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계속비 이월

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합 계(67건) 187,997,942,000 63,615,277,050 55,597,190,540 32,511,056,840 31,104,220,210

주민복지과 보훈 현충시설 건립 시설비
2015-01-01

3,442,111,000 3,127,304,180 958,806,930 2,483,304,070
공사준공기한 미
도래2015-12-31

주민복지과 보훈 현충시설 건립 감리비
2015-01-01

38,150,000 18,135,000 38,150,000
본공사 준공기한
미도래2015-12-31

주민복지과 보훈 현충시설 건립 시설부대비
2015-01-01

15,354,000 5,320,000 5,320,000 10,034,000
본공사 준공기
한 미도래2015-12-31

주민복지과 보훈
합천군 월남참전
기념비 건립

시설비
2012-01-01

100,000,000 99,100,000 99,100,000 99,100,000 준공기한 미도래
2014-12-31

주민복지과 보훈
합천군 월남참전
기념비 건립

시설부대비
2012-01-01

900,000 900,000
본공사 준공기한
미도래2014-12-31

문화체육과 문화재
권율도원수부 재

현
시설비

2008-01-01
9,600,000,000 2,371,669,530 2,156,784,310 959,314,870 1,412,354,660 완료시기 미도래

2015-12-31

문화체육과 문화재
권율도원수부 재

현
시설부대비

2008-01-01
7,582,000 7,582,000 완료시기 미도래

2015-12-31

안전총괄과 수자원 고향의 강 조성 시설비
2011-01-01

24,253,000,000 5,812,905,230 5,303,000,170 2,803,503,870 3,009,401,360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준

2019-12-31

안전총괄과 수자원 고향의 강 조성 감리비
2011-01-01

425,000,000 425,000,000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준

2019-12-31

안전총괄과 수자원 고향의 강 조성 시설부대비
2011-01-01

18,883,500 765,000 765,000 18,118,500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준

2019-12-31

안전총괄과 수자원 하도준설사업 시설비
2012-01-01

14,391,000,000 6,398,775,430 5,482,327,920 2,793,912,720 3,604,862,710 시기 미도래
2016-12-31

안전총괄과 수자원 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
2012-01-01

19,276,000 8,510,000 8,510,000 10,766,000 시기미도래
2016-12-31

산림과 임업ㆍ산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

2015-01-01
5,000,000,000 1,311,976,000 400,124,000 400,124,000 911,852,000

연차사업으로 인
한 예산배부2017-12-31

산림과 임업ㆍ산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감리비

2015-01-01
22,000,000 22,000,000

연차사업으로 인
한 예산배부2017-12-31

산림과 임업ㆍ산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부대비

2015-01-01
4,500,000 4,500,000

연차사업으로 인
한 예산배부2017-12-31

산림과 임업ㆍ산촌
향토산업육성사
업(합천밤)

민간경상사업보
조

2015-01-01
2,400,000,000 60,000,000 60,000,000

사업자변경에따
른사업지연등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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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산림과 임업ㆍ산촌
향토산업육성사
업(합천밤)

민간자본사업보
조

2015-01-01
340,000,000 340,000,000

사업자선정에따
른사업지연등2019-12-31

산림과 임업ㆍ산촌 수목원조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
2011-01-01

6,000,000,000 3,700,000 3,700,000
연차사업으로 인
해 이월2016-12-31

산림과 임업ㆍ산촌 수목원조성사업 시설비
2011-01-01

1,328,963,240 1,241,236,350 709,527,640 619,435,600
연차사업으로 인
한 예산배부2016-12-31

산림과 임업ㆍ산촌 수목원조성사업 감리비
2011-01-01

25,100,000 19,584,000 1,481,000 23,619,000
연차사업으로 인
한 예산 배부2016-12-31

산림과 임업ㆍ산촌 수목원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11-01-01

10,820,000 6,977,200 6,977,200 3,842,800
연차사업으로 인
한 예산배부2016-12-31

산림과 임업ㆍ산촌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시설비

2011-01-01
4,800,000,000 2,208,889,950 2,203,224,800 2,176,148,800 32,741,150

연차사업으로 인
한 예산배부2016-12-31

산림과 임업ㆍ산촌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감리비

2011-01-01
26,334,000 26,334,000 6,700,000 19,634,000

연차사업으로 인
한 예산배부2016-12-31

산림과 임업ㆍ산촌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2011-01-01
6,300,000 3,649,000 3,649,000 2,651,000

연차사업으로 인
한 예산 배부2016-12-31

관광진흥과 관광
합천 분재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2013-01-01

17,000,000,000 1,779,240,850 1,775,415,560 1,666,066,310 113,174,54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관광진흥과 관광
합천 분재공원
조성 사업

감리비
2013-01-01

25,000,000 10,680,000 25,000,00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관광진흥과 관광
합천 분재공원
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2013-01-01

4,120,000 4,090,000 4,090,000 30,00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관광진흥과 관광
도예 문화관광 체험
학습장 조성 사업 시설비

2013-01-01
2,240,000,000 934,514,000 472,483,920 84,126,580 850,387,42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관광진흥과 관광
도예 문화관광 체험
학습장 조성 사업 감리비

2013-01-01
15,000,000 15,000,00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관광진흥과 관광
도예 문화관광 체험
학습장 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2013-01-01
2,850,000 2,850,00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관광진흥과 관광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시설비
2014-01-01

3,000,000,000 1,377,869,830 1,284,574,270 342,553,260 1,035,316,57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관광진흥과 관광
황강레포츠공원
활성화 사업

