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2014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
( 당해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부

조직 - 분야 - 부문

소

처
총사업비(예산액)

단 위
세 부
합

(단위:원)

목

계

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도청신도시진입도로건설지원
401-01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
시설비
도청~예산수덕사IC) 개설공사
도청소재 도시건설

401-02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
감리비
도청~예산수덕사IC) 개설공사
도청소재 도시건설

401-01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
시설비
도청~국도45호선) 개설공사
도청소재 도시건설

401-02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
감리비
도청~국도45호선) 개설공사
도청소재 도시건설

401-03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
시설부대비
도청~국도45호선) 개설공사

집행액㉯

집행잔액
㉱=㉮-㉯-㉰

이월액㉰

사업명

국토교통부

도청소재 도시건설

보조금수령액㉮

계

30,643,000,000 계

30,643,000,000 계

9,459,401,180 계

국비

14,243,000,000 국비

14,243,000,000 국비

6,981,893,882 국비

시도비

16,400,000,000 시도비

16,400,000,000 시도비

2,477,507,298 시도비

13,922,492,702 시도비

계

30,643,000,000 계

30,643,000,000 계

9,459,401,180 계

21,183,598,820 계

국비

14,243,000,000 국비

14,243,000,000 국비

6,981,893,882 국비

시도비

16,400,000,000 시도비

16,400,000,000 시도비

2,477,507,298 시도비

13,922,492,702 시도비

계

30,643,000,000 계

30,643,000,000 계

9,459,401,180 계

21,183,598,820 계

국비

14,243,000,000 국비

14,243,000,000 국비

6,981,893,882 국비

시도비

16,400,000,000 시도비

16,400,000,000 시도비

2,477,507,298 시도비

13,922,492,702 시도비

계

19,621,000,000 계

19,621,000,000 계

8,914,378,770 계

10,706,621,230 계

국비
시도비
계
국비

9,232,000,000 국비

9,232,000,000 국비

10,389,000,000 시도비

10,389,000,000 시도비

1,022,000,000 계

1,022,000,000 계

21,183,598,820 계
7,261,106,118 국비

7,261,106,118 국비

7,261,106,118 국비

6,807,579,582 국비

2,424,420,418 국비

2,106,799,188 시도비

8,282,200,812 시도비

377,491,000 계

644,509,000 계

11,000,000 국비

11,000,000 국비

11,000,000 국비

시도비

1,011,000,000 시도비

1,011,000,000 시도비

366,491,000 시도비

계

9,877,000,000 계

9,877,000,000 계

151,814,300 계

9,725,185,700 계

국비

4,938,500,000 국비

4,938,500,000 국비

151,814,300 국비

4,786,685,700 국비

시도비

4,938,500,000 시도비

4,938,500,000 시도비

계

100,000,000 계

100,000,000 계

시도비
계

국비
644,509,000 시도비

4,938,500,000 시도비
100,000,000 계

국비

50,000,000 국비

50,000,000 국비

국비

50,000,000 국비

시도비

50,000,000 시도비

50,000,000 시도비

시도비

50,000,000 시도비

계

23,000,000 계

23,000,000 계

15,717,110 계

국비

11,500,000 국비

11,500,000 국비

11,500,000 국비

시도비

11,500,000 시도비

11,500,000 시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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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110 시도비

7,282,890 계
국비
7,282,890 시도비

( 이월(계속비)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단위:원)
부

조직 - 분야 - 부문

처
총사업비(예산액)

단 위
세 부

목

소

국비

계

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도청신도시진입도로건설지원
401-01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
시설비
도청~예산수덕사IC) 개설공사
도청소재 도시건설

401-02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
감리비
도청~예산수덕사IC) 개설공사
도청소재 도시건설

401-03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
시설부대비
도청~예산수덕사IC) 개설공사
도청소재 도시건설

401-01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
시설비
도청~국도45호선) 개설공사
도청소재 도시건설

401-03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신
시설부대비
도청~국도45호선) 개설공사

집행잔액
㉱=㉮-㉯-㉰

이월액㉰

29,700,353,800 계

29,700,353,800 계

21,059,406,550 계

8,640,947,250 계

4,867,857,949 국비

4,867,857,949 국비

4,795,516,050 국비

72,341,899 국비

시도비

24,832,495,851 시도비

24,832,495,851 시도비

16,263,890,500 시도비

8,568,605,351 시도비

계

29,700,353,800 계

29,700,353,800 계

21,059,406,550 계

8,640,947,250 계

국비

국토교통부

도청소재 도시건설

집행액㉯

사업명
계

합

보조금수령액㉮

4,867,857,949 국비

4,867,857,949 국비

4,795,516,050 국비

72,341,899 국비

시도비

24,832,495,851 시도비

24,832,495,851 시도비

16,263,890,500 시도비

8,568,605,351 시도비

계

29,700,353,800 계

29,700,353,800 계

21,059,406,550 계

8,640,947,250 계

국비

4,867,857,949 국비

4,867,857,949 국비

4,795,516,050 국비

72,341,899 국비

시도비

24,832,495,851 시도비

24,832,495,851 시도비

16,263,890,500 시도비

8,568,605,351 시도비

계

25,638,528,920 계

25,638,528,920 계

19,317,148,230 계

6,321,380,690 계

국비
시도비
계
국비
시도비

4,584,481,969 국비

4,584,481,969 국비

4,584,481,969 국비

21,054,046,951 시도비

21,054,046,951 시도비

14,732,666,261 시도비

752,691,000 계

752,691,000 계

국비
752,691,000 시도비

국비
752,691,000 시도비

752,691,000 계
국비
752,691,000 시도비

계

38,506,980 계

38,506,980 계

22,696,420 계

국비

12,506,980 국비

12,506,980 국비

12,506,980 국비

시도비

26,000,000 시도비

26,000,000 시도비

10,189,440 시도비

계
국비
시도비
계
국비
시도비

3,265,869,000 계

3,265,869,000 계

270,869,000 국비

270,869,000 국비

2,995,000,000 시도비

2,995,000,000 시도비

4,757,900 계

4,757,900 계

국비
4,757,900 시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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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4,757,900 시도비

962,113,000 계
198,527,101 국비
763,585,899 시도비
4,757,900 계
국비
4,757,900 시도비

국비
6,321,380,690 시도비
계
국비
시도비
15,810,560 계
국비
15,810,560 시도비
2,303,756,000 계
72,341,899 국비
2,231,414,101 시도비
계
국비
시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