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 시 이 월 조 서

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4년
예산구분 : 추경 2 회

기획실 49,012,736 50,000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 구현 3,046,885 50,000

군정의 기획,조정과 통합 901,074 50,000

시책개발 및 홍보 637,184 50,000

207 연구개발비 430,000 50,000

207-01 연구용역비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용역(의성,군위)
-예산액50,000천원(군50,000)
-이월액50,000천원(군50,000)

430,000 50,000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용역기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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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재무과 19,714,217 369,690

회계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 2,891,271 369,690

생산적인 재산관리 2,083,280 369,690

청사 관리 1,466,947 369,690

401 시설비및부대비 968,000 369,690

401-01 시설비

안계면사무소출입로부지매입
-예산액300,000(군300,000)
-이월액300,000(군300,000)

춘산면사무소조경공사
-예산액69,370(군69,370)
-이월액69,370(군69,370)

965,460 369,370

안계면사무소출입로부지매입 : 보상 협의
지연
춘산면사무소조경공사 : 경상북도에서 추
진하는 도로선형개량사업이 지연됨에 따
라 후속으로 진행하는 본 사업 지연

401-03 시설부대비
춘산면사무소조경공사
-예산액630(군630)
-이월액320(군320)

2,540 320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도로선형개량사업
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으로 진행하는 본
사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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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주민생활지원과 20,682,242 981,200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145,968 981,200

보훈단체 지원 2,141,168 981,200

의성의병기념관 조성(도비) 1,000,000 981,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981,200

401-01 시설비
의성의병기념관조성사업
예산액978,000천원(도300,000군678,000)
이월액959,200천원(도281,200군678,000)

978,000 959,200
2015년 국비사업 신청하여 사업 추진 할
계획으로 공사 미발주

401-02 감리비
의성의병기념관조성사업
예산액16,000천원(군16,000)
이월액16,000천원(군16,000)

16,000 16,000
2015년 국비사업 신청하여 사업 추진 할
계획으로 공사 미발주

401-03 시설부대비
의성의병기념관조성사업
-예산액6,000천원(군6,000)
-이월액6,000천원(군6,000)

6,000 6,000
2015년 국비사업 신청하여 사업 추진 할
계획으로 공사 미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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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노인여성복지과 55,648,763 62,526

친고령화 사회구현 42,817,017 62,526

노인복지 시설 확충 지원 4,826,768 62,526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국비) 16,526 12,526

402 민간자본이전 16,526 12,526

402-01 민간자본보조

봉양햇빛마을요양보호사실개보수사업
-예산액9,526천원(국4,763도1,430군3,333)
-이월액9,526천원(국4,763도1,430군3,333)

봉양햇빛마을요양보호사실장비보강사업
-예산액3,000천원(국1,500도450군1,050)
-이월액3,000천원(국1,500도450군1,050)

16,526 12,526
2014년 2회 추경사업으로 가내시만 되고
보조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의
시공자 선정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경로당 신축 200,000 50,000

402 민간자본이전 200,000 50,000

402-01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신축
-예산액100,000천원(군100,000)
-이월애50,000천원(군50,000)

200,000 50,000

2014년 본예산사업으로 당초 단북면 연제
2리 사업으로 계획하였지만 해당경로당의
부지를 확보치 못하여 반납하였으며, 춘
산면 효선1리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
하였으나 자부담 확보지연으로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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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새마을문화과 18,045,468 3,738,849

체육진흥 2,688,192 375,660

체육시설 확충 597,000 375,660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410,000 375,660

401 시설비및부대비 410,000 375,660

401-01 시설비
의성읍농어촌복합체육시설건립
-예산액407,910(군407,910)
-이월액373,910(군373,910)

407,910 373,910
토지수용 및 실시계획인가 지연으로 착공
이 늦어 공사기간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의성읍농어촌복합체육시설건립
-예산액2,090(군2,090)
-이월액1,750(군1,750)

2,090 1,750
토지수용 및 실시계획인가 지연으로 착공
이 늦어 공사기간 부족

문화재보수사업 지원 및 관리 3,218,794 643,520

문화재 향토문화유적 보수 및 관리지원 2,207,300 356,227

국가지정문화재보수(국비) 598,800 207,277

401 시설비및부대비 528,000 207,277

401-01 시설비
의성고운사석조여래좌상주변정비(만덕당보수)
-예산액248,250(국175,000도22,500군50,750)
-이월액207,277(국145,094도18,655군43,528)

524,500 207,277 기술지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지연

도지정문화재보수(도비-도이양) 610,000 148,95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0,000 148,950

