022.3.30.) 용역만료
  후 지급예정
 (상반기 전수조사 및 결과 분석 등
  소요)

복지정책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  간: 2021.7.~ 2022.12.
○사업량: 청주시민 722,914명
○사업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

181,657,750 22,817,512 

○편성시기 : 2021년 2회추경
○이월사유 : 2022.1.31.최종 정산
             예정으로 정산 완료 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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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시설운영기반조성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내덕노인복지관 시설 기능보강
○기  간: 2022.2.~ 2022.6.
○사업량
 - 실내게이트볼장 기능개선
 - 노후시설 보수

80,000 10,000 
○편성시기: 2021.3회추경
○이월사유: 예산편성 시기와 사업
  추진 기간 상 연내 집행어려움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시설운영기반조성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기능보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남시니어클럽 기능보강
○기  간: 2021.10.~ 2022.5.
○사업량: 청남시니어클럽 등 2개소

125,500 80,84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성립전 2차
○이월사유 : 예산편성 시기와 사업
  추진 기간 상 연내 집행어려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구현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청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재건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기  간: 2021.1.~2022.1.
○사업량: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축공사(건축,
          소방, 전기,통신) 집행
         (BF 본인증용역 포함)

1,763,153 1,248,232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4~5월
            (건축,소방,전기,통신)
○이월사유 :
  - 관급자재(철근) 등 자재부족으로
    상당기간 공사지연
  -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
  - 동절기 공사중지
 ⇒ 준공일 지연(2022.1월)
  - BF본인증 용역종료(2022.2월)후
    용역비 지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구현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청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재건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공사
          (감리비)
○기  간: 2021.1.~2022.1.
○사업량: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축 및 소방 감리
          용역

20,539 20,539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4~5월
            (건축 및 소방 감리)
○이월사유 :
  - 관급자재(철근) 등 자재부족으로
    상당기간 공사지연
  -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
  - 동절기 공사중지
 ⇒ 준공일 지연(2022.1월)
  - 준공이후 건축․소방 용역비 지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구현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청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재건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기  간: 2021.1.~2022.1.
○사업량: 출장여비 및 BF본인증 수수료 등 지출

10,520 10,52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4~5월
            (건축,소방,전기,통신)
○이월사유 :
  - 관급자재(철근) 등 자재부족으로
    공사지연
  -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
  - 동절기 공사중지
 ⇒ 준공일 지연(2022.1월)
  - 준공이후 BF본인증 수수료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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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구현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청주시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건립
          (시설비)
○기  간: 2021.1.~2022.3.
○사업량: 돌봄센터 건축공사(건축, 소방) 집행,
          AIOT 솔루션 구축, BF 및 건설환경
          컨설팅 용역 및 본인증 수수료

1,989,116 1,524,099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7월(건축, 소방)
○이월사유 :
  - 설계지연(BF 및 제로에너지 인증
    관련 연면적 증가)
  - 철근, 알루미늄 등 자재부족으로
    공사지연
  -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
  - AIOT 솔루션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AIOT 구축 지연
  - 동절기 공사중지
⇒준공일 지연(2022.2월)
  - BF본인증 및 건설환경컨설팅
    본인증 용역종료 후 수수료
    납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구현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청주시 366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건립
          (감리비)
○기  간: 2021.1.~2022.3.
○사업량: 돌봄센터 건축.소방 감리 용역

20,910 12,91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7월 21일
            (건축.소방 감리)
○이월사유 :
  - 설계지연(BF 및 제로에너지 인증
    관련 연면적 증가)
  - 철근, 알루미늄 등 자재부족으로
    공사지연
  -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
  - AIOT 솔루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AIOT 구축 지연
  - 동절기 공사중지
⇒준공일 지연(2022.2월)
  - 준공이후 건축.소방 용역비 지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구현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청주시 367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기  간: 2021.1.~2022.3.
○사업량: 출장여비 등 1식

4,920 4,92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 설계지연(BF 및 제로에너지 인증
    관련 연면적 증가)
  - 철근, 알루미늄 등 자재부족으로
    공사지연
  -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
  - 동절기 공사중지
⇒준공일 지연(2022.2월)
  - 준공까지 출장여비 지출 필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구현 시설운영기반조성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뉴딜형 장애인 거주시설 시범사업
          (시설비)
○기  간: 2021.7.~2022.3.
○사업량: 돌봄센터 건축공사(전기, 통신)집행,
          통신 관급자재 구매

247,278 214,443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이월사유 :
  - 365 돌봄센터 착공지연
  - 철근, 알루미늄 등 자재부족으로
    공사기간 연장
  -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
⇒준공일 지연(2022.2월)
  - 준공일 지연으로 인한 집행 지연
 ※ 예산변경사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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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구현 시설운영기반조성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사업명: 365 열린 장애인돌봄센터 집기류 구입
○기  간: 2021.7.~2022.10.
○사업량: 차량 1대, 사무용 전산장비, 생활실
          가구 및 전자제품, 주방집기류 등

164,400 164,4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이월사유 :
  - 365 돌봄센터 착공지연
  - 철근, 알루미늄 등 자재부족으로
    공사기간 연장
  -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
⇒준공일 지연(2022.2월)
  -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차량
    출고지연
  - 집기류는 건축물 준공이후 구입
    가능한 부분으로 준공일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발생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구현 시설운영기반조성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사업명: 365 열린 장애인돌봄센터 집기류 구입
○기  간: 2021.7.~2022.3.
○사업량: 도서 500권

5,600 5,6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이월사유 :
  - 365 돌봄센터 착공지연
  - 철근, 알루미늄 등 자재부족으로
    공사기간 연장
  -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
⇒준공일 지연(2022.2월)
  -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차량
    출고지연
  - 집기류(도서)는 건축물 준공이후
    구입가능한 부분으로 준공일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발생

아동보육과 아동친화,보육 아동복지기반조성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사업
○기  간: 2022.12.
○사업량: 2개소
○사업내용: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리모델링)

200,000 96,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사업대상지 중도 변경
  (1개소), 센터 입주예정지 건축공
사
  지연(1개소)에 따른 이월

아동보육과 아동친화,보육 아동복지기반조성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자산취득비

○사업명: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사업
○기  간: 2022.12.
○사업량: 2개소
○사업내용: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80,000 40,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사업대상지 중도 변경
 (1개소), 센터 입주예정지 건축공사
 지연(1개소)에 따른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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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운영비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고)
○기  간: 2021.7.~2022.7.
○사업량: 2개소

22,000 11,0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12월 예정
○이월사유 : 신규 어린이집 2개소
  설치 사업 추진(실시설계 용역 중
  으로 공사 입찰, 착공 등
  공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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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고)
○기  간: 2021.7.~2022.7.
○사업량: 2개소

358,000 175,02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12월 예정
○이월사유 : 신규 어린이집 2개소
 설치사업 추진(실시설계 용역 중으
로
 공사입찰, 착공 등 공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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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 아동 친화, 보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장기임차 국공립 어린이집설치
○기  간: 2021.9.~2022.7.
○사업량: 1개소

220,000 220,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12월 예정
○이월사유 : 장기임차어린이집 설치
  사업대상지 9월 확정으로 추진
  -민간위탁동의(11월) 이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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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취득비
○사업명: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고)
○기  간: 2021.7.~2022.7.
○사업량: 2개소

100,000 50,0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12월 예정
○이월사유 : 신규 어린이집 2개소
  설치사업 추진(실시설계 용역 중
  으로 공사 입찰, 착공 등 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흥덕사지 토지매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흥덕사지 토지매입
○기  간: 2021.1.~ 2022.6.
○사업량: 3필지(4,357㎡)

750,000 708,776 

○편성시기: 21년 본예산
○미보상필지: 2필지(4,153㎡)
○이월사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종중회의 개최가 지연되어 토지
  보상 협의 및 사전절차(규약 및
  등기서류 정비 등) 이행 불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향교 주변정비 및 리모델링
○기  간: 2021.5.~2022.5.
○사업량: 문의향교 고직사, 제기고, 사주문,
          협문 등 270㎡ 보수

384,000 349,048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이월사유 : 절대공기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신항서원 지붕 및 회벽보수
○기  간: 2021.5.~2022.4.
○사업량: 사당(110㎡) 및 재실(120㎡) 지붕 및
          회벽 보수

384,000 349,217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이월사유 : 절대공기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천암 지붕보수
○기  간: 2021.5.~2022.4.
○사업량: 수천암(150㎡) 지붕보수
             (도리이상 해체보수)

316,000 290,29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이월사유 : 절대공기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 안심사 법고 보존처리
○기  간: 2021.2.~2022.9.
○사업량: 법고 보존처리

42,000 36,6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6월
○이월사유 : 파손부위가 넓고 경화
  되어 보존처리 장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향교 주변정비 및 리모델링
○기  간: 2021.5.~2022.6.
○사업량: 주변정비 및 리모델링 감리

16,000 16,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이월사유 : 절대공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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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신항서원 지붕 및 회벽보수
○기  간: 2021.5.~2022.5.
○사업량: 지붕 및 회벽보수 감리

