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7,103,048 17,997,594 △894,546

국 8,008,000

지 322,000

도 159,600

군 8,613,448

상수도관리 1,916,760 2,189,380 △272,620

지 322,000

군 1,594,760

마을상수도 운영 135,410 135,410 0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135,410 135,410 0

201 일반운영비 123,410 123,410 0

01 사무관리비 103,410 103,410 0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원수 분기

검사/11개항목) 13,644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정수 분기

검사/58개항목) 57,456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정수 분기

검사/14개항목) 30,510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1,800

75,800원*180개소*1회

319,200원*180개소*1회

56,500원*180개소*3회

300,000원*6개소

02 공공운영비 20,000 20,000 0

○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

20,000500,000원*40개소

206 재료비 12,000 12,000 0

01 재료비 12,000 12,000 0

○ 소독약품 구입 12,00010,000원*100개소*12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물 관리 1,781,350 2,053,970 △272,620

지 322,000

군 1,459,350

시설물자동화사업 75,750 93,250 △17,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5,750 93,250 △17,500

01 시설비 75,750 93,250 △17,500

○ 소규모 수도시설 자동수위조절기 설치

38,250

○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보안장치 설치

17,500

○ 노후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교체

20,000

7,650,000원*5개소

3,500,000원*5개소

4,000,000원*5개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85,000 140,000 △5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5,000 140,000 △55,000

01 시설비 85,000 140,000 △55,000

○ 화산면 봉저마을 상수도 취수원 관정개발

40,00040,000,000원*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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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산면 외호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

25,000

○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철거공사

20,000

25,000,000원*1개소

5,000,000원*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80,600 80,720 △120

401 시설비및부대비 80,600 80,720 △120

01 시설비 80,000 80,000 0

○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

80,0002,000,000원*40개소

03 시설부대비 600 720 △120

○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공사추진 부대비

600100,000,000원*0.6%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1,080,000 1,320,000 △2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80,000 1,320,000 △240,000

01 시설비 1,080,000 1,320,000 △240,000

○ 해남 남송(작은)마을 상수도 신규설치사업

150,000

○ 옥천 영신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

180,000

○ 화산 석정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사업

150,000

○ 현산 하구시(오시골)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 120,000

○ 옥천 탑동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사업

180,000

○ 옥천 용산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사업

150,000

○ 옥천 내동마을 상수도 신규 설치사업

150,000

150,000,000원*1개소

180,000,000원*1개소

150,000,000원*1개소

120,000,000원*1개소

180,000,000원*1개소

150,000,000원*1개소

150,000,000원*1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60,000 420,000 40,000

지 322,000

군 13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60,000 420,000 40,000

지 322,000

군 138,000

01 시설비 460,000 420,000 40,000

○ 관동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80,00069,230,700원*2.6km

지 126,000

군 54,000

○ 송정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0,00070,000,000원*2km

지 98,000

군 42,000

○ 황죽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0,00070,000,000원*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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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 98,000

군 42,000

하수도관리 13,843,094 12,731,277 1,111,817

국 7,593,000

도 159,600

군 6,090,494

하수처리시설 운영 1,662,954 1,346,277 316,677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1,137,042 904,781 232,261

101 인건비 4,440 4,376 6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40 4,376 64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600