401-01 시설비
의성만취당보수
-예산액148,950(도97,500군51,450)
-이월액148,950(도97,500군51,450)

278,040 148,950
보물지정에 따른 공사 중지 및 기술지도
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지연

문화재 정비 및 관리지원 1,011,494 287,293

향토유적 보수 945,000 287,293

401 시설비및부대비 435,000 8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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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401-01 시설비
단밀속수서원보수
-예산액99,100(군99,100)
-이월액87,293(군87,293)

431,650 87,293
건축물 대장 미등기로 건축인허가가 대장
양성화 과정에서 지연

402 민간자본이전 510,000 200,000

402-01 민간자본보조
가음명곡서원정비
-예산액200,000(군200,000)
-이월액200,000(군200,000)

510,000 200,000 2회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10,680,449 2,719,669

관광지 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 2,193,199 665,330

고운사관광자원화사업(광특) 1,000,000 166,03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166,030

401-01 시설비
고운사관광자원화사업
-예산액994,000(광500,000도150,000군344,000)
-이월액160,030(광80,511도24,149군55,370)

994,000 160,030
2014년 본예산 사업으로 보상협의 등 행
정절차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고운사관광자원화사업
-예산액6,000(군6,000)
-이월액6,000(군6,000)

6,000 6,000
2014년 본예산 사업으로 보상협의 등 행
정절차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의성성문건립및공원화사업(광특) 400,000 399,3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399,300

401-01 시설비
의성성문공원화사업
-예산액397,200(광200,000도60,000군137,200)
-이월액397,200(광200,000도60,000군137,200)

397,200 397,200 용지보상 협의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401-03 시설부대비
의성성문공원화사업
-예산액2,800(군2,800)
-이월액2,100(군2,100)

2,800 2,100 용지보상 협의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관광지개발사업 276,099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4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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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401-01 시설비
낙단보이동식화장실설치
-예산액99,100(군99,100)
-이월액99,100(군99,100)

238,500 99,100
대상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및 접도구역
으로 관련부서 협의 지연

401-03 시설부대비
낙단보이동식화장실설치
-예산액900(군900)
-이월액900(군900)

1,500 900
대상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및 접도구역
으로 관련부서 협의 지연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2,081,717 50,000

낙동강 주변 관광개발사업 767,717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56,000 50,000

401-01 시설비
왜가리생태관건립
-예산액756,000(군756,000)
-이월액50,000(군50,000)

756,000 50,000
본예산 사업으로 연차사업인 생태관 인테
리어 용역을 위해 2015년도로 이월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5,044,371 1,964,339

신라본역사지움(광특) 2,500,000 962,487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 962,487

401-01 시설비

신라본역사지움
-예산액2,292,500
(광1,750,000도225,000군317,500)

-이월액754,987(광576,433도74,064군104,490)

2,292,500 754,987 고운사 부지사용 협의 지연

401-02 감리비
신라본역사지움
-예산액200,000(군200,000)
-이월액200,000(군200,000)

200,000 200,000 고운사 부지사용 협의 지연

401-03 시설부대비
신라본역사지움
-예산액7,500(군7,500)
-이월액7,500(군7,500)

7,500 7,500 고운사 부지사용 협의 지연

비봉산푸른문화길조성(광특) 2,500,000 1,001,852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 1,001,852

401-01 시설비

비봉산푸른문화길조성
-예산액2,492,500
(광1,750,000도225,000군517,500)

-이월액994,352(광698,234도89,691군206,427)

2,492,500 994,352 가족체험장(캠핑장) 부지 협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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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401-03 시설부대비
비봉산푸른문화길조성
-예산액7,500(군7,500)
-이월액7,500(군7,500)

7,500 7,500 가족체험장(캠핑장) 부지 협의 지연

테마관광자원관리 40,000 40,000

테마체험관광자원개발사업(도비) 40,000 40,000

402 민간자본이전 40,000 40,000

402-01 민간자본보조
애플리즈체험장조성사업
-예산액40,000(도15,000군25,000)
-이월액40,000(도15,000군25,000)

40,000 40,000 보조사업자 설계용역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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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경제지원과 14,840,029 666,235

지역경제살리기 1,638,410 616,235

전통시장 육성사업 834,880 616,235

전통시장5일장육성(도비) 643,000 616,235

401 시설비및부대비 643,000 616,235

401-01 시설비
단촌고추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
-예산액628,854천원(도70,000군558,854)
-이월액602,089천원(도62,000군540,089)

628,854 602,089
2014년 클린5일장 도비보조사업 확정이
늦어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
간 부족

