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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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16,248,754 14,217,231 2,031,523

국 2,082,000

균 250,000

도 89,229

군 13,827,525

상수도관리 926,768 1,126,124 △199,356

균 250,000

군 676,768

마을상수도 운영 143,904 143,904 0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143,904 143,904 0

201 일반운영비 127,704 127,704 0

01 사무관리비 102,704 102,704 0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원수분기

검사/6,11, 15개항목) 10,200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정수 분기

검사/60개항목) 60,444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정수 분기

검사/14개항목) 30,510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1,550

85,000원*120개소*1회

335,800원*180개소*1회

56,500원*180개소*3회

310,000원*5개소

02 공공운영비 25,000 25,000 0

○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

25,000500,000원*50개소

206 재료비 16,200 16,200 0

01 재료비 16,200 16,200 0

○ 소독약품 구입 16,20045,000원*180개소*2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물 관리 782,864 982,220 △199,356

균 250,000

군 532,864

시설물자동화사업 65,500 65,5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65,500 65,500 0

01 시설비 65,500 65,500 0

○ 소규모 수도시설 자동수위조절기 교체

28,000

○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보안장치 설치

17,500

○ 노후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교체

20,000

5,600,000원*5개소

3,500,000원*5개소

4,000,000원*5개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89,500 276,000 △186,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9,500 276,000 △186,500

01 시설비 89,500 276,000 △186,500

○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용역

49,500300,000원*16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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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물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철거공사

20,000

○ 옥천 화당 마을상수도 가압장 설치공사

20,000

5,000,000원*4개소

20,000,000원*1식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120,864 120,720 144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864 120,720 144

01 시설비 120,000 120,000 0

○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

120,0002,400,000원*50개소

03 시설부대비 864 720 144

○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공사추진 부대비

864120,000,000원*0.72%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150,000 520,000 △3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520,000 △370,000

01 시설비 150,000 520,000 △370,000

○ 옥천 청용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150,000150,000,000원*1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57,000 0 357,000

균 250,000

군 10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7,000 0 357,000

균 250,000

군 107,000

01 시설비 357,000 0 357,000

○ 계곡 신성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57,000157,000,000원*1식

균 110,000

군 47,000

○ 현산 고현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0,000200,000,000원*1식

균 140,000

군 60,000

하수도관리 7,845,030 12,703,042 △4,858,012

국 2,082,000

도 89,229

군 5,673,801

하수처리시설 운영 3,057,745 1,954,042 1,103,703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2,249,980 1,279,992 969,988

101 인건비 5,528 4,780 748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00 300 300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 600

― 작업복 400

― 안전화 200

200,000원*2인

100,000원*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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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28 4,480 448

○ 해남공공하수처리장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

임 2,464

○ 송지공공하수처리장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

임 1,232

○ 황산공공하수처리장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

임 1,232

77,000원*4인*8회

77,000원*2인*8회

77,000원*2인*8회

201 일반운영비 1,027,085 811,322 215,763

01 사무관리비 38,338 27,738 10,600

○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8,288

○ 하수슬러지성분검사 550

○ 하수종말처리장 청소용품 구입

4,800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1,500

― 작업복 1,000

― 안전화 500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급량비

2,400

○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10,800

254,000원*6개소*12월

550,000원*1개소*1회

200,000원*6개소*4회

200,000원*5인

100,000원*5인

8,000원*5인*5일*12월

150,000원*6개소*12월

02 공공운영비 988,747 783,584 205,163

○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58,400

○ 하수도 협회비 2,400

○ 하수처리장 통합시스템 통신요금

16,920

○ 상습 민원발생구역 하수차집관로 유지보수비

100,000

○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설비 유지비

120,000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 관리 대행료

19,200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 보수비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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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잡물수거 및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61,500

2,200,000원*6개소*12월

2,400,000원*1회

30,000원*47개소*12월

1,000,000원*50개소*2회

500,000원*40종*6개소

1,600,000원*12회

1,200,000원*5대*2회

2,400,000원*5종*1회

200,000원*20종*1회

500,000원*60종*1회

150,000원*4종*16대

250,000원*12대*1회

85,000원*1,9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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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반응조 계측기 및 기계설비 유지비