16,000 16,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이월사유 : 절대공기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천암 지붕보수
○기  간: 2021.5.~2022.5.
○사업량: 지붕보수 감리

14,000 14,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이월사유 : 절대공기부족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연구개발비

○사업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기  간: 2021.11.~2022.11.
○사업량: 청주시 관내 동지역, 오창·오송읍지역
              정밀지표조사(274.4㎢)

620,000 620,00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예정
○이월사유
 -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조사
  방법 및 사업범위의 적절성 등에
  대해 관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진행 등으로 사
업
  추진 지연
 - 과업기간 1년으로 연내 집행 불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청주시 문화유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문화유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  간: 2021.11.~2022.4.
○사업량: 청주시 관내 문화유산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

50,000 50,00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예정
○이월사유
  - 2회 유찰
  -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적
격
    업체 탐색 및 협의,
    11월 중 수의계약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재 보존관리
정북동토성
역사공원구역
실시계획인가

연구개발비

○사업명: 정북동토성 역사공원 실시계획인가
○기  간: 2021.5.~2022.2.
○사업량: 정북동토성 역사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78,000 78,00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계약일시 : 21년 5월
○이월사유 : 공원위원회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관계기간 검토,
   협의 등 지연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진흥 관광기반 조성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 '걷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

시설비

○사업명: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
          '걷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
○기  간: 2022. 1. ~ 2022. 2.
○사업량: 목책길 450m, 야자매트(550m) 조성

41,000 36,2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실시설계용역 계약일시 :
  21년 11월 8일
○이월사유
  - 원주지방국토청에서 사업 대상지
    하천 구역 기본계획용역 진행중
    이고 변경 가능성 있어
    실시설계용역 올해 준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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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진흥 관광기반 조성
옥화구곡 데크
산책길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옥화구곡 데크 산책길 조성사업
○기  간: 2021.6.~2022.6.
○사업량: 데크길 L=240m

500,000 500,00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실시설계용역 계약일시 : 21.6.2.
○이월사유
- 사업설명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들 의견 사업 반영함에 따른
  설계 지연
-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 지연
- 지질조사를 통한 구조 설계 변경

체육시설과
체육시설
기반조성

생활밀착형 공공체육
시설 확충

레저스포츠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레저스포츠시설 기능보강사업
○기  간: 2021.3.~2022.9.
○사업량: 인공암벽(볼더링) 등

993,700 827,7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3월  9일
○계약일시 : 21년 5월 18일
○이월사유
  - 2021.3.: 실시설계용역
  - 2021.5.: 암벽제작설치계약
  - 2022.1.: 용역 및 계약 완료
  - 2022.2.: 공사착공
  - 2022.9.: 공사준공

체육시설과
체육시설
기반조성

생활밀착형 공공체육
시설 확충

레저스포츠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레저스포츠시설 기능보강사업
○기  간: 2021.3.~2022.9.
○사업량: 인공암벽(볼더링) 등

6,300 6,3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3월  9일
○계약일시 : 21년 5월 18일
○이월사유
  - 2021.3.: 실시설계용역
  - 2021.5.: 암벽제작설치계약
  - 2022.1.: 용역 및 계약 완료
  - 2022.2.: 공사착공
  - 2022.9.: 공사준공

체육시설과 체육시설 기반 조성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  간: 2021. 12. ~ 2022.12.
○사업량: 파크골프장 36홀 실외 주차장 100면
          이동식화장실 2개

100,000 10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1년 12월(예정)
○이월사유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절대공기 부족

체육시설과
최고수준의
체육시설관리

시민이 건강한
체육시설 개선

청주종합사격장
CCTV 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종합사격장 CCTV교체사업
○기  간: 2022.1.~2022.5.
○사업량: 사격장내 노후 CCTV 32대 교체

50,000 5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계약일 : 22년 02월
○준공일 : 22년 05월
○이월사유 : 당해년도 완료 불가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행정서비스 구현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부지 취득
○기  간: 2021.1.~2022.4.
○사업량: 1개소(청원구 정상동 12-4번지 일원)

7,502,000 45,496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건립부지 확정측량 후
  부지 면적 증가가능성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비 및 등기수수료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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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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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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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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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행정서비스 구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기  간: 2021.9.~2022.12.
○사업량: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6개소

67,500 67,5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예정
○이월사유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 지연(21.9월)에 따른
   이월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덕 상금소류지, 강내 저산소류지
          준설공사
○기  간: 2021.12.~ 2022.04.
○내  용: 소류지 준설공사 각 1식

99,600 25,000 
○편성시기: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22년 01월 설계 완료 예정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노후저수지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지동 피아골저수지 보수공사
○기  간: 2021.11.~ 2022.05.
○내  용: 그라우팅 115공, 취수시설(D600) 15m

400,000 278,560 

○편성시기: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21년 11월 5일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일 2021.5.3)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호죽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호죽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기  간: 2020.1.~2022.12.
○사업량: 소규모배수개선 1식
○내  용: 배수장 신설(Q=2.0㎥/s),
          배수로정비(L=26m)

374,000 374,000 

○편성시기: 21년 본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
  도비 삭감 교부에 따른 공사 추진
  불가 2022년 추가 사업비
  (626백만원) 확보 후 사업 추진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옥산면 금계지구
취수보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옥산면 금계지구 취수보 정비공사
○기   간: 2021.11.~ 2022.06.
○내   용: 게비온(1.0×1.0) 525조,
           차수벽 L=70m,
           전석(H=3.4m) L=68m

500,000 360,000 
○편성시기: 21년 2회추경
○이월사유: 절대공기 부족
   21년 11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농업경영안정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민간자본이전
○위  치: 청주시 관내
○기  간: 2021.10. ~ 2021.12.
○사업량: 관정106공

215,000 215,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수질검사 등 준공까지
             사업기간 부족

농식품유통과 농업 경쟁력 강화 유통체계 구축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사 업 명: 청주시 푸드플랜 수립용역
○기    간: 2021. 4. ~ 2022. 3.
○주요내용: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청주시 먹거리 실태(유통,가공,소비) 조사 분석
 - 푸드플랜 추진계획(중장기 투융자) 수립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건립) 타당성 분석
 - 로컬푸드 직매장 통합관리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100,000 32,8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021.4.9
○이월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자료 조사 미흡
    및 중점 내용 보완 필요

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 강화 가공식품수출지원 GAP 시설보완 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GAP 시설보완 사업
○기  간: 2021.12.~2022.6.
○사업량: GAP시설 2개소

150,000 150,000 

○편성시기 : 2021년 3회추경
○계약일시 : 2021년 12월 1일
○이월사유 : 해당시설의 공기가
  6개월 이상 소요되어 공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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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과 농업경쟁력 강화 도농교류 활성화
농어촌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
조

○사업명: 농어촌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사업
○기  간: 2021.12.~ 2022.5.
○사업내용: 농어촌민박 88개소 표지판 설치지원

7,040 7,040 
○편성시기 : 2021년 3회추경
○계약일시 : 2021년 12월
○이월사유 : 사업추진 기간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경영개선 및
품질향상

축산 ICT융복합사업 민간자본 이전
○사업명: 축산 ICT융복합사업
○기  간: 2021.5.~2022.12.
○사업량: 5호

1,161,500 458,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5월 대상자 선정
(사전컨설팅 지연)에 따른 늦은 사업
 착수로 인한 사업 추진 기간 부족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물유통
및 내수면어업
기반확충

계란 냉장차량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계란 냉장차량지원 사업
○기  간: 2021.8.~ 2022.3.
○사업량: 냉장차량 2대

9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2회추경
○이월사유 : 냉동탑차 수급 지연으
로
             차량인수 지연

축산과 축산경쟁력강화
축산물유통
및 내수면어업
기반확충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 사업
○기  간: 2021.3.~ 2022.12.
○사업량: 2개소

280,000 280,00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이월사유 :
  -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이월
  - 사업부지 근저당 설정 해지기간
    소요에따른 사업추진지연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일반보전금

○사업명: AI 휴지기제 지원사업
○기  간: 2021.10. ~ 2022.03.
○사업량: 85,200수
○사업내용: AI 발생위험도가 높은 겨울철에 오리
  농가 휴지기제를시행하여 AI 발생요인 차단

168,142      75,000       

○편성시기: 21년 본예산, 1회 추경
○사업일시: 2021.10. ~ 2022.03.
○이월사유: 휴지기제 사업기간이
  AI발생위험이 높은 21년 10월~ 22
년
  3월로 일부금액 이월하여 사업 추
진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사업명: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기  간: 2021.10. ~ 2022.03.
○사업량: 98,400수
○사업내용: AI 발생위험도가 높은 겨울철에 오리
  농가 휴지기제를 시행하여 AI 발생요인 차단
 (국비사업)

160,000      70,000       

○편성시기: 21년 1회추경, 3회 추경
○사업일시: 2021.10. ~ 2022.03.
○이월사유: AI발생위험이 높은 20년
  10월~ 21년 3월 중 4개월간 오리
  농가에 대해 휴지기 실시하는
  것으로 일부 금액 이월하여
  사업 추진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방역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민간이전