― 작업복 400

― 안전화 200

○ 해남읍 중계펌프장 맨홀청소

1,920

○ 송지공공하수처리장 환경정비

960

○ 황산공공하수처리장 환경정비

960

200,000원*2인

100,000원*2인

60,000원*4인*8회

60,000원*2인*8회

60,000원*2인*8회

201 일반운영비 553,161 523,248 29,913

01 사무관리비 27,268 27,268 0

○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8,288

○ 하수슬러지성분검사 1,100

○ 하수종말처리장 청소용품 구입

5,000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1,200

― 작업복 800

― 안전화 400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급량비

1,680

254,000원*6개소*12월

550,000원*1개소*2회

200,000원*5개소*5회

200,000원*4인

100,000원*4인

7,000원*4인*5일*12월

02 공공운영비 525,893 495,980 29,913

○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93,600

○ 하수도 협회비 2,400

○ 하수처리장 통합시스템 통신요금

10,080

○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7,200

○ 하수차집관로 유지보수비

10,000

○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설비 유지비

40,000

1,950,000원*4개소*12월

2,400,000원*1회

40,000원*21개소*12월

150,000원*4개소*12월

500,000원*10개소*2회

500,000원*40종*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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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수질자동측정망(TMS) 유지비

30,100

○ 수질자동측정장비 정도검사

12,000

○ 실험실 기기수리 및 장비유지비

4,000

○ 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설비 유지비

30,000

○ 중앙제어실 장비 유지비

9,600

○ CCTV 유지보수 3,000

○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위탁처리비

131,400

○ 반응조 계측기 및 기계설비 유지비

20,000

○ 슬러지 탈수설비 유지비

7,000

○ 분뇨 처리설비 유지비 10,000

○ 청소차량 보험료 및 제세 782

○ 청소차량 유류대 5,441

○ 청소차량 수리비 2,400

○ 설비동 동파방지용 산업용 난로 연료비

1,050

○ TMS운영 수질부담금 10,000

○ 분뇨 처리동 준설작업 7,920

○ 반응조 준설작업 9,000

○ 침사제거지 준설작업 7,920

○ 면단위하수처리장 DO계측기 유지관리

20,000

○ 면단위하수처리장HMI유지보수

6,000

○ 면단위하수처리장 MCC반 DMCR유지보수

15,000

○ 송지,황산 시설물(건축)정밀점검

20,000

2,150,000원*7대*2회

2,400,000원*5종*1회

200,000원*20종*1회

500,000원*60종*1회

150,000원*4종*16대

250,000원*12대*1회

90,000원*1,460㎥

400,000원*50종*1회

1,000,000원*7종*1회

200,000원*50종*1회

782,000원*1식

1,209원*375ℓ *12월

200,000원*12월*1대

700원*5ℓ *5개소*60일

10,000,000원*1회

1,980,000원*4회

9,000,000원*1회

1,980,000원*4회

5,000,000원*4개소

6,000,000원*1식

15,000,000원*1개소

10,000,000원*2개소*1회

206 재료비 179,457 179,457 0

01 재료비 179,457 179,457 0

○ 고분자 응집제 및 황산알루미늄 구입

60,225

○ 수질자동측정망(TMS) 측정용 시약 구입

15,600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시약 구입

6,000

○ 공공 하수처리장 반응조 수처리제 구입

93,632

○ 실험실 초자기구 구입 3,000

○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1,000

15,000원*11kg*365일

780,000원*4종*5회

100,000원*20종*3회

3,800원*3,080ℓ *8회

200,000원*15종*1회

1,000원*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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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209,984 182,700 27,284

05 민간위탁금 209,984 182,700 27,284

○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송지,

황산,문내,화원) 209,9848,620원*2,030㎥*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90,000 15,000 175,000

01 시설비 190,000 15,000 175,000

○ 공공하수처리시설 자동 알림서비스 개설

30,000

○ 해남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자동수질분석

기기 교체 160,000

5,000,000원*6개소

160,000,000원*1식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525,912 441,496 84,416