20,000

○ 슬러지 탈수설비 유지비

8,400

○ 분뇨 처리설비 유지비 10,000

○ 청소차량 보험료 및 제세 782

○ 청소차량 유류대 6,345

○ 청소차량 수리비 2,400

○ 설비동 동파방지용 산업용 난로 연료비

1,275

○ 수질자동측정망(TMS)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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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54,027

○ 황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54,027

○ 화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560

○ 송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19,654

○ 황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19,655

○ 해남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28,992

○ 해남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27,770

400,000원*50종*1회

1,200,000원*7종*1회

200,000원*50종*1회

782,000원*1식

1,410원*375ℓ *12월

200,000원*12월*1대

850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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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27,000원*1회

54,027,000원*1회

10,560,000원*1회

19,654,000원*1회

19,654,800원*1회

28,992,000원*1회

27,770,000원*1회

206 재료비 208,229 169,427 38,802

01 재료비 208,229 169,427 38,802

○ 탈수용 슬러지 응집제 구입

52,195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시약 구입

4,000

○ 공공 하수처리장 반응조 수처리제 구입

80,560

○ 실험실 초자기구 구입 3,000

○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1,000

○ 악취 탈취용 미생물 약품 구입

59,118

13,000원*11kg*365일

100,000원*20종*2회

530원*19,000ℓ *8회

200,000원*15종*1회

1,000원*1,000개

9,852,920원*3개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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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수배전실 ups배터리 구

입 8,356464,200원*18개

307 민간이전 262,138 254,463 7,675

05 민간위탁금 262,138 254,463 7,675

○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송지,

황산,문내,화원,옥천) 262,1388,880원*2,460㎥*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747,000 40,000 707,000

01 시설비 747,000 40,000 707,000

○ 해남공공하수처장 조목, 세목스크린 교체공

사 500,000

○ 해남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원가 산정용역 15,000

○ 해남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침사물 이송컨베

이어 교체공사 182,000

○ 노후 하수맨홀 뚜껑 정비 보수

50,000

250,000,000원*2대

15,000,000원*1식

26,000,000원*7대

50,000,000원*1식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807,765 674,050 133,715

101 인건비 1,600 1,200 4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 1,200 400

○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주변 예초작업

1,600160,000원*2인*5일

201 일반운영비 423,742 361,844 61,898

02 공공운영비 423,742 361,844 61,898

○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46,000

○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72,800

○ 마을 하수도 차량 유류대

7,784

○ 마을 하수도 차량 수선비 3,000

○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수거료

41,216

○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및 하수

관거 내부청소 34,040

○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슬러지 구동장치 유지

관리 12,000

○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급배기환기시설

10,000

○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장설비보수

30,000

○ 마을하수리차량 보험료및 제세

782

○ 자외선 소독 램프 및 안정기 교체

45,000

○ 북일 만월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560

500,000원*46개소*2회

320,000원*45개소*12월

1,410원*460ℓ *12월

250,000원*12월

28원*8,000kg*46개소*4회

370,000원*46개소*2회

6,000,000원*2대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782,000원*1회

500,000원*90개

10,560,000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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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송지 송호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56010,560,000원*1회

307 민간이전 352,423 311,006 41,417

05 민간위탁금 352,423 311,006 41,417

○ 마을단위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52,423638,446원*46개소*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0 30,000

01 시설비 30,000 0 30,000

○ 삼산 구림공공하수처리시설 침전조 감속기

교체공사 14,000

○ 삼산 구림공공하수처리시설 내부공기 순환장

치 설치공사 6,000

○ 북평 남창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장

옥설치 10,000

7,000,000원*2대

3,000,000원*2대

10,000,000원*1식

소규모하수도정비 1,593,000 747,000 846,000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13,000 669,000 24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13,000 669,000 244,000

01 시설비 913,000 669,000 244,000

○ 해남 옥동1 하수도 정비공사

25,000

○ 해남 장활 하수도 정비공사

24,000

○ 해남 옥동2 하수도 정비공사

14,000

○ 해남 복평1 하수도 정비공사

20,000

○ 해남 기동 하수도 정비공사

18,000

○ 해남 복평2 하수도 정비공사

7,000

○ 해남 복평3 하수도 정비공사

4,000

○ 해남 신안 하수도 정비공사

25,000

○ 삼산 도토 하수도 정비공사

10,000

○ 삼산 충리 하수도 정비공사

10,000

○ 화산 주천 하수도 정비공사

20,000

○ 화산 연정 하수도 정비공사

20,000

○ 화산 중정 하수도 정비공사

18,000

○ 현산 두모 하수도 정비공사

20,000

25,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7,000,000원*1식

4,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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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소규모하수도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현산 봉림 하수도 정비공사