○사업명: 거점소독소(미원, 북이, 오송) 용역비
○기  간: 2022.1.~2022.12.
○사업량: 거점소독소 3개소
○사업내용: 가축질병(ASF, AI) 예방을 위한 거점
  소독소(통제초소) 운영 민간대행 용역비

358,000      358,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1회 추경
○사업일시 : 2022.1. ~ 2022.12.
○이월사유 : 20년 명시이월 예산
  (316,538천원)선집행으로 21년 예
산
  (358,000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아
프
  리카 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AI 차
단
  방역을 위하여 거점소독소를 지속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 관리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기  간:2022.1.~12.
○사업량:1개소
※ 산출기초: 254,400천원 * 1개소 * 50% =
   127,200,000원

254,400 127,20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3추경
○이월사유 : 도비가 2회추경 성립
후
  내시됨에 따라 3회추경으로 예산
  확보.
  3회추경 후 사업추진 시 수확장비
  수급문제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 관리 축산악취개선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축산악취개선사업
○기  간: 2021.1.~2022.12.
○사업량: 6개소
※ 산출기초: 875,548,000원 * 40% =
   350,220,000원

1,434,140    350,220      

○편성시기 : 2021년 본예산, 1추경
○이월사유 : 2021년 1회추경으로
  예산확보. 인허가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

축산과 축산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 관리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기  간: 2021.9.~ 2022.12.
○사업량: 1개소
  ※ 산출기초 : 753,000천원 * 1개소 * 70% =
                527,100,000원

527,100      527,100      

○편성시기 : 2021년 2추경
○이월사유 : 2021년 2회추경으로
  예산확보. 입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

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일반운영비

○사업명: 청주시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사업
          홍보용역
○기  간: 2022.4.~2022.6
○사업내용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 개시 전후
  온,오프라인 홍보

274,000      274,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2.3.
○이월사유 :
  - 시스템 개발이 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홍보 용역 수행 가능

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사업
          컨설팅 용역
○기  간: 2021.11.~2022.6.
○사업내용
 - 온라인 도매시장 관련 사업인 시스템 개발,
   홍보 사업 컨설팅
 - 사업발주 준비, 사업 수행관리, 자료조사,
   장기 로드맵 제시

120,000 6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예정
○이월사유 :
  - 국비 최종 선정이 2회 추경
    이후인 21.8.10.로 선정
  - 공모 선정 이후 국토부의 물류
    정책 개선 내용을 사업에 포함
    하도록 요구하여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컨설팅 용역 발주
  - 시스템 구축 사업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예정됨에 따라 컨설팅
    용역 과업기간도 동일하게 설정

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사업
○기  간: 2021.12.~2022.6
○사업내용
 -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서비스 개발
 - 소비자 수요 맞춤 배송 체계 구축(공동 집배송,
   용달 통합배송 등)
 - 농산물 데이터(생산-유통-소비) 수집·활용
   시스템 구축

1,000,000    1,00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1.12.~22.1.
○이월사유 :
  - 위의 컨설팅 용역과 동시에 추진
    되어야 할 사업으로
  - 사업 기간이 180일로 예정됨에
    따라 이월 필요

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일반운영비 ○공모사업 회계 정산비용 6,000        6,000        
 ○이월사유 :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사업 종료 이후 집행
가능

도시계획과
살고싶은 도시건설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살고싶은 행복한
도시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개발제한구역(현도면)관리계획 수립용역
○기  간: 2021.4.16~2022.4.10
○사업량: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일원(A=24.91㎢)

100,000 38,7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4월12일
○이월사유 : 절대공기 부족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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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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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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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살고싶은 도시건설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 청주만들기

청주시 토지적성평가
구축(변경)용역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
○기  간: 2021.11.~2022.10.
○사업량: 청주시 행정구역 전지역
          (주거,상업,공업 제이)

252,000 112,00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이월사유 : 절대공기 부족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주정차 관리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사업
○기  간: 2021.2.~2022.12.
○사업량: A=1,441㎡, 주차타워 4층, 주차 130면

6,980,000 4,762,984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공사미계약(설계용역
중)
○이월사유 : 금년 사업부지매입
  ('21.5.)후 건축설계공모
  주차타워 기본,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착공 미도래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ITS)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2021년 청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구축
○기  간: 2021.1.~2022.5.
○사업량: 센터HW설치, SW개발 및 현장 8개 서비스

3,000,000 1,421,66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021년 8월 25일
○이월사유 :
 - 기본설계, 사업관리, 감리,
   본사업 등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
   필요
 - 계약 후 240일의 공기 필요
   (구축기간 6개월, 시험운영 2개
월)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기  간: 2021.5.~2022.7.
○사업량: 센터 1식, 현장장비 3식

1,875,000 1,824,705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022년 1월(예정)
○이월사유 :
 - 예산 2회 추경 반영으로 행정절차
   및 사업공기 부족으로 이월
 - 계약 후 7개월 공기 필요 (구축
   기간 5개월, 시험운영 2개월)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

대중교통시설 개선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기  간: 2021.4.~2022.3.
○사업량: 도시교통 중기계획 연구용역 1식

260,000      78,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3월 26일
○이월사유 : 교통분야 최상위 계획
  으로 장기용역 추진 필요,
  용역준공 일자
  22년 3월 26일임에 따라 이월
  불가피

교통정책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실현

임시청사
교통정보센터
이전 설치

임시청사
교통정보센터
이전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임시청사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이전
○기  간: 2021.11.~2022.6.
○사업량: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 이전

188,000 188,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021년 12월(예정)
○이월사유 :
 - 예산 2회 추경 반영으로 행정절차
   및 사업공기 부족으로 이월
 - 계약 후 7개월 공기 필요
   (구축기간 5개월, 시험운영 2개
월)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국토교통부)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전기 시내버스 도입
○기  간: 2021.1. ~ 2022.2.
○사업량: 전기 시내버스 4대

1,728,000 768,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버스 제작사
  (현대자동차)생산일정 차질로
   연내 출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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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환경부)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전기 시내버스 도입
○기  간: 2021.1. ~ 2022.12.
○사업량: 전기 시내버스 7대

960,000 560,000 

○편성시기 : 21년 2,3회추경
○이월사유 : 버스 제작사
  (현대자동차) 생산일정 차질로
   연내 출고 불가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육성 지원
청주시 제4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기  간: 2021.11.~2022.10.
○사업량: 청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1식

250,000 10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사업발주 준비
○이월사유 : 절대공기 부족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활성화 및
서비스개선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

일반운영비
○사업명: 법규위반 영상감시장치 이전설치
○기  간: 2022.1. ~ 2022.2.
○사업량: 법규위반 영상감시장치 1식

25,220 3,87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임시청사 이전사업
  지연에 따라 연내 이전설치 불가

대중교통과 으뜸대중교통
대중교통활성화 및
서비스개선
(교통사업 특별회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 2단계 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2단계 사업
○기  간: 2021.3.~2022.3.
○내  용: 회계시스템, 데이터 연계자동화,
          통합단말기 기능 고도화 등
○사업량: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1식

300,000 100,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사업발주 준비
○이월사유 : 전문분야의 사업제안서
  작성 시간 필요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유찰로 계약이
  지연 되어 절대공기 부족

공동주택과
품격높은 공동주택
명품도시 구현

살기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

살기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

연구개발비
○사업명: 공동주택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기  간: 2021.1.~ 2022.3.
○사업량: 시스템 구축 1식

194,600 104,600 

○편성시기: 2021년 본예산
 (3회 추경 과목경정 계획)
○계약일시: 2021년 9월 8일
○이월사유: 용역 추진 사전절차 수
행
  으로 인한 계약 및 착수 시기 지연
  (계약일 : 2021년 9월 8일,
   착수일 2021년 9월 14일,
   준공예정일 2022년 3월 7일)

공동주택과
품격높은 공동주택
명품도시 구현

살기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

살기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

자산취득비
○사업명: 공동주택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서버
○기  간: 2021.1.~ 2022.3.
○사업량: 서버 3개

29,300 25,400 

○편성시기: 2021년 본예산
 (3회 추경 과목경정 계획)
○계약일시: 2021년 12월 중
○이월사유: 조달청과 시스템
  구매업무 추가 협의 시 시스템
  구축용 서버는 연구개발비가 아닌
  물품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협의사항 이행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연구개발비 → 자산취득비 과목경
정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 명품도시 구현
시민참여형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

소나무길 스마트
솔라트리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소나무길 스마트 솔라트리 설치
○기  간: 2021.12.~2022.2.
○사업량: 스마트 솔라트리 설치(2개소)

50,300 50,3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발주 후 제작 및
             설치기간 필요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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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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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 명품도시 구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99,984 48,330 
○이월사유 :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
해
  방학 중에만 공사 가능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효율적인 읍면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기  간: 2022. 3. ~ 10.
○사업량: 환경개선공사 1식
          (외벽단열, 창호 교체 등)