401-02 감리비
단촌고추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
-예산액10,288천원(군10,288)
-이월액10,288천원(군10,288)

10,288 10,288
2014년 클린5일장 도비보조사업 확정이
늦어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
간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단촌고추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
-예산액3,858천원(군3,858)
-이월액3,858천원(군3,858)

3,858 3,858
2014년 클린5일장 도비보조사업 확정이
늦어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
간 부족

산업진흥 및 에너지 자원개발 1,858,553 50,000

에너지육성 및 지원 사업 1,675,713 50,000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비) 195,000 50,000

402 민간자본이전 195,000 50,000

402-01 민간자본보조
경로당태양광보급사업(상사업비)
-예산액50,000(도50,000)
-이월액50,000(도50,000)

195,000 50,000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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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농정과 42,292,692 3,113,000

농업.농촌 구조개선 5,921,326 113,000

FTA대응 농업인 소득개발지원 2,320,832 75,000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도비) 75,000 75,000

402 민간자본이전 75,000 75,000

402-01 민간자본보조
홍화목화를이용한천연염색장설치
-예산액75,000천원(도22,500군52,500)
-이월액75,000천원(도22,500군52,500)

75,000 75,000

당초 사업 부지였던 의성읍 철파리 270-3
4에서 관광객과 내방 인원이 많은 금성면
초전리 조문국 박물관 인근으로 사업예
정지를 변경하면서 구입 예정 토지의 이
전이 여의치 않아 사업 추진 지연

귀농귀촌활성화 587,746 38,000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국비) 200,000 3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30,000

401-01 시설비
귀농귀촌정보센터리모델링
-예산액30,000천원(국15,000도4,500군10,500)
-이월액30,000천원(국15,000도4,500군10,500)

30,000 30,000
군유 재산 중 입주(여유)공간이 없어 적
정 장소 미 선정으로 지연

405 자산취득비 8,000 8,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귀농귀촌정보센터집기구입
-예산액8,000천원(국4,000도1,200군2,800)
-이월액8,000천원(국4,000도1,200군2,800)

8,000 8,000
군유 재산 중 입주(여유)공간이 없어 적
정 장소 미 선정으로 지연

친환경 소득작목 경쟁력강화 27,002,270 3,000,000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8,445,933 3,000,000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설치(기금) 2,500,000 2,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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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401-01 시설비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설치
-예산액2,292,500
(기1,250,000도375,000군667,500)

-이월액2,292,500
(기1,250,000도375,000군667,500)

2,292,500 2,292,500
사업대상자 확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
지연

401-02 감리비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설치
-예산액200,000(군200,000)
-이월액200,000(군200,000)

200,000 200,000
사업대상자 확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
지연

401-03 시설부대비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설치
-예산액7,500(군7,500)
-이월액7,500(군7,500)

7,500 7,500
사업대상자 확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
지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설치 500,000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500,000

401-01 시설비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부지매입
-예산액496,500(군496,500)
-이월액496,500(군496,500)

496,500 496,500
사업대상자 확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
지연

401-03 시설부대비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부지매입
-예산액3,500(군3,500)
-이월액3,500(군3,500)

3,500 3,500
사업대상자 확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
지연

- 11 -



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유통축산과 12,757,294 406,000

축산업발전사업 8,509,381 406,000

축산경영지원사업 1,870,524 406,0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기금) 744,100 406,000

402 민간자본이전 744,100 406,000

402-01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조사료농식품부산물유통센터지원)
-예산액744,100
(기327,500도124,980군291,620)

-이월액406,000
(기203,000도60,900군142,100)

744,100 406,0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인 조사료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 사업이 2014.11.25일 교
부결정되어 사업기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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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안전재난과 22,241,494 8,881,152

재해 및 재난 예방 13,498,059 3,231,704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 4,833,185 1,613,256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국비) 2,310,000 599,116

401 시설비및부대비 2,310,000 599,116

401-01 시설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감계지구)정비공사
-예산액1,644,000
(국1,000,000도300,000군344,000)
-이월액324,662(군324,66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밤실지구)정비공사
-예산액655,200
(국400,000도120,000군135,200)
-이월액270,000
(국100,000도120,000군50,000)

2,299,200 594,662
감계지구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밤실지구는 설계협의 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감계지구)정비공사
-예산액6,000(군6,000)
-이월액2,034(군2,03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밤실지구)정비공사
-예산액4,800(군4,800)
-이월액2,420(군2,420)

10,800 4,454
감계지구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밤실지구는 설계협의 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재해위험지구긴급복구 2,190,000 1,014,140