15,000

○ 현산 고현 하수도 정비공사

25,000

○ 현산 초호 하수도 정비공사

30,000

○ 송지 중리 하수도 정비공사

36,000

○ 송지 대죽 하수도 정비공사

34,000

○ 북평 서홍 하수도 설치공사

50,000

○ 북평 이진 하수도 설치공사

40,000

○ 북일 만월 하수도 정비공사

20,000

○ 옥천 백운 하수도 정비공사

9,000

○ 옥천 거오 하수도 정비공사

9,000

○ 옥천 호산 하수도 정비공사

5,000

○ 옥천 백호 하수도 정비공사

12,000

○ 옥천 영춘1 하수도 정비공사

9,000

○ 옥천 용동 하수도 정비공사

15,000

○ 계곡 강절 하수도 정비공사

6,000

○ 계곡 신기 하수도 정비공사

16,000

○ 계곡 둔주 하수도정비공사 8,000

○ 계곡 신주 하수도 정비공사

8,000

○ 마산 지동 하수도 정비공사

18,000

○ 마산 용반 하수도 정비공사

24,000

○ 마산 연구 하수도 정비공사

22,000

○ 마산 상등 하수도 정비공사

26,000

○ 마산 금자 하수도 정비공사

13,000

○ 마산 장성 하수도 정비공사

20,000

○ 산이 외송 하수도 정비공사

35,000

15,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36,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4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9,000,000원*1식

9,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9,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6,000,000원*1식

16,000,000원*1식

8,000,000원*1식

8,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4,000,000원*1식

22,000,000원*1식

26,000,000원*1식

13,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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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소규모하수도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산이 비석 하수도 정비공사

70,000

○ 산이 신정 하수도 정비공사

15,000

○ 산이 덕송 하수도 정비공사

17,000

○ 문내 선두 하수도 정비공사

18,000

○ 화원 송촌 하수도 정비공사

23,000

○ 화원 석호 하수도 정비공사

30,000

7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17,000,000원*1식

18,000,000원*1식

23,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680,000 78,000 60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80,000 78,000 602,000

01 시설비 680,000 78,000 602,000

○ 소규모 마을하수도 보수 30,000

○ 하수도 준설공사 100,000

○ 삼산 구림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250,000

○ 송지 산정 하수관로 정비공사

250,000

○ 하수 준설토 적치장 조성공사

50,000

3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하수처리장 설치 1,002,857 3,303,000 △2,300,143

국 702,000

도 30,086

군 270,771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계곡 가학) 1,002,857 715,000 287,857

국 702,000

도 30,086

군 270,771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2,857 715,000 287,857

국 702,000

도 30,086

군 270,771

01 시설비 796,857 652,000 144,857

○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

796,857796,857,000원*1개소

국 557,800

도 23,906

군 215,151

02 감리비 200,000 63,000 137,000

○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

200,000200,000,000원*1개소

국 140,000

도 6,000

군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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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6,000 0 6,000

○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

6,0006,000,000원*1개소

국 4,200

도 180

군 1,620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191,428 6,699,000 △4,507,572

국 1,380,000

도 59,143

군 752,285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화산 방축) 220,000 2,002,000 △1,78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000 2,002,000 △1,782,000

01 시설비 220,000 1,661,002 △1,441,002

○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하수도

220,000220,000,000원*1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황산 한자) 650,000 1,980,000 △1,330,000

국 455,000

도 19,500

군 175,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50,000 1,980,000 △1,330,000

국 455,000

도 19,500

군 175,500

01 시설비 595,000 1,886,400 △1,291,400

○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하수도

595,000595,000,000원*1개소

국 416,500

도 17,850

군 160,650

02 감리비 50,000 90,000 △40,000

○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하수도

50,00050,000,000원*1개소

국 35,000

도 1,500

군 13,500

03 시설부대비 5,000 3,600 1,400

○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하수도

5,0005,000,000원*1개소

국 3,500

도 150

군 1,350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현산 시등) 598,571 429,000 169,571

국 419,000

도 17,957

군 161,614

401 시설비및부대비 598,571 429,000 169,571

국 4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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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17,957