1,740,100 335,000 

○편성시기: 20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내진성능평가(2021.6.)결과
  내진보강 필요
- 환경개선공사공사(외벽단열공사등)
  와 내진보강공사 간섭공종 발생
- 환경개선공사 선시공 시 중복
  시공에 의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예상
- 예산 이월 후 내진보강공사
  (2022년 본예산 편성)와 환경개선
  공사 일괄 발주 추진 필요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효율적인 읍면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기  간: 2022. 3.~ 5.
○사업량: 환경개선공사 1식

50,000 50,000 

○편성시기 : 20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추진경위
 〮21. 10.: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 시 예산편성이 12월이므로 절대공
기
  부족
- 명시이월 후 2022년 상반기 공사
  진행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효율적인 읍면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 환경개선공사
○기  간: 2022. 3.~ 5.
○사업량: 환경개선공사 1식

20,000 20,000 

○편성시기 : 20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추진경위
 〮21. 10.: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 시 예산편성이 12월이므로 절대공
기
  부족
- 명시이월 후 2022년 상반기 공사
  진행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효율적인 읍면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쉼터 환경개선공사
○기  간: 2022. 2. ~ 6.
○사업량: 환경개선공사 1식

58,000 58,000 

○편성시기 : 20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추진경위
 〮 21. 10.: 충청북도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가내시
- 시 예산편성이 12월이므로 절대공
기
  부족
- 명시이월 후 2022년 상반기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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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효율적인 읍면동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곡1동 행복문화센터 환경개선공사
○기  간: 2022. 3.~ 5.
○사업량: 환경개선공사 1식

20,000       20,000 

○편성시기 : 20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추진경위
 〮21.  9.: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
 〮21. 10.: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 시 예산편성이 12월이므로 절대공
기
  부족
- 명시이월 후 2022년 상반기 공사
  진행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  간: 2022.1.
○사업량: 설계공모비

41,858       25,920       

○편성시기 : 2021년 2회추경
○이월사유
- 사업 추진경위
 〮21. 5.: 건축기획 용역 완료
 〮21. 7.: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수립
 〮21. 8.: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심의
 〮21.10.: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 21.11.: 설계공모 공고
  (공모기간: 21.11.1.~ 22.1.3.)
 〮22. 1.: 설계공모 완료
- 설계공모 완료기간 지연으로 예산
  이월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인건비
○사업명: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기  간: 2021.6.~2022.5.
○사업량: 청년예비건축가 1인 등 운영비 지원

6,888 5,412 

○편성시기 : 2021년 2회 추경
○이월사유 :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22년 5월)
○청년예비건축가(기간제근로자) 채
용
  (22년 1월~22년 4월)예정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3,450천원)
  로 세출과목 변경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업명: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기  간: 2021.6.~2022.5.
○사업량: 총괄건축가 1인, 공공건축가 30인 등
          운영비 지원

57,582 13,556 

○편성시기 : 2021년 2회 추경
○이월사유 :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22년 5월)
○청년예비건축가(기간제근로자)
  채용(22년 1월~22년 4월)예정으로
  인건비(3,450천원)로 세출과목 변
경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사업명: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용역
○기  간: 2021.10.~2022.5.
○사업량: 청주시 중점관리구역 설정 및 실행방안
          모색 등

266,000 152,700 

○편성시기 : 2021년 2회 추경
○계약일시 : 2021년 9월 16일
○이월사유 :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사업 기간 미도래(~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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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기  간: 2021.7.~2022.5.
○사업량: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15 등
          4개소

1,994,083 1,878,779 

○편성시기 : 21년 2회 및 3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9월
○이월사유 :
  -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21년
    5월 사업대상지 선정 및 9월
    추가 선정으로 절대 공기 부족
  - 기선정된 사업지 11월 중 설계
    용역완료 및 추가 선정지 12월
    설계용역 시행예정
  - 설계 완료 후 공사가능하므로
    명시이월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기  간: 2021.7.~2022.5.
○사업량: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계원로 615
          등 4개소

13,459 3,459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9월
○이월사유 :
  -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21년
    5월 사업대상지 선정 및 9월 추
가
    선정으로 절대 공기 부족
  - 기선정된 사업지 11월 중
    설계용역완료 및 추가 선정지
    12월 설계용역 시행예정
  - 설계 완료 후 공사가능하므로
    명시이월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기  간: 2021.01.~2022.12.
○사업량: 상ㆍ하행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건물 리모델링

1,291,000 69,340 

○편성시기 : 2022년 본예산
○이월사유 : 사업부지 매입 지난에
  따라 설계용역,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지연

공공시설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기  간: 2021.01.~2022.12.
○사업량: 상ㆍ하행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건물 리모델링

5,000 2,114 

○편성시기 : 2022년 본예산
○이월사유 : 사업부지 매입 지난에
  따라 설계용역,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지연

서원보건소
건강증진
(보건/보건의료)

의료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환경 조성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기  간: 2021.1.~2022.8.
○사업량: 증축 479.22㎡, 리모델링 316.47㎡

1,350,770 1,350,77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이월사유 : 보건복지부 시설설계
  심의 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서원보건소
건강증진
(보건/보건의료)

의료취약계층 구호 및
건강환경 조성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사업

자산취득비
○사업명: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기  간: 2021.1.~2022.8.
○사업량: 환자용침대 등 의료장비 21종

149,230 149,23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이월사유 : 보건복지부 장비계획
  심의 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지원기획과 농업지원기획 농촌지도기반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과학영농시설 및 당직실 구축,
          농업인교육장 조성
○기  간: 2021.12.~2022.2.
○사업량: 리모델링공사 2곳(180㎡, 159㎡)

245,216 127,096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1년 12월 24일 예정
○이월사유 : 현 사용시설 이전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확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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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획과 농업지원기획 농촌지도기반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과학영농시설 및 당직실 구축,
          농업인교육장 조성
○기  간: 2021.12.~2022.2.
○사업량: 리모델링공사 2곳(180㎡, 159㎡)

1,000 1,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1년 12월 24일 예정
○이월사유 : 현 사용시설 이전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확보 불가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도시시설운영및관리
옥산 동림리
세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옥산 동림리 세천정비사업
○기  간: 2021.10.~2022.12.
○사업량: 세천정비 L=360m

320,000 32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0월 7일
  (실시설계용역)
○이월사유 :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설계용역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도시시설운영및관리
오송 상정리 소교량
등 6개소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상 상정리 소교량 등 6개소 정비사업
○기  간: 2021.10.~2022.12.
○사업량: 소교량정비 6개소

350,000 35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0월 7일
  (실시설계용역)
○이월사유 :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설계용역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도시시설운영및관리
미원 용곡리
세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 용곡리 세천정비사업
○기  간: 2021.10.~2022.12.
○사업량: 세천정비 L=310m

450,000 45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0월 7일
  (실시설계용역)
○이월사유 :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설계용역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도시시설운영및관리
미원 화창리
세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 화창리 세천정비사업
○기  간: 2021.10.~2022.12.
○사업량: 세천정비 L=180m

210,000 21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8일
  (설계용역 계약 예정)
○이월사유 :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설계용역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도시시설운영및관리
남이 산막리
세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이 산막리 세천정비사업
○기  간: 2021.10.~2022.12.
○사업량: 세천정비 L=360m

250,000 25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8일
            (설계용역 계약 예정)
○이월사유 :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설계용역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도로교통
기반조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제2운천교 등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기  간: 2021.1.~2022.6.
○사업량: 사고잦은곳 개선 3개소

1,132,000 334,382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6월 24일
○이월사유 : 다른 공사와 시기가
  중복됨에 따른 공사지연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도로교통
기반조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정비사업
○기  간: 2021.5.~2022.6.
○사업량: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개소

2,170,000 380,75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10월 13일
○이월사유 : 다른 공사와 시기가
  중복됨에 따른 공사지연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도로교통
기반조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정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기  간: 2021.1.~2022.6.
○사업량: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31개소

1,545,300 557,340 
○편성시기 : 21년 1회추경
○이월사유 : 도로교통공단 무인교통
  단속장비 인수검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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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기반조성

녹색교통기반조성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명: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  간: 2020.5.~2022.5.
○사업량: 가공선로 L=550m

739,000 169,363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21년 1추경
○협약일시 : 21년 6월 17일
○이월사유 : 한전 및 통신
             지중화사업 지연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기반조성

도시시설운영및관리
미호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호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기  간: 2021.10.~2022.06.
○사업량: 가로등 25개소 설치

150,000 143,1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0월 29일
             (실시설계용역)
○이월사유 :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설계용역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교통기반조성

녹색교통기반조성

산남사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산남사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기  간: 2021.10.~2022.06.
○사업량: 자전거도로정비
          L=2.23m, B=2.0m

500,000 483,92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0월 29일
             (실시설계용역)
○이월사유 :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설계용역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

지역개발과
시민친화형
도로환경정비

농촌 도로망 확충
오창 원리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 원리 도로확포장공사
○기  간: 2021.1.~2022.12.
○사업량: 도로확포장 L=0.07km, B=8.0m