401 시설비및부대비 2,190,000 1,0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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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401-01 시설비

단촌관덕1리목촌마을재해위험개선사업
(간이펌프장1식)
-예산액278,040(군278,040)
-이월액278,040(군278,040)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비
(점곡비대소하천수해복구공사)
-예산액300,000(군300,000)
-이월액67,000(군67,000)

봉양화전3리재해위험개선사업
-예산액99,100(군99,100)
-이월액99,100(군99,100)

단촌병방리관덕천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예산액198,600(군198,600)
-이월액198,600(군198,600)

단촌관덕3리수량천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예산액69,370(군69,370)
-이월액69,370(군69,370)

비안산제2리농로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예산액99,100(군99,100)
-이월액99,100(군99,100)

구천소호2리소리천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예산액198,600(군198,600)
-이월액198,600(군198,600)

2,054,920 1,009,810 1회, 2회 추경사업으로 동절기로 인한 공
사기간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단촌병방리관덕천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예산액1,400(군1,400)
-이월액1,400(군1,400)

단촌관덕3리수량천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예산액630(군630)
-이월액630(군630)

비안산제2리농로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예산액900(군900)
-이월액900(군900)

구천소호2리소리천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예산액1,400(군1,400)
-이월액1,400(군1,400)

135,080 4,330 1회, 2회 추경사업으로 동절기로 인한 공
사기간 부족

소하천 정비 8,104,000 1,61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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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소하천 정비(국비) 2,134,000 638,448

401 시설비및부대비 2,134,000 638,448

401-01 시설비

신평검청소하천정비공사
-예산액431,520(국290,000군141,520)
-이월액117,648(국79,229군38,419)

금성수정소하천정비공사
-예산액520,800(국350,000군170,800)
-이월액520,800(국350,000군170,800)

2,116,924 638,448
편입토지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
연, 입찰공고완료(‘ 14.12.12)에 따른 절
대공기부족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5,550,000 98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550,000 980,000

401-01 시설비
의성비봉1리비봉소하천정비공사외13건
-예산액970,840천원(군970,840)
-이월액970,840천원(군970,840)

5,498,540 970,840
입찰공고완료(14.12. 2)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의성비봉1리비봉소하천정비공사외13건
-예산액9,160천원(군9,160)
-이월액9,160천원(군9,160)

51,460 9,160
입찰공고완료(14.12. 2)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재해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8,034,509 5,649,448

하천정비사업 7,948,405 5,649,448

하도준설 사업(국비) 2,500,000 2,497,317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0 2,497,317

401-01 시설비

위천안계지구하도준설사업
-예산액2,495,000천원
(국1,500,000도500,000군495,000)

-이월액2,495,000천원
(국1,500,000도500,000군495,000)

2,495,000 2,495,000 편입부지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401-03 시설부대비
위천안계지구하도준설사업
-예산액5,000천원(군5,000)
-이월액2,317천원(군2,317)

5,000 2,317 편입부지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수해상습지개선사업(국비) 3,017,000 2,62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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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3,017,000 2,629,373

401-01 시설비

쌍계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예산액2,212,566천원
(국1,330,000도444,000군438,566)

-이월액2,090,766천원
(국1,256,774도419,579군414,413)

안평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예산액795,200천원
(국400,000도120,000군275,200)

-이월액530,700천원
(국135,500도120,000군275,200)

3,007,766 2,621,466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
연으로 공기부족

401-03 시설부대비

쌍계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예산액4,434천원(군4,434)
-이월액3,107천원(군3,107)

안평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예산액4,800천원(군4,800)
-이월액4,800천원(군4,800)

9,234 7,907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
연으로 공기부족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대강-친수시설)(국비) 264,000 1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7,000 150,000

401-01 시설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액257,000천원(국257,000)
-이월액150,000천원(국150,000)

257,000 150,000 2014년 2회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하천 유지관리 2,167,405 372,758

207 연구개발비 610,800 372,758

207-01 연구용역비

하화천하천기본계획수립및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예산액300,000천원(군300,000)
-이월액161,958천원(군161,958)

하천부지일제조사및DB구축용역
-예산액310,800천원(군310,800)
-이월액210,800천원(군210,800)

610,800 372,758
실시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
´15.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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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건설과 58,332,335 11,862,818

농업기반 조성 29,509,194 3,253,514

수리시설 개보수 10,940,362 300,000

양배수장보수공사 2,820,000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20,000 300,000

401-01 시설비

의성오로리구룡지구양수장설치공사
(시책추진보전금300,000천원)
-예산액297,900(군297,900)
-이월액297,900(군297,900)