101 인건비 1,400 1,4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0 1,400 0

○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주변 예초작업

1,400140,000원*2인*5일

201 일반운영비 253,512 225,010 28,502

02 공공운영비 253,512 225,010 28,502

○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27,200

○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90,576

○ 마을 하수도 차량 유류대

6,674

○ 마을 하수도 차량 수선비 3,000

○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수거료

20,400

○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및 하수

관거 내부청소 21,760

○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슬러지 구동장치 유지

관리 12,000

○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급배기환기시설

10,000

○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장설비보수

20,000

○ 마을하수리차량 보험료및 제세

782

○ UV 소독 램프 및 안정기 교체

20,000

○ 송지 어란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560

○ 북평 영전공공하수철시설 기술진단

10,560

400,000원*34개소*2회

222,000원*34개소*12월

1,209원*460ℓ *12월

250,000원*12월

150,000원*34개소*4회

320,000원*34개소*2회

6,000,000원*2대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782,000원*1회

500,000원*40개

10,560,000원*1회

10,560,000원*1회

307 민간이전 271,000 215,086 55,914

05 민간위탁금 271,000 215,086 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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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71,000610,360원*37개소*12월

소규모하수도정비 1,333,000 945,000 388,000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333,000 945,000 38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33,000 945,000 388,000

01 시설비 1,333,000 945,000 388,000

○ 소규모 마을하수도 보수

28,000

○ 하수도 준설공사 50,000

○ 화산 하마 하수도 정비공사(L=200m)

160,000

○ 해남 남송 하수도 정비공사(L=40m)

8,000

○ 해남 복평 하수도 정비공사(L=200m)

20,000

○ 해남 연동 하수도 정비공사(L=100m)

20,000

○ 해남 용정 하수도 정비공사(L=180m)

35,000

○ 해남 월교 하수도 정비공사(L=70m)

14,000

○ 삼산 봉학 하수도 정비공사(L=60m)

20,000

○ 삼산 석당 하수도 정비공사(L=70m)

20,000

○ 삼산 충리 하수도 정비공사(L=70m)

20,000

○ 삼산 화내 하수도 정비공사(L=30m)

20,000

○ 화산 명금 하수도 정비공사(L=40m)

8,000

○ 화산 석전 하수도 정비공사(L=70m)

14,000

○ 화산 신풍 하수도 정비공사(L=120m)

23,000

○ 화산 연곡 하수도 정비공사(L=40m)

10,000

○ 화산 해창 하수도 정비공사(L=100m)

40,000

○ 현산 월송 하수도 정비공사(L=45m)

15,000

○ 현산 하구시 하수도 정비공사(L=125m)

25,000

○ 송지 강남 하수도 정비공사(L=90m)

20,000

○ 송지 마봉 하수도 정비공사(L=70m)

15,000

2,000,000원*14개읍면

10,000,000원*5개소

16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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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소규모하수도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산정2 하수도 정비공사(L=130m)

26,000

○ 송지 현안 하수도 정비공사(L=60m)

16,000

○ 북평 서호 하수도 정비공사(L=180m)

38,000

○ 북일 갈두 하수도 정비공사(L=30m)

5,000

○ 북일 만수 하수도 정비공사(L=150m)

30,000

○ 북일 만월 하수도 정비공사(L=25m)

5,000

○ 북일 삼성 하수로 정비 공사(L=50m)

10,000

○ 북일 운전 하수도 보수공사(L=10m)

3,000

○ 북일 원동 하수도 정비공사(L=80m)

16,000

○ 북일 월성 하수도 보수공사(L=50m)

5,000

○ 북일 흥촌 하수도 정비공사(L=50m)

10,000

○ 옥천 영신 하수도 정비공사(L=20m)

10,000

○ 옥천 영춘2 하수도 정비공사(L=60m)

12,000

○ 옥천 월평 하수도 정비공사(L=20m)

7,000

○ 계곡 가학(산호마을) 하수도 정비공사(L=140

m) 20,000

○ 계곡 강절 하수도 정비공사(L=100m)

10,000

○ 계곡 덕정 하수도 정비공사(L=80m)

15,000

○ 계곡 사정 하수도 정비공사(L=150m)

20,000

○ 계곡 선진 하수도 정비공사(L=70m)

10,000

○ 계곡 용지 하수도 정비공사(L=50m)