시설부대비
2014-01-01

4,320,000 2,357,400 2,357,400 1,962,60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관광진흥과 관광
황강 카누스테이
션 조성사업

시설비
2015-01-01

2,000,000,000 99,100,000 79,816,400 21,815,400 77,284,60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관광진흥과 관광
황강 카누스테이
션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15-01-01

900,000 900,00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관광진흥과 관광
황계폭포 주변정

비 사업
시설비

2014-01-01
3,000,000,000 668,594,840 550,421,960 473,922,960 194,671,88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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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관광진흥과 관광
황계폭포 주변정

비 사업
시설부대비

2014-01-01
3,780,000 2,046,000 2,046,000 1,734,000 준공시기 미도래

2017-12-31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농업정책

사무관리비
2015-01-01

2,065,000,000 1,400,000 1,400,000
연차사업(2015~2
017년)2018-12-31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농업정책

국내여비
2015-01-01

3,000,000 480,000 480,000 2,520,000
연차사업(2015년
~2017년)2018-12-31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농업정책

행사실비보상금
2015-01-01

1,600,000 1,600,000
연차사업(2015년
~2017년)2018-12-31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농업정책

시설비
2015-01-01

288,222,000 148,515,000 74,200,000 214,022,000
연차사업(2015년
~2017년)2018-12-31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농업정책

시설부대비
2015-01-01

1,778,000 861,000 861,000 917,000
연차사업(2015년
~2017년)2018-12-31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15-06-17
941,000 10,800,000 10,800,000

연차사업(2015년
~2017년)2017-12-31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사무관리비
2015-06-17

5,000,000 5,000,000
연차사업(2015년
~2017년)2017-12-31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연구용역비
2015-06-17

10,000,000 10,000,000
연차사업(2015년
~2017년)2017-12-31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민간위탁금
2015-06-17

250,200,000 250,200,000
연차사업(2015년
~2017년)2017-12-31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015-06-17
20,000,000 20,000,000

연차사업(2015년
~2017년)2017-12-31

농업기술센터 농업ㆍ농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자산및물품취득
비

2015-06-17
11,000,000 1,070,520 11,000,000

연차사업(2015년
~2017년)2017-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초계적중 하수관
거 정비사업

시설비
2008-11-01

26,779,000,000 8,215,194,910 7,792,574,850 6,357,746,260 1,857,448,650 준공기한 미도래
2015-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초계적중 하수관
거 정비사업

감리비
2008-11-01

369,052,000 369,052,000 303,606,000 65,446,000 준공기한 미도래
2015-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초계적중 하수관
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08-11-01

20,767,030 13,144,000 13,144,000 7,623,030 준공기한 미도래
2015-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가야야로 하수관
거 정비사업

시설비
2008-11-01

20,239,601,000 3,760,541,600 3,648,170,350 2,570,350,060 1,190,191,540 준공기한 미도래
2015-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가야야로 하수관
거 정비사업

감리비
2008-11-01

472,731,000 472,731,000 425,076,000 47,655,000 준공기한 미도래
2015-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가야야로 하수관
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08-11-01

10,881,000 7,432,200 7,432,200 3,448,800
가야야로면 하수
관거 정비사업

2015-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대양 농어촌마을하
수도 정비사업(2단

계)
시설비

2012-01-01
5,571,000,000 1,371,822,490 1,252,478,170 874,442,250 497,380,240 준공기한 미도래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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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이월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대양 농어촌마을하
수도 정비사업(2단

계)
감리비

2012-01-01
160,800,000 160,800,000 64,200,000 96,600,000 준공기한 미도래

2016-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대양 농어촌마을하
수도 정비사업(2단

계)
시설부대비

2012-01-01
5,246,000 2,955,100 2,955,100 2,290,900

대양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016-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2012-01-01

8,173,400,000 1,369,670,000 1,365,946,680 600,130,370 769,539,630 준공기한 미도래
2016-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12-01-01

5,530,000 4,822,400 4,822,400 707,600
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016-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용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시업

시설비
2013-01-01

2,934,000,000 2,562,045,000 2,440,720,680 1,283,905,080 1,278,139,920 준공기한 미도래
2015-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용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시업

감리비
2013-01-01

257,280,000 96,480,000 52,174,800 205,105,200 준공기한 미도래
2015-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용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시업

시설부대비
2013-01-01

12,355,000 5,789,800 5,789,800 6,565,200 준공기한 미도래
2015-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용주가호 농어촌마
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2012-01-01
9,451,000,000 2,328,762,000 724,370,000 499,320,000 1,829,442,000 준공기한 미도래

2015-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용주가호 농어촌마
을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

2012-01-01
160,800,000 160,800,000 준공기한 미도래

2015-12-3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ㆍ수질 용주가호 농어촌마
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12-01-01
11,313,000 3,381,200 3,381,200 7,931,800 준공기한 미도래

2015-12-31

대장경사업소 문화예술
대장경 기록문화 테
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2012-01-01
19,000,000,000 12,139,851,620 12,109,351,150 5,781,795,380 6,358,056,240

계속사업으로 준
공시기 미도래2016-12-31

대장경사업소 문화예술
대장경 기록문화 테
마파크 조성사업 감리비

2012-01-01
850,000,000 683,000,000 144,723,000 705,277,000

계속사업으로 준
공시기 미도래2016-12-31

대장경사업소 문화예술
대장경 기록문화 테
마파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12-01-01
14,055,000 8,803,000 8,803,000 5,252,000

계속사업으로 준
공시기 미도래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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