2,304,470 297,900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의성오로리구룡지구양수장설치공사
-예산액2,100(군2,100)
-이월액2,100(군2,100)

15,530 2,100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농촌마을종합개발 5,682,000 120,000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국비) 170,000 1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0,000 120,000

401-01 시설비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공동홈)
-예산액119,160(국60,000도18,000군41,160)
-이월액119,160(국60,000도18,000군41,160)

168,660 119,160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공동홈)
-예산액840(군840)
-이월액840(군840)

1,340 840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 2,547,392 60,000

한발대비용수개발(국비) 60,000 6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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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401-01 시설비

금성제오리가는곡지준설공사
-예산액29,700(국24,000도1,200군4,500)
-이월액29,700(국24,000도1,200군4,500)

점곡윤암리진락곡지준설공사
-예산액29,700(국24,000도1,200군4,500)
-이월액29,700(국24,000도1,200군4,500)

59,400 59,400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금성제오리가는곡지준설공사
-예산액300(군300)
-이월액300(군300)

점곡윤암리진락곡지준설공사
-예산액300(군300)
-이월액300(군300)

600 600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밭기반정비 584,000 448,459

가을착수 밭기반정비(광특) 484,000 448,459

401 시설비및부대비 484,000 448,459

401-01 시설비
내유지구밭기반정비사업
-예산액480,612(광387,000도29,000군64,612)
-이월액446,131(광352,519도29,000군64,612)

480,612 446,131
2014년도 본예산으로 '15년 봄마무리 사
업추진계획이므로 이월하고자 함

401-03 시설부대비
내유지구밭기반정비사업
-예산액3,388(군3,388)
-이월액2,328(군2,328)

3,388 2,328
2014년도 본예산으로 '15년 봄마무리 사
업추진계획이므로 이월하고자 함

경지정리 1,551,000 445,317

대구획경지정리(광특) 1,551,000 445,317

401 시설비및부대비 1,551,000 445,317

401-01 시설비

금성명덕백장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35ha)
-예산액1,150,380(광924,000도69,000군157,380)
-이월액353,102(광282,481도21,186군49,435)

신평중율홈들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12ha)
-예산액393,228(광317,000도24,000군52,228)
-이월액84,823(광67,858도5,089군11,876)

1,543,608 437,925 지적확정측량비 및 추가사업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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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401-03 시설부대비

금성명덕백장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35ha)
-예산액4,620(군4,620)
-이월액4,620(군4,620)

신평중율홈들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12ha)
-예산액2,772(군2,772)
-이월액2,772(군2,772)

7,392 7,392 지적확정측량비 및 추가사업비 이월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5,438,000 1,879,738

읍면소재지종합정비(광특) 5,438,000 1,879,738

401 시설비및부대비 1,944,740 1,879,738

401-01 시설비

봉양면소재지종합정비(3년차)
-예산액1,567,600(광1,101,800군465,800)
-이월액1,508,998(광1,067,197군441,801)

다인면소재지종합정비(1년차)
-예산액344,740(광242,111군102,629)
-이월액344,740(광242,111군102,629)

1,912,340 1,853,738
2014년도 본예산으로 원가심사(도) 등 행
정절차 지연

401-02 감리비
봉양면소재지종합정비(3년차)
-예산액26,000(광18,200군7,800)
-이월액26,000(광18,200군7,800)

26,000 26,000
2014년도 본예산으로 원가심사(도) 등 행
정절차 지연

도로망 확충 10,440,409 5,317,670

군도정비사업 1,300,000 1,227,364

안계~쌍호간(도덕) 도로확포장공사 1,300,000 1,227,364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0,000 1,227,364

401-01 시설비
안계~쌍호간(도덕)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1,296,100천원(군1,296,100)
-이월액1,223,464천원(군1,223,464)

1,296,100 1,223,464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미도래

401-03 시설부대비
안계~쌍호간(도덕)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3,900천원(군3,900)
-이월액3,900천원(군3,900)

3,900 3,900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미도래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920,000 2,71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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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리도확포장공사 1,000,000 658,709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658,709

401-01 시설비

단촌방하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496,500천원(군496,500)
-이월액355,209천원(군355,209)

안사신수리신방교개체공사
-예산액297,900천원(군297,900)
-이월액297,900천원(군297,900)

993,000 653,109
보상협의 지연, 용역중 사업으로 공기 미
도래

401-03 시설부대비

단촌방하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3,500천원(군3,500)
-이월액3,500천원(군3,500)

안사신수리신방교개체공사
-예산액2,100천원(군2,100)
-이월액2,100천원(군2,100)