10,000

○ 마산 노하 하수도 정비공사(L=60m)

13,000

○ 마산 당두 하수도 정비공사(L=110m)

20,000

○ 마산 후동 하수도 정비공사(L=55m)

10,000

○ 황산 관춘 하수도 정비공사(L=60m)

17,000

26,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38,000,000원*1식

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7,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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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소규모하수도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황산 산동 하수도 정비공사(L=20m)

6,000

○ 황산 와등 하수도 정비공사(L=190m)

30,000

○ 황산 외입 하수도정비(L=120m)

18,000

○ 황산 청용 하수도 정비공사(L=55m)

10,000

○ 황산 평덕 하수도 정비공사(L=45m)

13,000

○ 황산 한자 하수도 정비공사(L=20m)

6,000

○ 산이 금동 하수도 정비공사(L=40m)

10,000

○ 산이 금호 하수도 정비공사(L=91m)

10,000

○ 산이 내송 하수도 정비공사(L=17m)

5,000

○ 산이 초두 하수도 정비공사(L=20m)

4,000

○ 문내 고평 하수도 정비공사(L=85m)

20,000

○ 문내 공영 하수도 정비공사(L=90m)

17,000

○ 문내 무고 하수도 정비공사(L=100m)

20,000

○ 문내 신창 하수도 정비공사(L=200m)

54,000

○ 문내 신흥 하수도 정비공사(L=270m)

62,000

○ 문내 원문 하수도 정비공사(L=30m)

5,000

○ 문내 이목 하수도 정비공사(L=66m)

15,000

○ 문내 학동 하수도 정비공사(L=320m)

55,000

○ 화원 구지 하수도 정비공사(L=110m)

22,000

○ 화원 산촌 하수도 정비공사(L=105m)

20,000

○ 화원 월래 하수도 정비공사(L=60m)

8,000

6,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6,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5,000,000원*1식

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54,000,000원*1식

62,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55,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8,000,000원*1식

하수처리장 설치 5,320,000 5,912,000 △592,000

국 3,724,000

도 159,600

군 1,436,400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옥천) 5,320,000 5,912,000 △592,000

국 3,724,000

도 15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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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1,436,4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320,000 5,912,000 △592,000

국 3,724,000

도 159,600

군 1,436,400

01 시설비 4,910,360 5,485,745 △575,385

○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910,3604,910,360,000원*1개소

국 3,437,252

도 147,310

군 1,325,798

02 감리비 404,320 426,255 △21,935

○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04,320404,320,000원*1개소

국 283,024

도 12,130

군 109,166

03 시설부대비 5,320 0 5,320

○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3205,320,000원*1개소

국 3,724

도 160

군 1,436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5,527,140 4,528,000 999,140

국 3,869,000

군 1,658,140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화산 방축) 1,714,290 429,000 1,285,290

국 1,200,000

군 514,29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14,290 429,000 1,285,290

국 1,200,000

군 514,290

01 시설비 1,579,718 396,525 1,183,193

○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하수도

1,579,7181,579,718,000원*1개소

국 1,105,800

군 473,918

02 감리비 130,286 31,317 98,969

○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하수도

130,286130,286,000원*1개소

국 91,200

군 39,086

03 시설부대비 4,286 1,158 3,128

○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하수도

4,2864,286,000원*1개소

국 3,000

군 1,286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현산 일평) 1,307,140 429,000 87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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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915,000

군 392,14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7,140 429,000 878,140

국 915,000

군 392,140

01 시설비 1,204,530 396,525 808,005

○ 현산 일평 농어촌마을하수도

1,204,5301,204,530,000원*1개소

국 843,173

군 361,357

02 감리비 99,343 31,317 68,026

○ 현산 일평 농어촌마을하수도

99,34399,343,000원*1개소

국 69,540

군 29,803

03 시설부대비 3,267 1,158 2,109

○ 현산 일평 농어촌마을하수도

3,2673,267,000원*1개소

국 2,287

군 980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송지 학가(박정)) 411,430 1,029,000 △617,570