220,000 209,007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84백만원,
1회추경 100백만원, 2회추경 36백만
원
○계약일시 : 현재 입찰중
○이월사유 :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
한
  공사시기 미도래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도시시설운영및관리
미원 내산리
세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미원 내산리 세천정비사업
○기  간: 2021.12.~2022.12.
○사업량: 세천정비 L=200m

120,000 12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설계용역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

오창읍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기  간: 2021. 6. ~ 2022. 1.
○사업량: 하천정비 L=102.9m
          게이트펌프 60㎥/min

1,026,000 579,561 

○편성시기 : 21년 1회, 2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6월 10일
○이월사유 : 주요자재(펌프수문,
  제진기) 제작기간 소요로 사업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

오창읍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성재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기  간: 2021. 6. ~ 2022. 1.
○사업량: 하천정비 L=102.9m
          게이트펌프 60㎥/min

3,694 1,694 

○편성시기 : 21년 1회, 2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6월 10일
○이월사유 : 주요자재(펌프수문,
  제진기) 제작기간 소요로 사업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하천정비사업
○기  간: 2021. 6. ~ 2023. 12.
○사업량: 보상대상 40건

588,445 209,169 
○편성시기 : 21년 1회 추경
○이월사유 : 보상협의 지난에
  따른 보상금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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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하천정비사업
○기  간: 2021. 6. ~ 2023. 12.
○사업량: 보상대상 40건

3,708 3,708 
○편성시기 : 21년 1회 추경
○이월사유 : 보상협의 지난에
  따른 보상금 이월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

구룡천 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구룡천 하천정비사업
○기  간: 2021. 9. ~ 2022. 6.
○사업량: 하상 정비 L=1.1km
          수목 제거 A=25,000㎡

400,000 400,000 

○편성시기 : 21년 2회 추경
○이월사유 : 행정절차 이행(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

세월교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세월교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
○기  간: 2021. 11. ~ 2022. 2.
○사업량: 세월교 2개소 자동 차단시설 설치

200,000 20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성립전)
○이월사유 : 세월교 차단시설
  통합관제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하천 구현

남일면 무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일면 무심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기  간: 2021. 1. ~ 2022. 12.
○사업량: 제방도로포장 L=1.2km(B=3~4m)

221,000 206,44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보상 협의 추진에
  따른 보상비 이월

하천방재과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생명하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하천 구현

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암1동 영운천변 주민쉼터 정비사업
○기  간: 2021.12. ~ 2022. 2.
○사업량: 파고라 정비 및 벤치 교체 등 1식

10,000 10,000 
○편성시기 : 21년 제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금 교부
  (21.10.)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환경정책과
친환경적 청정도시
추진기반 조성

환경도시 조성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연구개발비

○사업명: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
○기  간: 2021.11.~2022.3.
○사업근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289,900 65,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용역입찰의뢰
○이월사유 : 용역기간 부족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효율적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
○기  간: 2021.7.~ 2022.5

100,000      84,822       
○편성시기 : 1회 추경
○이월사유 :용역기간 부족으로 21년
  준공불가 ('22년 5월 준공예정)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쾌적한 대기환경
기반 조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기  간: 2021.3.~2022.12.
○사업량: 37개소(이월: 7개소)

3,600,000 1,276,56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잔여예산 추가 접수
  사업장(7개소) 연내 준공이 불가능
  하여 이월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기  간: 2021.1.~2022.6.
○사업량: 전기이륜차 보급 60대(이월:20대)

108,000 46,48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3회 추경
○이월사유 : 사업기간 부족
             (3회 추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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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
○기  간: 2021.1.~2022.6.
○사업량: 천연가스버스 보급 53대(이월:18대)

636,000 216,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2회 추
경
○이월사유 : 자동차 부품 및 반도체
  수급문제로 신차 출고 지연되어
  보조금 청구 불가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LPG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어린이통학차량 LPG 가스차 전환 지원
○기  간: 2021.1.~2021.12.
○사업량: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80대(이월:36대)

560,000 252,000 

○편성시기 : 21년 1회추경
○이월사유 : 반도체 수급에 따른
  생산 지연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
  저조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지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기  간: 2021.1.~2022.6.
○사업량: 조기폐차 7,000대(이월: 2,000대)

11,200,000 3,872,89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1회 추경
○이월사유 : 자동차 부품 및 반도체
 수급문제로 신차 출고 지연되어
 보조금 청구 불가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차 DPF)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차 DPF)
○기  간: 2021.1.~2022.6.
○사업량: 저감장치 2,540대(이월: 1,500대)

9,652,000 4,384,981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3회 추경
○이월사유 : 사업 참여 불가
 (포기 및 장착불가)로 잔액 발생

기후대기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LPG화물차)

민간자본이전

○사업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LPG화물차)
○기  간: 2021.1.~2022.6.
○사업량: LPG화물차 보급 240대(이월: 60대)

960,000 240,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1회 추경
○이월사유 : 자동차 부품 및 반도체
  수급문제로 신차 출고 지연되어
  보조금 청구 불가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주 조성

365깨끗한청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기  간: 2022.4.~2022.5.
○사업량: 공동쓰레기 집하장 설치

15,000 15,000 

○편성시기 : 21년 3회 추경
○계약일시 : 22년 4월
○이월사유 : 3회 추경 교부금 확정
  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동절기
  타설공사의 어려움으로 사업예산
  명시이월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주 조성

적정한 폐기물 관리
불법투기폐기물
행정대집행처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불법투기폐기물 행정대집행처리
○기  간: 2021.07.~2022.09.
○사업량: 3개소 2,373톤

253,739 253,739 

○편성시기 : 2021년 1추경
○계약일시 : 미계약
○이월사유
  - 불법투기 행위자가 조치토록
    행정명령중임.
   → 미조치 시 행정대집행 실시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주 조성

적정한 폐기물 관리
북이면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기  간: 2021.11.~ 2022.6.
○사업량: 미정

214,000 214,000 

○편성시기 : 2021년 1추경
○계약일시 : 미계약
○이월사유
  -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주민 반발로 사후관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2021년 11월 주민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한국역학회의
    검토 보고 자료 등을
    분석하여 사후관리 사업 방안
    확정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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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주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정봉28통
○기  간: 2021.5.~2022.5.
○사업량: 아스콘 덧씌우기 A=1,618㎡

70,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미집행
○이월사유 :
  - 하수정책과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사업구간
    중복
  - 하수관거정비사업 선행 후
    본사업 추진 가능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주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지동16통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1.5.26.~2022.5.
○사업량: 아스콘 덧씌우기 A=4,121㎡

70,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021.05.20.
○이월사유 :
  - 하수정책과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사업구간
    중복
  - 하수관거정비사업 선행 후
    본사업 추진 가능

자원정책과
맑고 깨끗한 청결도시
청주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서촌18통
○기  간: 2021.5.~2022.5.
○사업량:
 - 아스콘 덧씌우기 A=393㎡
 - 아스콘 포장 A=648㎡

61,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미집행
○이월사유 :
  - 하수정책과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사업구간
    중복
  - 하수관거정비사업 선행 후
    본사업 추진 가능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연구개발비

○사업명: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기  간: 2021.7. ~ 2022.7.
○위  치: 흥덕구 가로수로 969-1
○업체명: (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사업내용: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마을의
            환경상영향조사

200,000 93,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용역기간 완료 및 지출시기 미도래
  (용역기간 2021.7. ~ 2022.7.)
○용역기간이 내년(2022년)까지
  이므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
  종료 불가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소각시설2호기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
○기  간: 2021.3.~2022.4.
○위  치: 흥덕구 가로수로 969-1
○업체명: ㈜엠에코
○사업내용: 소각시설2호기 여과집진기 백필터교체

1,405,000 84,02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3월 31일
○이월사유 : 소각시설 정기점검기간
  단축으로 물품 설치 불가로
  납기연장

자원관리과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시설운영

주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원활한 매입장
운영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권광역매립장 4단계 제방설치공사
○기  간: 2021.11.~ 2022.02.
○위  치: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188-57 일원
○사업내용: 청주권광역매립장 4단계 제방설치공사

800,000 800,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청주권광역매립장 사용연장에 따라
  4단계 제방공사 하반기 실시로
  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지연 우려

1,1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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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청주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운영
청주서원도서관리모델
링

청주서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서원도서관 리모델링사업
○기  간: 2021.7.~2022.12.
○사업량: 서원도서관 리모델링 2,692㎡

1,893,160    1,893,16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특교세 1,100/ 3회추경 시비 800
○이월사유 : 공기부족
  21.12. : 설계공모
  21.12.~22.3.: 설계용역완료
  22.4~22.12.: 공사착공 및 준공

청주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운영
청주서원도서관리모델
링

청주서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서원도서관 리모델링사업
○기  간: 2021.7.~2022.12.
○사업량: 서원도서관 리모델링 2,692㎡

6,840        6,84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특교세 1,100/ 3회추경 시비800
○이월사유 : 공기부족
  21.12. : 설계공모
  21.12.~22.3.: 설계용역완료
  22.4~22.12.: 공사착공 및 준공