7,000 5,600
보상협의 지연, 용역중 사업으로 공기 미
도래

면도확포장사업 2,100,000 1,853,155

401 시설비및부대비 2,100,000 1,853,155

401-01 시설비

금성도경~군위효령간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1,096,700천원(군1,096,700)
-이월액1,075,322천원(군1,075,322)

안평박곡~단촌장림간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297,900천원(군297,900)
-이월액73,483천원(군73,483)

금성대리~도경간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700,000천원(특700,000)
-이월액700,000천원(특700,000)

2,094,600 1,848,805
노선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및 용역중
인 사업으로 공기미도래

401-03 시설부대비

금성도경~군위효령간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3,300천원(군3,300)
-이월액3,300천원(군3,300)

안평박곡~단촌장림간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2,100천원(군2,100)
-이월액1,050천원(군1,050)

5,400 4,350
노선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및 용역중
인 사업으로 공기미도래

농도확포장공사 820,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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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820,000 200,000

401-01 시설비
춘산효선도로선형개량공사
-예산액198,600천원(군198,600)
-이월액198,600천원(군198,600)

814,260 198,600 2014년 1회 추경 사업으로 공기 미도래

401-03 시설부대비
춘산효선도로선형개량공사
-예산액1,400천원(군1,400)
-이월액1,400천원(군1,400)

5,740 1,400 2014년 1회 추경 사업으로 공기 미도래

도로유지보수 3,630,409 750,000

소규모현안사업 1,880,000 4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80,000 450,000

401-01 시설비

옥산위험교량난간설치공사
-예산액148,950천원(군148,950)
-이월액148,950천원(군148,950)

춘산서재교접속도로포장공사
-예산액198,600천원(군198,600)
-이월액198,600천원(군198,600)

단북노연소교량개체공사
-예산액99,100천원(군99,100)
-이월액99,100천원(군99,100)

1,863,900 446,650
2014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기
미도래

401-03 시설부대비

옥산위험교량난간설치공사
-예산액1,050천원(군1,050)
-이월액1,050천원(군1,050)

춘산서재교접속도로포장공사
-예산액1,400천원(군1,400)
-이월액1,400천원(군1,400)

단북노연소교량개체공사
-예산액900천원(군900)
-이월액900천원(군900)

16,100 3,350
2014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기
미도래

도로유지관리 750,409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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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단위ㆍ세부ㆍ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단위:천원)

401-01 시설비
도로기본계획재정비용역
-예산액297,900(군297,900)
-이월액297,900(군297,900)

297,900 297,900
2014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기
미도래

401-03 시설부대비
도로기본계획재정비용역
-예산액2,100천원(군2,100)
-이월액2,100천원(군2,100)

2,100 2,100
2014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기
미도래

지역현안사업 1,590,000 628,442

주민숙원도로사업(도비) 1,590,000 628,442

401 시설비및부대비 1,590,000 628,442

401-01 시설비

금성명덕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337,620천원(도170,000군167,620)
-이월액319,285천원(도160,000군159,285)

의성팔성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297,900천원(도100,000군197,900)
-이월액202,109천원(도57,813군144,296)

안계시안리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148,950천원(도75,000군73,950)
-이월액101,518천원(도54,111군47,407)

1,578,250 622,912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 미도래

401-03 시설부대비

금성명덕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2,380천원(군2,380)
-이월액2,380천원(군2,380)

의성팔성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2,100천원(군2,100)
-이월액2,100천원(군2,100)

안계시안리도로확포장공사
-예산액1,050천원(군1,050)
-이월액1,050천원(군1,050)

11,750 5,530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 미도래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4,588,413 2,305,839

쾌적한도시기반시설추진 4,458,630 2,305,839

도시토목사업(도비) 660,00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60,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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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401-01 시설비

안계고등학교~삼주빌라간도시계획도로
(소3-30)개설공사
-예산액198,600천원(도100,000군98,600)
-이월액198,600천원(도100,000군98,600)

655,380 198,600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보상협의 기
간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안계고등학교~삼주빌라간도시계획도로
(소3-30)개설공사
-예산액1,400천원(군1,400)
-이월액1,400천원(군1,400)

4,620 1,400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보상협의 기
간 부족

도시기반시설 확충 2,870,000 1,828,577

401 시설비및부대비 2,870,000 1,828,577

401-01 시설비

의성교정밀점검보수공사
-예산액297,900(군297,900)
-이월액297,900(군297,900)

의성읍 주차장조성공사
-예산액347,550(군347,550)
-이월액347,550(군347,550)