군 161,614

01 시설비 492,571 339,000 153,571

○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

492,571492,571,000원*1개소

국 344,800

도 14,777

군 132,994

02 감리비 100,000 90,000 10,000

○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

100,000100,000,000원*1개소

국 70,000

도 3,000

군 27,000

03 시설부대비 6,000 0 6,000

○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

6,0006,000,000원*1개소

국 4,200

도 180

군 1,620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송지 방처) 294,286 429,000 △134,714

국 206,000

도 8,829

군 79,457

401 시설비및부대비 294,286 429,000 △134,714

국 206,000

도 8,829

군 79,457

01 시설비 258,286 402,000 △143,714

○ 송지 방처 농어촌마을하수도

258,286258,286,000원*1개소

국 180,800

도 7,749

군 69,737

02 감리비 30,000 27,000 3,000

○ 송지 방처 농어촌마을하수도

30,00030,000,000원*1개소

국 21,000

도 900

군 8,100

03 시설부대비 6,000 0 6,000

○ 송지 방처 농어촌마을하수도

6,0006,000,000원*1개소

국 4,200

도 180

군 1,620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계곡 태인) 428,571 0 428,571

국 300,000

도 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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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115,714

401 시설비및부대비 428,571 0 428,571

국 300,000

도 12,857

군 115,714

01 시설비 392,571 0 392,571

○ 계곡 태인 농어촌마을하수도

392,571392,571,000원*1개소

국 274,800

도 11,777

군 105,994

02 감리비 30,000 0 30,000

○ 계곡 태인 농어촌마을하수도

30,00030,000,000원*1개소

국 21,000

도 900

군 8,100

03 시설부대비 6,000 0 6,000

○ 계곡 태인 농어촌마을하수도

6,0006,000,000원*1개소

국 4,200

도 180

군 1,620

상하수도관리 453,685 304,993 148,692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60,944 44,540 16,404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60,944 44,540 16,404

101 인건비 3,200 3,000 20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600 2,000 600

○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 2,600200,000원*13인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 1,000 △400

○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 600200,000원*3인

201 일반운영비 47,944 17,640 30,304

01 사무관리비 18,400 13,560 4,840

○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 200

○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용 토너 및 전산소모품

구입 7,200

○ 상수도요금 납부고지서 용지 구입

10,000

○ 과다사용 안내문 및 급수정지 통보문 제작

1,000

200,000원*1인

600,000원*12월

2,500,000원*4회

500,000원*2종

02 공공운영비 29,544 4,080 25,464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5,544

○ 상하수도 요금 스마트 문자고지 시스템 구축 24,000

― 시스템 구축 15,000

462,000원*12월

15,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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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하수도관리

단위: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문자전송 비용 9,000750,0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9,800 22,300 △12,500

01 시설비 9,800 22,300 △12,500

○ 하수도계량기 및 계측기 설치공사

800

○ 상수도 검침 PDA 교체 9,000

160,000원*5건

1,500,000원*6대

상하수도관리 392,741 260,453 132,288

청사유지관리 28,260 3,700 24,560

101 인건비 5,760 2,700 3,06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60 2,700 3,060

○ 상하수도사업소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인건

비 5,760160,000원*6인*3일*2회

206 재료비 1,000 1,000 0

01 재료비 1,000 1,000 0

○ 상하수도사업소 수목관리재료 구입

1,000500,000원*2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 0 5,000

01 시설비 5,000 0 5,000

○ 비상발전기 장옥 설치 5,0005,000,000원*1대

405 자산취득비 16,500 0 16,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500 0 16,500

○ 업무용 의자 교체 2,500

○ 노후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4,000

○ 비상 발전기 구입 10,000

250,000원*10개

4,000,000원*1대

10,000,000원*1대

상하수도 운영 364,481 256,753 107,728

101 인건비 140,521 44,640 95,881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9,936 29,760 10,176

○ 상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급량비

8,736

○ 상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관내여비

31,200

8,000원*7일*13인*12월

20,000원*10일*13인*12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585 14,880 85,705

○ 상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급량비

2,016

○ 상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관내여비

7,200

○ 상수도 검침원 급여

50,652

○ 상수도 검침원 상여금

16,884

○ 상수도 검침원 유급휴일수당

10,452

8,000원*7일*3인*12월

20,000원*10일*3인*12월

67,000원*3명*21일*12월

67,000원*3명*21일*400%

67,000원*3명*5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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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하수도관리