고인쇄
운영사업과

문화유산보존및전승 직지문화특구조성 박물관홍보사업추진 기타자본이전

○사업명: 직지상표권 출원등록
○기  간: 2021.5.~2025
○사업량: 제35류~제45류 중 지정업종 총769개
          등록 심사

10,700 6,07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계약일시 : 21. 6
○이월사유 :특허 출원 용역 집행 후
  직지상표 등록 특허청 심사
  지연으로 잔여분 이월

고인쇄
운영사업과

문화유산보존및전승 직지세계화사업 추진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직지 복본화
사업

연구개발비
○사업명: 직지복본화 사업
○기  간: 2021.3.~2022.10.
○사업량: 원형/현상복제60부

150,000 75,222 

○편성시기 : 20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021. 4.
○이월사유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
한
  프랑스 현지조사 지연

고인쇄
학예연구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유물관리및전시운영
사적지 제315호
흥덕사지관련
전시관 리모델링

일반운영비

○사업명: 청주고인쇄박물관 리모델링 설계 위원회
          수당
○기  간: 2022.1.~ 12.
○사업량: 박물관리모델링 설계 위원회 수당 등

5,000 4,50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이월사유 : 리모델링 설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리모델링 설계비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22년도
 리모델링비 30억 확보시 설계및
 리모델링설치 사업 동시진행 계획)

고인쇄
학예연구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유물관리및전시운영
사적지 제315호
흥덕사지관련
전시관 리모델링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고인쇄박물관 리모델링 설계
○기  간: 2022.1.~ 12.
○사업량: 박물관리모델링 설계

295,000 295,00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이월사유 : 리모델링 총사업비 30
억
  결정에 따른 건축설계 불필요,
  22년도 리모델링비 30억 확보시
  설계 및 리모델링설치 사업
  동시진행 계획

고인쇄
학예연구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학술연구 및 지원
금속활자 및 활자본
과학적 분석

연구개발비
○사업명: 금속활자 및 활자본 과학적 분석
○기  간: 2021.6. ~ 2022.1.
○사업량: 학술연구용역 1식

110,000 69,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1년 6월 24일
○이월사유 : 수행기관 선정 지연 및
  용역 기간 부족으로 인해 당해연도
  지출 불가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도시공원 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개신동 공원 내 운동기구 보수
         (교체)사업
○기  간: 2022.3.~2022.4.
○사업량: 운동기구 보수 4개, 운동기구 교체 3개

10,000 1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2년 3월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으로
  동절기 공사 불가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도시공원 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진재공원 시설물 및 수목정비사업
○기  간: 2022.3.~2022.4.
○사업량: 배수로정비 공사, 수목식재 사업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2년 3월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으로
  동절기 공사 불가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도시공원 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갓골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기  간: 2022.3.~2022.4.
○사업량: 노후 퍼걸러 벤치 교체, 보도블럭 및
          수목경계석 정비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2년 3월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으로
  동절기 공사 불가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도시공원 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분평동 푸른어린이공원 등 4개소 공원
          정비사업
○기  간: 2022.3.~2022.5.
○사업량: 노후시설 보수 및 노면 평탄화 등
          재정비

45,000 45,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2년 3월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으로
  동절기 공사 불가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도시공원 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화휴식공원 쉼터 설치
○위  치: 청원구 오창읍 문화휴식공원
○기  간: 2022.1.~2022.12.
○사업량: 쉼터조성 1개소

25,000 25,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2년 3월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으로
  동절기 공사 불가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녹지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이면 가마힐스데하임 공원산책로
          장미터널 설치사업
○위  치: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411번지
○기  간: 2022.03.~2022.06.
○사업량: 장미터널 설치 1식

25,000 25,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2년 3월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으로
  동절기 공사 불가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녹지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산남동 668번지 산책로 정비사업
○위  치: 서원구 산남동 668번지
○기  간: 2022.03.~2022.06.
○사업량: 산책로 축대, 휀스 정비 등

100,000 10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2년 3월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으로
  동절기 공사 불가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녹지관리 녹지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녹지관리사업(월동보호책 설치사업)
○위  치: 상당로 등 24개 노선
○기  간: 2021.10.~2022.03.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60km

3,969,542 454,39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0월 29일
○이월사유 : 동절기 실시사업

공원조성과 공원조성 도시공원 조성
우암산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우암산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위  치: 청원구 율량동 산136-7번지 일원
          우암산근린공원
○기  간: 2021.1.~2022.12.
○사업량: 도시생태축 복원 및 우암산근린공원조성
          A=210,457㎡

695,617 376,617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8월
○이월사유 : 환경부 국비지원사업
  으로 2021~2022년 추진하는 사업

공원조성과 공원조성 도시공원 조성
우암산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우암산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위  치: 청원구 율량동 산136-7번지 일원
          우암산근린공원
○기  간: 2021.1.~2022.12.
○사업량: 도시생태축 복원 및 우암산근린공원조성
          A=210,457㎡

4,383 4,383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8월
○이월사유 : 환경부 국비지원사업
  으로 2021~2022년 추진하는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 공원환경개선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절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위  치:흥덕구 운청동 1487번지
○기  간:2021.9.~2022.6.
○사업량:A=3,649㎡

600,000 567,0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이월사유 :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
한
             이월

공원조성과 공원조성 공원환경개선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청암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위  치:청원구 우암동 389번지
○기  간:2021.9.~2022.6.
○사업량:A=4,403㎡

650,000 615,0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이월사유 :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
한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특별전

청주시립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FOUR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미술관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립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기  간: 2021.10.~2022.6.
○사업량: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4종)
 - 시립미술관본관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체험존 조성
   ▷VR기기 및 기술 활용 콘텐츠
   ▷AR기술을 활용한 콘텐트 및 앱 개발
 - 미술창작스튜디오
   ▷미술관 정보검색 미디이월 구축

1,000,000 1,000,00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계약일시 : 21년 12월(예정)
○이월사유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
어
  개발, 제작 등의 사업 특성상 세부
  추진내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 사업기간 필요에 따른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Ⅱ
(로컬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업명: 로컬 프로젝트 2021
○기  간: 2021.3.~2022.2.
○사업량: 도록제작 1건, 아트상품제작 1건,
          번역 1건, 잡지광고 2건,
          작품반출운송 1건

80,430 22,640 

○편성시기 : 20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전시기간
  (2021.3.11.~2022.2.6)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Ⅱ
(로컬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업명: 로컬 프로젝트 2021
○기  간: 2021.3.~2022.2.
○사업량: 도록발송 1회

4,400 1,000 

○편성시기 : 20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전시기간
  (2021.3.11.~2022.2.6)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Ⅱ
(로컬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업명: 로컬 프로젝트 2021
○기  간: 2021.3.~2022.2.
○사업량: 체험부대행사 운영 1회, 개막영상
  제작 1회, 전시반출 소모품 구입,
  미술전문인력운영 10명

20,600 6,400 

○편성시기 : 20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전시기간
  (2021.3.11.~2022.2.6)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시립미술관 본관
전시 운영

본관 기획전Ⅱ
(로컬 프로젝트)

일반보전금

○사업명: 로컬 프로젝트 2021
○기  간: 2021.3.~2022.2.
○사업량: 자원봉사운영 12월~2월
          (10,000원 * 2명 * 33일)

2,400 660 

○편성시기 : 20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전시기간
  (2021.3.11.~2022.2.6)에 따른
  사업비 이월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대청호미술관 운영
대청호미술관
기획전Ⅰ

일반운영비
○사업명: 대청호미술관기획전1
○기  간: 2021.10.22.~2022.1.16.
○사업량: 작품운송반출, 미디어 장비 대여비

46,500 5,72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10월
○이월사유 : 2022년 1월16일
             전시종료
            (반출운송, 대여비등)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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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대청호미술관 운영
대청호미술관
기획전Ⅰ

일반운영비
○사업명: 대청호미술관기획전1
○기  간: 2021.10.22.~2022.1.16.
○사업량: 작품철수 및 전시장 정비

10,500 1,5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2022년 1월16일
             전시종료
             (작품반출철수 등)

청주시립미술관 문화예술 진흥 대청호미술관 운영
대청호 환경미술
온라인 전시
플랫폼 구축

일반운영비

○사업명: 대청호 환경미술 온라인 전시 플랫폼
          구축 사업
○기  간: 2021.10.~2022.6.
○사업내용: 미술관 관람객에게 비대면 전시
            서비스 제공

200,000 200,000 

○편성시기: 21년 1회 추경
○계약일시: 21년 12월 예정
○이월사유: 대청호미술관 기획전
            연계 사업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청주랜드 운영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맹수사 리모델링 공사
○기  간: 2021.4.~2022.1.
○사업량: 청주동물원 맹수사 사육시설 설치 1식

1,100,000 803,328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10월 1일
○이월사유
 - 준공예정일 : 22.01.05.
 - 철물 단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
   수급 곤란
 - 공사 설계변경 예정으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 곤란

상) 환경위생과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운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노면청소차고 이전 설계비
○기  간: 2021.1.~2021.10.
○사업량: 부지 1,507㎡ /  건축 500㎡
          (지상 2층, 1동)