의성읍자전거도로포장공사
-예산액128,600(군128,600)
-이월액128,600(군128,600)

도동3리 원흥골~도동4리간도시계획도로(소로3-57)
개설공사
-예산액198,600(군198,600)
-이월액196,224(군196,224)

안계도시계획도로(소로2-6)개설공사
-예산액198,600(군198,600)
-이월액198,600(군198,600)

안계고등학교~삼주빌라간도시계획도로(소로3-30)
개설공사
-예산액546,700(군546,700)
-이월액496,150(군496,150)

의성중리삼거리도시계획도로(대로3-1)확장공사
-예산액198,600(군198,600)
-이월액151,503(군151,503)

2,848,950 1,816,527
2014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에 편성된 사
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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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401-03 시설부대비

의성교정밀점검보수공사
-예산액2,100(군2,100)
-이월액2,100(군2,100)

의성읍 주차장조성공사
-예산액2,450(군2,450)
-이월액2,450(군2,450)

의성읍자전거도로포장공사
-예산액1,400(군1,400)
-이월액1,400(군1,400)

도동3리 원흥골~도동4리간도시계획도로(소로3-57)
개설공사
-예산액1,400(군1,400)
-이월액1,400(군1,400)

안계도시계획도로(소로2-6)개설공사
-예산액1,400(군1,400)
-이월액1,400(군1,400)

안계고등학교~삼주빌라간도시계획도로(소로3-30)
개설공사
-예산액3,300(군3,300)
-이월액3,300(군3,300)

21,050 12,050
2014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에 편성된 사
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미도래

가로등관리 570,000 1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70,000 140,000

401-01 시설비
점곡사촌마을가로등설치공사
-예산액138,740(군138,740)
-이월액138,740(군138,740)

567,040 138,740
2014년도 1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
기미도래

401-03 시설부대비
점곡사촌마을가로등설치공사
-예산액1,260(군1,260)
-이월액1,260(군1,260)

2,960 1,260
2014년도 1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
기미도래

미래도시계획수립 265,370 137,262

207 연구개발비 265,370 13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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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207-01 연구용역비

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용역
-예산액50,000(군50,000)
-이월액50,000(군50,000)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예산액174,520천원(군174,520)
-이월액87,262천원(군87,262)

265,370 137,262
2014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에 편성된 사
업으로 공기미도래로 2015년도로 이월하
여 시행하고자 함

지역균형개발 13,303,440 985,795

조화로운 균형개발 830,000 320,000

새마을주민숙원 사업(도비) 830,000 3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30,000 320,000

401-01 시설비

다인외정리내산정용배수로설치공사
-예산액99,100(도50,000군49,100)
-이월액99,100(도50,000군49,100)

비안용남리농로포장공사
-예산액39,600(도20,000군19,600)
-이월액39,600(도20,000군19,600)

춘산신흥리회동소교량설치공사
-예산액129,090(도65,000군64,090)
-이월액129,090(도65,000군64,090)

사곡오상리중리소교량개체공사
-예산액49,500(도25,000군24,500)
-이월액49,500(도25,000군24,500)

822,580 317,290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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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401-03 시설부대비

다인외정리내산정용배수로설치공사
-예산액900(군900)
-이월액900(군900)

비안용남리농로포장공사
-예산액400(군400)
-이월액400(군400)

춘산신흥리회동소교량설치공사
-예산액910(군910)
-이월액910(군910)

사곡오상리중리소교량개체공사
-예산액500(군500)
-이월액500(군500)

7,420 2,710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419,200 665,795

지역주민 숙원사업 1,573,000 101,062

401 시설비및부대비 1,573,000 101,062

401-01 시설비
다인서릉리공중화장실개축공사
-예산액104,265(군104,265)
-이월액100,327(군100,327)

1,559,054 100,327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다인서릉리공중화장실개축공사
-예산액735(군735)
-이월액735(군735)

13,946 735 2014년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

농로포장 사업 7,070,300 2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70,300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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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401-01 시설비

다인송호2리농로포장공사
-예산액99,100(군99,100)
-이월액99,100(군99,100)

안계용기1리농로포장공사
(시책추진보전금15,000천원)
-예산액29,700(군29,700)
-이월액29,700(군29,700)

안계용기2리농로포장공사
(시책추진보전금15,000천원)
-예산액29,700(군29,700)
-이월액29,700(군29,700)

안계용기3리농로포장공사
(시책추진보전금15,000천원)
-예산액29,700(군29,700)
-이월액29,700(군29,700)