단위: 상하수도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상수도 검침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422

○ 상수도 검침원 명절휴가비

1,800

○ 상수도 검침원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3명)

2,767

○ 상수도 검침원 건강보험 사용자부담금(3명)

1,931

○ 상수도 검침원 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실업

급여(3명) 400

○ 상수도 검침원 고용보험 사용자부담금-고용

안정(3명) 523

○ 상수도 검침원 산재보험 사용자부담금(3명)

1,538

67,000원*3명*22일

300,000원*3명*2회

61,488,000원*4.5%

61,488,000원*3.14%

61,488,000원*0.65%

61,488,000원*0.85%

61,488,000원*2.5%

201 일반운영비 223,960 212,113 11,847

01 사무관리비 35,302 26,710 8,592

○ 상하수도사업소 일직비 7,260

○ 상하수도사업소 숙직비 19,450

― 숙직비 12,250

― 숙직비 7,200

○ 당직실 침구 구입 400

○ 당직실 침구 세탁 4,800

○ 청사 방역 소독비 1,600

○ 청사 화장실 비데 수리 및 필터교체

600

○ 사무실 정수기 렌탈 및 관리 비용

792

○ 청사 환경정비 화분 구입 400

60,000원*121일

50,000원*245일

60,000원*120일

100,000원*2식*2회

100,000원*4회*12월

800,000원*2회

50,000원*4대*3회

33,000원*2대*12월

100,000원*4회

02 공공운영비 188,658 185,403 3,255

○ 상하수도사업소(공공하수처리장)전기요금

168,000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사용료

1,800

○ 상하수도사업소 난방유류비

7,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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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 발전기 연료비 846

○ 비상 발전기 유지관리비

339

14,000,000원*12월

150,000원*12월

850원*60L*150일

1,200,000원*1회

400,000원*12월

175,000원*10대

150,000원*12월

70,000원*1회

33,520원*12월

1,410원*50L*1대*12월

1,410원*80L*1대*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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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상하수도사업소)

단위: 기본경비(상하수도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행정운영경비(상하수도사업소) 95,600 83,072 12,528

기본경비(상하수도사업소) 95,600 83,072 12,528

기본경비(상하수도사업소) 23,360 23,360 0

201 일반운영비 19,000 19,000 0

01 사무관리비 19,000 19,000 0

○ 부서운영비(총액) 19,00019,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4,360 4,360 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0 760 0

○ 상하수도사업소(정원19인) 76040,000원*19명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3,6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19인)

3,600300,000원*12월

기본경비(관리팀) 23,904 19,392 4,512

201 일반운영비 8,064 8,064 0

01 사무관리비 8,064 8,064 0

○ 관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8,0648,064,000원

202 여비 15,840 11,328 4,512

01 국내여비 15,840 11,328 4,512

○ 기본 국내여비 15,84015,840,000원

기본경비(상수도팀) 22,368 19,968 2,400

201 일반운영비 10,368 10,368 0

01 사무관리비 10,368 10,368 0

○ 상수도팀 업무추진 급량비 10,36810,368,000원

202 여비 12,000 9,600 2,400

01 국내여비 12,000 9,600 2,400

○ 기본 국내여비 12,00012,000,000원

기본경비(하수시설팀) 10,416 9,024 1,392

201 일반운영비 3,456 3,456 0

01 사무관리비 3,456 3,456 0

○ 하수시설팀 업무추진 급량비 3,4563,456,000원

202 여비 6,960 5,568 1,392

01 국내여비 6,960 5,568 1,392

○ 기본 국내여비 6,9606,960,000원

기본경비(하수처리팀) 15,552 11,328 4,224

201 일반운영비 6,912 5,760 1,152

01 사무관리비 6,912 5,76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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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상하수도사업소)

단위: 기본경비(상하수도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하수처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6,9126,912,000원

202 여비 8,640 5,568 3,072

01 국내여비 8,640 5,568 3,072

○ 기본 국내여비 8,6408,640,000원

재무활동(상하수도사업소) 6,927,671 0 6,927,671

내부거래지출(상하수도사업소) 6,927,671 0 6,927,671

내부거래지출(상하수도사업소) 6,927,671 0 6,927,671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6,927,671 0 6,927,671

01 기타회계전출금 6,927,671 0 6,927,671

○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927,6716,927,67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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