40,000 40,000 

○이월사유 : 운동동 1-8번지 해당
  부지 대중교통과 종점지 조성
  부지로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라
  타 부지 협의 중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담동
용담초교 뒤
(소3-1213호)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담동 용담초교 뒤(소3-1213호)
          도로개설
○기  간: 2017.1.~2023.12.
○사업량: 도로개설 L=121m, B=6m

250,000 210,115 
○편성시기 : 21년 1회 추경
○계약일시 : 21년 5월 21일
○이월사유 : 실시설계용역 중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담동
가좌경로당 옆
(소3-283호)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담동 가좌경로당 옆(소3-283호)
          도로개설
○기  간: 2021.1.~2023.12.
○사업량: 도로개설 L=120m, B=6m

13,000 13,000 
○편성시기 : 21년 1회 및 2회 추경
○계약일시 : 21년 5월 21일
○이월사유 : 실시설계용역 중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암동
1774번지 일원
도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용암동 1774번지 일원(소2-534호)
          도로정비
○기  간: 2020.4.~2022.12.
○사업량: 도로개설 L=230m, B=8~14m

110,000 110,000 

○편성시기 : 21년 1회 추경
○계약일시 : 21년 6월 21일
○이월사유 : 도로 무단점용 원상
  복구에 따른 공사정지중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운동동
72-4번지 일원
(소3-958호)
도로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운동동 72-4번지 일원(소3-958호)
          도로개설
○기  간: 2021.9.~2023.12.
○사업량: 도로개설 L=116m, B=6m

14,000 14,000 
○편성시기 : 21년 2회 추경
○계약일시 : 21년 10월 21일
○이월사유 : 실시설계용역 중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노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금천동 93-7
일원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금천동 93-7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1.1.~2022.12.
○사업량: 도로정비 1식

50,000 5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공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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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당구청~신송교간 효촌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기  간: 2021.05.~2022.04.
○사업량: 제방도로 확장 L=433m 등

3,094,093 260,000 

○편성시기 : 21년 1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5월 26일
○이월사유 : 1회 추경 사업으로,
  농번기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공사
  정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문의면 상장2리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1.09.~2021.12.
○사업량: 도로정비 L=300m

1,652,827 20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사업기간 중 마을주민
의
  사유지 사용승낙 관련 미협의로
  인한 사업지난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중앙로 차없는거리 시설개선공사
○기  간: 2021.09.~2021.12.
○사업량: 중앙로 차없는거리 시설개선 1식

250,000 25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9월 16일
○이월사유 : 사업기간 중 사업대상
지
  영화촬영, 민원협의 등 지연으로
  인해 무리한 공사추진시
  하자발생의 우려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가덕면 한계리 도로포장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콘크리트 도로포장 L=160m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미원면 계원리 농로 포장공사
         (밤나무골)
○기  간:2021.11.~2021.12.
○사업량:콘크리트 농로포장 L=320m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1리
          쉼터설치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쉼터 설치(파고라)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112-1 일원
          마을안길 정비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아스콘절삭 후 덧씌우기 및 토사
          수로 정비 L=240m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대성동 1-27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투수블록 교체포장(L=135m, B=3m)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꽃산서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A=2000㎡)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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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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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상당구 탑동 보도정비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보도블록 설치

22,000 22,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문의면 구룡리 일원
방죽 데크로드
보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문의면 구룡리 일원 방죽
          데크로드 보수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저수지 데크로드 보수 A=81㎡

55,000 55,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낭성 현암리
농로 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낭성 현암리 농로 개설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우수관로 및 콘크리트 포장 L=280m

70,000 7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미원면 종암1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미원면 종암1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배수로 L=350m

50,000 5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미원면 어암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미원면 어암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농로포장 L=200m 배수로 L=150m

50,000 5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교동로47번길 53일원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교동로47번길 53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도로 L=100m

50,000 5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가덕면 병암3리
소교량 재가설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가덕면 병암3 소교량
          재가설 사업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교량 L=8m

70,000 7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금천 6통 야외쉼터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금천 6통 야외쉼터 설치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정자 1식

10,000 1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문의면 남계리 766
일원 배수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문의면 남계리 766 일원
          배수로정비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옹벽블럭 L=120m

50,000 5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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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미원면 옥화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미원면 옥화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수로관 L=180m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금천동 경사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금천동 경사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설치구간 L=100m

60,000 6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상당로1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상당로14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보도블럭정비 L=180m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용담로 일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용담로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아스콘포장 L=200m

40,000 4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낭성면 추정3리
세천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낭성면 추정3리 세천 정비공사
○기  간: 2021.11.~2021.12.
○사업량: 옹벽블럭 L=70m

35,000 35,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추 편성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상)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배수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삼항소하천 정비공사
○기  간: 2022.01.~2022.06.
○사업량: 옹벽블럭 설치(H=2.0m) L=180m

160,000 9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계약일시 : 2022년 2월
○이월사유 : 3회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현도면 우록1리 소교량 설치공사
○기  간: 2022.3. ~ 12.
○사업량: 소교량설치 1식
          (L=11.0m, B=10.0m)

320,000 320,000 

○편성시기 : 21년 1추경
○이월사유 : 공사구간 편입토지 중
  개인사유지 관련 토지보상 협의지
연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충대중문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2.3. ~ 6.
○사업량: 도로정비공사
          (L=1,060m, B=6.5m)

410,000 41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 보행환경지구로서 포장재질 및
  노면표시 등과 관련 관련기관,부서
  (지역개발과, 경찰서 등) 협의 지
연
- 협의결과에 따른 공사계획 주민
  설명회 추진 필요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남사교 보수공사
○기  간: 2021.10.~2022.9.
○사업량: 보수보강 1식

110,000 92,698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2021년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특허공법 선정 지연에
  따른 22년 사업 추진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남교 보수공사
○기  간: 2021.10.~2022.9.
○사업량: 보수보강 1식

520,000 499,474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2021년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특허공법 선정 지연에
  따른 22년 사업 추진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구룡터널 보행자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기  간: 2021.05.~2022.12.
○사업량: 방음벽 설치공사 1식

750,000 300,000 

○편성시기 : 21년 1회추경
○이월사유 : 한 방향
 (성화동→산남동)
 방음벽 설치 완료 후 남은 예산으로
 산남동→성화동 방향 방음벽
 설치추진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사직2동 충북교육도서관 주변
          인도정비공사
○기  간: 2022.3. ~ 6.
○사업량: 보도정비공사(L=160m, B=2.0m(양안))

50,000 5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반영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레몬타워 앞
          인도정비공사
○기  간: 2022.3. ~ 6.
○사업량: 보도정비공사(L=105m, B=6.0m)

32,000 32,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반영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곡동 49-9번지 도로포장
○기  간: 2022.3. ~ 6.
○사업량: 도로정비공사
          (L=67m, B=2.5m)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 `22년 공사구간 내 하수관 매설
   공사(서원구 건설과 하수관리팀)
   선행 후 도로공사 추진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곡동 51-37번지 도로포장
○기  간: 2022.3. ~ 6.
○사업량: 도로정비공사
         (L=50m, B=3.0m)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개인사유지
  토지사용승낙 협의 지연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곡동 59-36번지 도로포장
○기  간: 2022.3. ~ 6.
○사업량: 도로정비공사
          (L=24m, B=3.0m)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개인사유지
  토지사용승낙 협의 지연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곡동 78-26번지 도로포장
○기  간: 2022.3. ~ 6.
○사업량: 도로정비공사
          (L=33m, B=3.5m)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개인사유지
  토지사용승낙 협의 지연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대산마을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2.3. ~ 6.
○사업량: 도로정비공사(L=270m, B=2.0m(양안))

40,000 4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반영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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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남이면 외천3리 구거정비공사
○기  간: 2022.3. ~ 6.
○사업량: 옹벽블록 설치(L=200m, H=2m)

50,000 5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반영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190-1번지 등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기  간: 2022.3. ~ 4.
○사업량: LED보안등 20개소 교체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반영

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사직2동 예체로일원
노후펜스 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사직2동 예체로 일원 노후펜스 교체사업
○기  간: 2022.3. ~ 6.
○사업량: 노후펜스 교체공사(L=660m)

100,000 10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반영

서)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재난·재해 예방
하석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하석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기  간: 2021.9.~2022.1.
○사업량: 조기경보시스템 1식

300,000 300,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이월사유 : 하석지구 재해복구 및
  보수보강공사 추진에 따라 착수
  시기가 늦어져 22년 사업 추진

서) 현도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현도면 양지2리
무궁화길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양지2리 무궁화길 조성사업
○기  간: 2021. 9.~ 2022. 6.
○사업량: 무궁화길 조성 및 국기게양대 설치 1식

100,000 94,76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1.9.(설계용역)
○이월사유 :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36번국도
             도로점용 협의
             지연으로 중지

흥) 행정지원과 건전한 문화 체육운영 건전한 문화 체육운영
강내면 궁현1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내면 궁현1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위  치: 강내면 궁현리 23-2 일원
○기  간: 2021.12.~2022.3.
○사업량: 야외운동기구 4종 설치