안계토매3리농로포장공사
(시책추진보전금15,000천원)
-예산액29,700(군29,700)
-이월액29,700(군29,700)

안계도덕2리농로포장공사
(시책추진보전금15,000천원)
-예산액29,700(군29,700)
-이월액29,700(군29,700)

7,007,000 247,600
2014년 1회,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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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401-03 시설부대비

다인송호2리농로포장공사
-예산액900(군900)
-이월액900(군900)

안계용기1리농로포장공사
-예산액300(군300)
-이월액300(군300)

안계용기2리농로포장공사
-예산액300(군300)
-이월액300(군300)

안계용기3리농로포장공사
-예산액300(군300)
-이월액300(군300)

안계토매3리농로포장공사
-예산액300(군300)
-이월액300(군300)

안계도덕2리농로포장공사
-예산액300(군300)
-이월액300(군300)

63,300 2,400
2014년 1회, 2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

소교량 사업 860,000 314,733

401 시설비및부대비 860,000 314,733

401-01 시설비
안계교촌소교량설치공사
-예산액337,620(군337,620)
-이월액312,353(군312,353)

852,810 312,353 2014년 1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안계교촌소교량설치공사
-예산액2,380(군2,380)
-이월액2,380(군2,380)

7,190 2,380 2014년 1회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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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보건소 12,775,516 100,000

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 제공 6,110,032 100,000

저출산대책사업 1,078,299 100,000

분만취약지외래산부인과지원(국비) 100,000 100,000

402 민간자본이전 100,000 100,000

402-01 민간자본보조
분만취약지외래산부인과지원
-예산액100,000(국50,000도15,000군35,000)
-이월액100,000(국50,000도15,000군35,000)

100,000 100,000
2014.11.5일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되
어 사업기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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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농업기술센터 9,792,996 424,440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4,236,912 424,440

농기계 교육추진 및 임대관리사업 892,744 424,440

농기계 임대사업 736,644 424,44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424,440

401-01 시설비
농기계임대사업장증설및세척시설설치공사
-예산액496,550천원(군496,550)
-이월액420,990천원(군420,990)

496,550 420,990
조달입찰 일정 등 행정절차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하여 추진

401-03 시설부대비
농기계임대사업장증설및세척시설설치공사
-예산액3,450천원(군3,450)
-이월액3,450천원(군3,450)

3,450 3,450
조달입찰 일정 등 행정절차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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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5,581,893 396,168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1,365,790 120,698

공공도서관 운영 935,083 120,698

의성군립도서관개보수(광특) 500,000 20,698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20,698

401-01 시설비
의성군립도서관개보수
-예산액496,500(광397,200도29,790군69,510)
-이월액19,698(광15,760도1,182군2,756)

496,500 19,698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으로 공정이 당초계
획보다 지연되어 공기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의성군립도서관개보수
-예산액3,500(광2,800도210군490)
-이월액1,000(광800도60군140)

3,500 1,000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으로 공정이 당초계
획보다 지연되어 공기 부족

쾌적한 도서관 운영 398,083 1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401-01 시설비
군립도서관내부보수공사
-예산액99,100(군99,100)
-이월액99,100(군99,100)

99,100 99,100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으로 공정이 당초계
획보다 지연되어 공기 부족

401-03 시설부대비
군립도서관내부보수공사
-예산액900(군900)
-이월액900(군900)

900 900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으로 공정이 당초계
획보다 지연되어 공기 부족

청소년 육성 및 보호 1,156,737 275,470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 946,992 275,470

쾌적한 청소년 수련공간 지원 405,264 275,47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4,000 275,470

401-01 시설비
수영장개보수공사
-예산액352,530(군352,530)
-이월액274,000(군274,000)

352,530 274,000

당초 사업은 수영장 전면 유리교체 및 천
정보수였으나 정밀진단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 반영하
여 사업 추진중이나 사업기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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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401-03 시설부대비
수영장개보수공사
-예산액1,470(군1,470)
-이월액1,470(군1,470)

1,470 1,470

당초 사업은 수영장 전면 유리교체 및 천
정보수였으나 정밀진단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 반영하
여 사업 추진중이나 사업기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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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의성조문국박물관 4,172,832 212,637

문화산업육성 3,026,326 212,637

박물관 주변 인프라 구축 1,590,000 212,637

신라본역사지움(조문국)조성 1,260,000 212,637

401 시설비및부대비 1,260,000 212,637

401-01 시설비
신라본역사지움(조문국)토지매입비
-예산액500,000(군500,000)
-이월액212,637(군212,637)

1,254,400 212,637
사전행정절차진행중이며,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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