국 288,000

군 123,430

401 시설비및부대비 411,430 1,029,000 △617,570

국 288,000

군 123,430

01 시설비 379,133 953,883 △574,750

○ 송지 학가(박정)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379,133379,133,000원*1개소

국 265,392

군 113,741

02 감리비 31,269 75,117 △43,848

○ 송지 학가(박정)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31,26931,269,000원*1개소

국 21,888

군 9,381

03 시설부대비 1,028 0 1,028

○ 송지 학가(박정)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1,0281,028,000원*1개소

국 720

군 308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황산 한자) 428,570 0 428,570

국 300,000

군 128,570

401 시설비및부대비 428,570 0 428,570

국 300,000

군 12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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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394,927 0 394,927

○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하수도

394,927394,927,000원*1개소

국 276,450

군 118,477

02 감리비 32,571 0 32,571

○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하수도

32,57132,571,000원*1개소

국 22,800

군 9,771

03 시설부대비 1,072 0 1,072

○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하수도

1,0721,072,000원*1개소

국 750

군 32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문내 고평) 1,665,710 2,194,000 △528,290

국 1,166,000

군 499,71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65,710 2,194,000 △528,290

국 1,166,000

군 499,710

01 시설비 1,534,952 2,033,838 △498,886

○ 문내 고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1,534,9521,534,952,000원*1개소

국 1,074,469

군 460,483

02 감리비 126,594 160,162 △33,568

○ 문내 고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126,594126,594,000원*1개소

국 88,616

군 37,978

03 시설부대비 4,164 0 4,164

○ 문내 고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4,1644,164,000원*1개소

국 2,915

군 1,249

상하수도관리 338,951 313,519 25,432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28,000 22,400 5,600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28,000 22,400 5,600

101 인건비 3,400 3,200 2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00 3,200 200

○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 3,400200,000원*17인

201 일반운영비 15,400 16,400 △1,000

01 사무관리비 13,360 14,3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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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하수도관리

단위: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용 토너 구입

3,960

○ 상수도요금 납부고지서 용지 구입

8,600

○ 과다사용 안내문 및 급수정지 통보문 제작

800

330,000원*12월

2,150,000원*4회

400,000원*2종

02 공공운영비 2,040 2,040 0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2,040170,000원*12월

203 업무추진비 2,000 2,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0

○ 상하수도추진활동 시책업무추진비

2,0002,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800 800 0

01 시설비 800 800 0

○ 하수도계량기 및 계측기 설치공사

800160,000원*5건

405 자산취득비 6,400 0 6,4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400 0 6,400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용 프린터

4,400

○ 누수탐사기 구입 2,000

2,200,000원*2기

500,000원*4대

상하수도관리 310,951 291,119 19,832

청사유지관리 2,520 2,520 0

101 인건비 2,520 2,52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20 2,520 0

○ 상하수도사업소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인건

비 2,520140,000원*3인*3일*2회

상하수도 운영 308,431 288,599 19,832

101 인건비 87,658 62,651 25,007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7,658 62,651 25,007

○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 49,906

― 급여 24,024

― 상여금 8,736

― 주휴수당 5,408

― 연차수당 1,560

― 명절휴가비 1,200

― 시간외 근무수당

3,218

― 4대 보험료 2,640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120

○ 상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급량비

6,552

52,000원*2인*21일*11월

52,000원*2인*21일*400%

52,000원*2인*52주

52,000원*2인*15일*1회

300,000원*2인*2회

9,750원*2인*15시간*11월

120,000원*2인*11월

52,000원*2인*30일

7,000원*6일*13명*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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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하수도관리

단위: 상하수도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상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관내여비

