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관리

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32,205,399 22,141,019 10,064,380

국 4,148,000

도 318,000

군 27,739,399

상수도관리 577,564 1,139,264 △561,700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187,700 182,400 5,300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187,700 182,400 5,300

201 일반운영비 169,700 166,200 3,500

01 사무관리비 141,200 141,200 0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시험료(원수분기

검사/15개항목) 10,800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시험료(정수 년

검사/60개항목) 68,400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시험료(정수 분기

검사/14개항목) 40,500

○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시험료(정수 반기

검사/1개항목) 19,800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시험료

1,700

90,000원*120개소*1회

380,000원*180개소*1회

75,000원*180개소*3회

55,000원*180개소*2회

340,000원*5개소

02 공공운영비 28,500 25,000 3,500

○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

25,500

○ 먹는물 공동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3,000

75,000원*170개소*2회

300,000원*5개소*2회

206 재료비 18,000 16,200 1,800

01 재료비 18,000 16,200 1,800

○ 소독약품 구입 18,00050,000원*180개소*2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389,864 956,864 △5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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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장치 교체

17,500

○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자동 투입기 교체

20,000

5,600,000원*5개소

3,500,000원*5개소

4,000,000원*5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4,500 104,500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4,500 104,500 40,000

01 시설비 144,500 104,500 40,000

○ 현산 학의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 및 송수

관로 시설사업 50,0005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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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관리

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계곡 대운 마을상수도 취수원 개발 및 송수

관로 시설사업 40,000

○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 장옥 교체공사

20,000

○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철거공사

10,000

○ 소규모 수도시설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24,500

40,000,000원*1식

4,000,000원*5개소

5,000,000원*2개소

3,500,000원*7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120,864 120,864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864 120,864 0

01 시설비 120,000 120,000 0

○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

120,0002,400,000원*50개소

03 시설부대비 864 864 0

○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공사추진 부대비

864120,000,000원*0.72%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 설치사업 59,000 316,000 △25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9,000 316,000 △257,000

01 시설비 59,000 316,000 △257,000

○ 옥천 도림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설치

39,000

○ 계곡 가학(장제, 산촌) 소규모 수도시설 신

규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20,000

39,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하수도관리 17,432,155 14,840,053 2,592,102

국 4,148,000

도 318,000

군 12,966,155

하수처리시설 운영 3,486,175 2,342,792 1,143,383

국 87,000

군 3,399,175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2,860,637 1,923,306 937,331

101 인건비 8,280 5,656 2,624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00 600 0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 600

― 작업복 400

― 안전화 200

200,000원*2명

100,000원*2명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80 5,056 2,624

○ 읍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 일시사

역 인부임 7,680160,000원*4명*6개소*2회

201 일반운영비 1,255,595 900,917 354,678

01 사무관리비 66,886 58,638 8,248

○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1,336254,000원*7개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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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하수슬러지성분검사 550

○ 하수종말처리장 청소용품 구입

2,400

○ 민간위탁 공공하수처리장 대행성과평가 수당

300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요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1,500

― 작업복 1,000

― 안전화 500

○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10,800

○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수 관리용역

10,000

○ 송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10,000

○ 황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10,000

550,000원*1개소*1회

200,000원*6개소*2회

50,000원*6명

200,000원*5명

100,000원*5명

150,000원*6개소*12월

10,000,000원*1식

10,000,000원*1개소

10,000,000원*1개소

02 공공운영비 1,188,709 842,279 346,430

○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29,600

○ 하수도 협회비 2,400

○ 하수처리장 통합시스템 통신요금

21,052

○ 상습 민원발생구역 하수차집관로 유지보수비

100,000

○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비

120,000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 관리 대행료

19,200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 보수

12,000

○ 수질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

5,000

○ 실험실 기기수리 및 장비 유지 보수

8,000

○ 하수처리장 자외선 소독설비 유지 보수

30,000

○ CCTV 노후로 인한 교체 및 보수

18,000

○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38,000

○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기 유지보수

20,000

○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유지보수

30,000

○ 분뇨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

20,000

○ 분뇨처리시설 HMI프로그램 유지보수

20,000

1,800,000원*6개소*12월

2,400,000원*1회

33,100원*53개소*12월

1,000,000원*50개소*2회

500,000원*40종*6개소

1,600,000원*12회

1,200,000원*5대*2회

1,000,000원*5종*1회

200,000원*20종*2회

500,000원*60종*1회

1,500,000원*12대*1회

85,000원*2,800톤

400,000원*50종*1회

2,500,000원*12회

400,000원*50종*1회

2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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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청소차량 보험료 및 제세비용