12,000 12,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계약일시 : 22년 2월경
○이월사유 : 사업 추진 기간 부족
  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어려움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석소하천 교량신설공사
○기  간: 2021.4. ~ 2022. 1.
○사업량: 교량신설 L=9.0m, B=5.0m

132,300 98,3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4월 16일
○이월사유 : 철근 수급 지난으로
  공사중지(5.18)한 사항으로 철근
  수급에 따라 재착공(10.25)
  하였으나, 준공 예정일이 22.1.25
로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수석소하천 교량신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기  간: 2021.4. ~ 2022. 1.
○사업량: 폐콘크리트 157t, 폐아스콘 28t

8,000 7,3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4월 16일
○이월사유 : 본 공사 중지 및
  재착공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쌍청교 보수보강공사
○기  간: 공사(입찰진행중), 용역
         (21. 8 ~ 21. 11)
○사업량: 쌍청교 보수보강 1식

475,000 465,36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공사(입찰중),
             용역(21.8.13)
○이월사유 : 현재 입찰 진행 중으로
  절대공기 60일 확보가 필요한 상황
  으로, 22. 2월 준공 예상에 따른
  이월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흥덕구 제설창고
이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흥덕구 제설창고 이전사업
○기  간: 2021.1.~12.
○사업량: 철골조 1동 신축 A=307㎡

1,060,000 270,000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2회추경,
             3회추경
○계약일시 : 공사(토목 추진중,
             건축 입찰 중)
○이월사유 : 현재 입찰 진행 중으로
  절대공기 60일 확보가 필요한 상황
  으로, 22. 1~2월 준공 예상에 따른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송읍 공북1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가드레일설치 L=200m

40,000 4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송읍 공북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아스콘포장 L=100m, 구거복개 L=130m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비하동 442-2번지 일원 농로개설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농로포장 L=90m

13,000 13,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비하동 630-2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아스콘포장 L=45m

5,000 5,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서촌동 120-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콘크리트 포장 L=440m

66,000 66,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석소동 43-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배수로 복개 및 콘크리트 재포장 1식

27,000 27,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옥산면 가락리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아스콘포장 L=350m

40,000 4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정봉동 34-10번지 일원 도로 정비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도로정비 1식

7,000 7,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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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서청주교사거리 등 3개소 무단횡단금지
          시설 설치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차선분리대 설치 L=908m

100,000 10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대농로 일원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차선분리대 설치 L=246m

35,000 35,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봉명1동사거리 일원 차선분리대
          설치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차선분리대 설치 L=220m

31,000 31,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도비보조에 따른 3회
  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강내면 다락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내면 다락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아스콘포장 L=170m

11,000 11,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3회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
  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강내면 당곡리
농로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내면 당곡리 농로정비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콘크리트포장 L=180m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3회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
  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강내면 저산1리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내면 저산1리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콘크리트포장 L=130m

22,000 22,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3회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
  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강내면 황탄1리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내면 황탄1리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콘크리트포장 L=60m

10,000 1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3회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
  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강서2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강서2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옹벽 L=24m, 아스콘포장 96㎡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3회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
  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흥)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증안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증안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기  간: 2022.1.~12.
○사업량: 보도정비 L=305m

70,000 7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3회추경 편성 예정으로 절대
  공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월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흥) 건설과
재난·재해의
제로화 구현

하천시설개선
상발소하천
호안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상발소하천 호안정비공사
○기  간: 22. 1 ~ 22. 6
○사업량: 호안정비 L=250m, H=3.0m

200,000 200,000 

○편성시기 : 21년 3회추경
○이월사유 : 2021. 9월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되어 3회 정리추경
  예산 편성 후 이월하는 사항임

흥)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및 운영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 공원 및 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제1산단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기  간: 2021.11.~2022.3.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및 유지관리 L=3,199m

20,336 20,336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1일
○이월사유 : 월동보호책 설치 공사
는
  동절기 띠녹지 내 관목류 등의 동
해
  및 염화칼슘 피해 방지를 위해 설
치

흥)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및 운영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 공원 및 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제2산단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기  간: 2021.11.~2022.3.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및 유지관리 L=5,850m

36,878 10,278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1일
○이월사유 : 월동보호책 설치 공사
는
  동절기 띠녹지 내 관목류 등의 동
해
  및 염화칼슘 피해 방지를 위해 설
치

흥) 옥산면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신촌리 배수로 정비공사
○기  간: 2021.11.~ 2022.05.
○사업량: 배수로 정비 L=230m

35,000 35,00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11월 9일
○이월사유 : 하우스단지 수막작업
  으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어려움

청) 환경위생과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클린업기동센터 건립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클린업기동센터건립
○위  치: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산 136-1
○기  간: 2020.8. ~ 2022.2.
○사업량: 146.73㎡(지상1층)

721,448 522,074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21년 1차추경
○계약일시 : 21년 10월 14일
○이월사유 :
 -공공건축 심의 의결기간, 일상감
사,
  계약심사 기간 지연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 지연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개설
내덕동
소로2-86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양청리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0.03. ~ 2023.12.
○사업량: 도로정비 L=60b, B=8m

405,000      10,296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및 2회추
경
○이월사유 : 미협의 토지 1필지가
 근저당 등으로 인하여 보상이 어려
워
 토지수용 절차 이행(22년도 상반기)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개설
율량동
소로2-186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율량동 소로2-186호선 도로개설공사
○기  간: 2020.03. ~ 2023.12.
○사업량: 도로개설 L=100m, B=8m

100,000      10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이월사유 : 2회추경 예상 성립으로
   보상 계획 공고 등 보상절차 이행
   으로 인한 연내 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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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제2운천교 보수보강공사
○기  간: 2021.6.~ 공사중지
○사업량: 표면보수 320.7㎡, 단면보수 1.5㎡,
              균열보수 466.2m, 신축이음 교체 55m

350,562 97,475 

○편성시기 : 21년 본예산
○계약일시 : 21년 6월
○이월사유 : 2회추경 내진보강공사
  교부 및 진행으로 내진보강공사
  준공 후 진행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빛화산리 농로확장
○기  간: 2021.9. ~ 2022.6.(설계중)
○사업량: 도로확장 L=110m B=3.5m->7.0m

200,000 200,0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실시설계 중
○이월사유 : 2회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북이면 대길1리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콘크리트 포장 L=40m

7,000 7,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북이면 대율1리 농로정비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옹벽블럭 L=35m

24,000 24,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북이면 현암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L형측구 L=40m

19,000 19,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빛화산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아스콘덧씌우기 L=220m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성산리 옹벽블록 설치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옹벽블록 설치 L=40m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유리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가드레일 설치 L=70m

4,000 4,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중신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아스콘덧씌우기 L=400m

25,000 25,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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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후기1리 옹벽블럭 설치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옹벽블럭 설치 L=55m

26,000 26,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생활불편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외평동 농로포장 및 확장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식생옹벽블럭 설치 및 농로포장 L=40m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오창읍 양청리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양청리 도로정비공사
○기  간: 2021.11. ~ 2022.6.(공사중지예정)
○사업량: 도로정비 L=465m

80,000 75,100 

○편성시기 : 21년 2추경
○계약일시 : 21년10월29일
○이월사유 : 2회추경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
 -공사 구간내 저촉되는 지장물
  (휀스 등/사유시설)의
  이설 필요하여 즉시 공사 추진 불
가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청주시 내수 중심
상가 주변
가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청주시 내수 중심상가 주변
          가로정비사업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아스콘덧씌우기 A=7,000㎡

300,000 30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율량2지구 상가지역
인도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율량2지구 상가지역 인도정비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인도정비 L=240m

50,000 5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율량2지구
차선분리대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율량2지구 차선분리대 설치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차선분리대 L=100m

20,000 2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내수읍 저곡리 일원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저곡리 일원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농로포장 L=180m

32,000 32,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내수읍 구성2리 일원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구성2리 농로포장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농로포장 L=200m

30,000 30,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청)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조성

도로관리
내수읍 은곡3리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내수읍 은곡3리 배수로 정비공사
○기  간: 2022.1. ~ 2022.6.
○사업량: 배수로설치 L=110m

38,000 38,000 
○편성시기 : 21년 3추경
○이월사유 : 3회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단위 :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사업개요등)

2021년
예산액

2022년
이월액

이월사유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청) 오창읍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여천2리 마을안길 도로확장공사
○위  치: 오창읍 여천리 450번지 일원
○기  간: 2021. 9. ~ 2022. 4.
○사업량: 배수로정비 L=500m

400,000 383,750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이월사유 : 21년 2회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청)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
공원시설물 및
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명: 오창읍 산업단지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공사
○위  치: 오창읍 과학산업2로외 10개노선
○기  간: 2021. 11. ~ 2022. 3.
○사업량: 월동보호책 설치 및 유지관리 L=9,925m

82,045 57,641 

○편성시기 : 21년 2회추경
○계약일시 : 21년 10월 26일
○이월사유 : 동절기 도로변 제설시
  띠녹지내 식재된 관목류(쥐똥나무,
  좀작살나무 등) 염해 및 동해 피해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