31,20020,000원*10일*13명*12월

201 일반운영비 219,173 224,348 △5,175

01 사무관리비 24,050 24,050 0

○ 상하수도사업소 일직비 5,800

○ 상하수도사업소 숙직비 18,250

50,000원*116일

50,000원*365일

02 공공운영비 195,123 200,298 △5,175

○ 상하수도사업소(하수종말처리장)전기요금

178,800

○ 상하수도사업소 난방유류비

6,300

○ 관리동 난방보일러 수리비 1,200

○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유지 보수비

4,800

○ 에어컨수리 및 냉매 충전 1,750

○ 상하수도사업소 무인경비 용역료

1,800

○ 소방안전협회비 70

○ 디지털 위성방송 시청료 403

14,900,000원*12월

700원*60리터*150일

1,200,000원*1회

400,000원*12월

175,000원*10대

150,000원*12월

70,000원*1회

33,520원*12월

206 재료비 1,600 1,600 0

01 재료비 1,600 1,600 0

○ 상하수도사업소 수목관리재료 구입

1,600800,000원*2회

행정운영경비(상하수도사업소) 90,920 92,600 △1,680

기본경비(상하수도사업소) 90,920 92,600 △1,680

기본경비(상하수도사업소) 23,960 23,960 0

201 일반운영비 19,000 19,000 0

01 사무관리비 19,000 19,000 0

○ 부서운영비(총액) 19,00019,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960 4,960 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0 760 0

○ 상하수도사업소(정원19인) 76040,000원*19명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19인)

4,200350,000원*12월

기본경비(관리팀) 26,592 28,272 △1,680

201 일반운영비 9,072 9,072 0

01 사무관리비 9,072 9,072 0

○ 관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9,0729,072,000원

202 여비 17,520 19,200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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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상하수도사업소)

단위: 기본경비(상하수도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국내여비 17,520 19,200 △1,680

○ 기본 국내여비 17,52017,520,000원

기본경비(상수도팀) 18,384 15,696 2,688

201 일반운영비 8,064 7,056 1,008

01 사무관리비 8,064 7,056 1,008

○ 상수도팀 업무추진 급량비 8,0648,064,000원

202 여비 10,320 8,640 1,680

01 국내여비 10,320 8,640 1,680

○ 기본 국내여비 10,32010,320,000원

기본경비(하수시설팀) 9,984 12,672 △2,688

201 일반운영비 3,024 4,032 △1,008

01 사무관리비 3,024 4,032 △1,008

○ 하수시설팀 업무추진 급량비 3,0243,024,000원

202 여비 6,960 8,640 △1,680

01 국내여비 6,960 8,640 △1,680

○ 기본 국내여비 6,9606,960,000원

기본경비(하수처리팀) 12,000 12,000 0

201 일반운영비 5,040 5,040 0

01 사무관리비 5,040 5,040 0

○ 하수처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5,0405,040,000원

202 여비 6,960 6,960 0

01 국내여비 6,960 6,960 0

○ 기본 국내여비 6,9606,960,000원

재무활동(상하수도사업소) 913,323 2,670,818 △1,757,495

국 415,000

군 498,323

내부거래지출(상하수도사업소) 498,323 1,946,818 △1,448,495

내부거래지출(상하수도사업소) 498,323 1,946,818 △1,448,495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498,323 1,946,818 △1,448,495

01 기타회계전출금 498,323 1,946,818 △1,448,495

○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98,323498,323,000원

보전지출(상하수도사업소) 415,000 724,000 △309,000

국 415,000

지방채 상환(국비) 415,000 724,000 △309,000

국 415,000

311 차입금이자상환 600 33,600 △33,000

국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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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재무활동(상하수도사업소)

단위: 보전지출(상하수도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600 33,600 △33,000

○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환특자금)

600600,000원*1년

국 600

601 차입금원금상환 414,400 690,400 △276,000

국 414,400

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414,400 690,400 △276,000

○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환특자금)

414,400414,400,000원*1년

국 4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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