782

○ 청소차량 유류대 6,075

○ 청소차량 수리비 3,600

○ 수질자동측정망(TMS)운영 수질부담금

10,000

○ 송지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보수 30,000

○ 옥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보수 30,000

○ 황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보수 30,000

○ 문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보수 30,000

○ 화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보수 30,000

○ 송지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유지관리

보수 20,000

○ 옥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유지관리

보수 20,000

○ 황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유지관리

보수 20,000

○ 문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유지관리

보수 20,000

○ 화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유지관리

보수 20,000

○ 송지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유지관리

보수 15,000

○ 옥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유지관리

보수 15,000

○ 황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유지관리

보수 15,000

○ 문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유지관리

보수 15,000

○ 화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유지관리

보수 15,000

○ 영전공공하수처리시설 막세정 및 유지 보수

25,000

○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막세정 및 유지 보수

25,000

782,000원*1식

1,350원*375ℓ *12월

300,000원*12월*1대

10,000,000원*1회

2,000,000원*1개소*15종

2,000,000원*1개소*15종

2,000,000원*1개소*15종

2,000,000원*1개소*15종

2,000,000원*1개소*15종

2,000,000원*1개소*10종

2,000,000원*1개소*10종

2,000,000원*1개소*10종

2,000,000원*1개소*10종

2,000,000원*1개소*10종

15,000,000원*1개소

15,000,000원*1개소

15,000,000원*1개소

15,000,000원*1개소

15,000,000원*1개소

5,000,000원*5회

5,000,000원*5회

206 재료비 141,562 182,213 △40,651

01 재료비 141,562 182,213 △40,651

○ 탈수용 슬러지 응집제 구입

40,150

○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수처리제 구입

41,000

○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1,000

11,000원*10kg*365일

410원*20,000ℓ *5회

1,000원*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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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악취 탈취용 미생물 약품 구입

39,412

○ 실험실 및 수질자동측정장치(TMS)수질분석

약품 구입 20,000

9,852,920원*2개소*2회

500,000원*20종*2회

307 민간이전 674,520 674,520 0

05 민간위탁금 674,520 674,520 0

○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674,520320원*5,775톤*365일

401 시설비및부대비 769,680 160,000 609,680

01 시설비 769,680 160,000 609,680

○ 분뇨처리동 협잡물처리기 구매 및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0

○ 분뇨처리동 협잡물처리기 구매 및 교체공사

500,000

○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건축) 실

시설계용역 18,000

○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건축)

200,000

○ 송지 갈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 기술

진단 용역 31,680

20,000,000원*1식

250,000,000원*2대

18,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0,560,000원*3개소

405 자산취득비 11,000 0 11,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 0 11,000

○ 실험실 항온항습기 교체 11,00011,000,000원*1대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451,538 419,486 32,052

101 인건비 1,600 1,6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 1,600 0

○ 마을 하수처리시설 주변 예초작업

1,600160,000원*2명*5일

201 일반운영비 449,938 378,686 71,252

02 공공운영비 449,938 378,686 71,252

○ 마을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

43,000

○ 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유비보수

50,000

○ 마을 하수처리시설 계장설비 유비보수

12,900

○ 마을 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유지보수

50,000

○ 마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54,800

○ 민원처리차량 유류대 7,776

○ 민원처리차량 수선비 2,000

○ 민원처리차량 보험료 및 제세

782

500,000원*43개소*2회

1,000,000원*10개소*5종

300,000원*43개소

5,000,000원*10개소

300,000원*43개소*12월

1,350원*480ℓ *12월

2,000,000원*1식

782,000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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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수거료

48,160

○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및 하수

관거 내부청소 35,520

○ 자외선 소독 램프 및 안정기 교체

45,000

28원*10,000kg*43개소*4회

370,000원*48개소*2회

500,000원*90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발전 시설 174,000 0 174,000

국 87,000

군 8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4,000 0 174,000

국 87,000

군 87,000

01 시설비 166,000 0 166,000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66,000166,000,000원*1식

국 83,000

군 83,000

02 감리비 8,000 0 8,000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8,0008,000,000원*1식

국 4,000

군 4,000

소규모하수도정비 1,162,980 3,134,000 △1,971,020

도 30,000

군 1,132,980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32,980 1,949,000 △916,020

201 일반운영비 2,000 0 2,000

01 사무관리비 2,000 0 2,000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법선정자문료

2,0002,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1,030,980 1,949,000 △918,020

01 시설비 1,030,980 1,949,000 △918,020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0,000

○ 해남 송용 하수도 정비공사

35,000

○ 해남 장활 하수도 정비공사

9,000

○ 해남 부호 하수도 정비공사

35,000

○ 해남 남천 하수도 정비공사

31,000

○ 해남 오천 하수도 정비공사

7,000

○ 해남 구교 하수도 정비공사

8,000

200,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9,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1,000,000원*1식

7,000,000원*1식

8,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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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소규모하수도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해남 복평 하수도 정비공사

24,000

○ 삼산 감당 하수도 정비공사

8,000

○ 삼산 봉학 하수도 정비공사

5,000

○ 삼산 충리 하수도 정비공사

14,000

○ 화산 가좌 하수도 정비공사

25,000

○ 화산 방축 하수도 정비공사

8,000

○ 화산 시목 하수도 정비공사

25,000

○ 화산 무학 하수도 정비공사

35,000

○ 현산 두모 하수도 정비공사

34,000

○ 현산 방두 하수도 정비공사

5,000

○ 송지 방처 하수도 정비공사

12,000

○ 송지 엄남 하수도 정비공사

10,000

○ 송지 가차 하수도 정비공사

10,000

○ 북평 이진 우수관로 정비공사

16,200

○ 북평 남성 우수관로 정비공사

30,000

○ 북평 신평 우수관로 정비공사

45,200

○ 북평 서홍 우수관로 정비공사

62,580

○ 옥천 화촌 하수도 정비공사

30,000

○ 옥천 학동 하수도 정비공사

15,000

○ 계곡 성진 하수도 정비공사

8,000

○ 계곡 대운 하수도 정비공사

30,000

○ 마산 용소 하수도 정비공사

10,000

○ 마산 대상 하수도 정비공사

10,000

○ 마산 금자 하수도 정비공사

30,000

24,000,000원*1식

8,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25,000,000원*1식

35,000,000원*1식

34,000,000원*1식

5,000,000원*1식

12,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6,200,000원*1식

30,000,000원*1식

45,200,000원*1식

62,580,000원*1식

30,000,000원*1식

15,000,000원*1식

8,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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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소규모하수도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마산 오호 하수도 정비공사

20,000

○ 마산 호교 하수도 정비공사

10,000

○ 황산 옥동 하수도 정비공사

33,000

○ 황산 와등 하수도 정비공사

14,000

○ 황산 이목 하수도 정비공사

10,000

○ 문내 동내 하수도 보수공사

27,000

○ 문내 일정 하수도 정비공사

30,000

○ 문내 용암 하수도 정비공사

10,000

○ 문내 남외 하수도 정비공사

20,000

○ 문내 동리 하수도 보수공사

30,000

2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33,000,000원*1식

14,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7,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원*1식

2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도비) 30,000 0 30,000

도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0 30,000

도 30,000

01 시설비 30,000 0 30,000

○ 송지 사구 하수도 정비공사

30,00030,000,000원*1식

도 30,000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100,000 1,185,000 △1,08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185,000 △1,085,000

01 시설비 100,000 1,185,000 △1,085,000

○ 소규모 마을하수도 보수 50,000

○ 하수도 준설공사 50,000

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하수관거정비 1,944,000 1,029,000 915,000

국 1,361,000

군 583,000

송지 미야 하수관로 정비공사 1,071,000 429,000 642,000

국 750,000

군 32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71,000 429,000 642,000

국 750,000

군 321,000

01 시설비 1,030,000 429,000 601,000

○ 송지 미야 하수관로 정비공사

1,030,0001,030,000,000원*1식

국 7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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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관거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308,000

02 감리비 40,000 0 40,000

○ 송지 미야 하수관로 정비공사

40,00040,000,000원*1식

국 28,000

군 12,000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 송지 미야 하수관로 정비공사

1,0001,000,000원*1식

해남 하수관로 정비사업 873,000 600,000 273,000

국 611,000

군 26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73,000 600,000 273,000

국 611,000

군 262,000

01 시설비 772,000 600,000 172,000

○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772,000772,000,000원*1식

국 541,000

군 231,000

02 감리비 100,000 0 100,000

○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00100,000,000원*1식

국 70,000

군 30,000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01,000,000원*1식

하수처리장 설치 1,100,000 1,352,229 △252,229

국 500,000

도 100,000

군 500,000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계곡 가학) 100,000 552,229 △452,229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552,229 △452,229

01 시설비 100,000 507,573 △407,573

○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

100,000100,000,000원*1식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00,000 800,000 200,000

국 500,000

도 100,000

군 4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800,000 200,000

국 500,000

도 100,000

군 400,000

01 시설비 999,000 800,000 1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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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99,000999,000,000원*1식

국 500,000

도 100,000

군 399,000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001,000,000원*1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9,739,000 6,584,252 3,154,748

국 2,200,000

도 188,000

군 7,351,000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현산 시등) 2,031,000 1,385,386 645,614

국 305,000

도 26,000

군 1,7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31,000 1,385,386 645,614

국 305,000

도 26,000

군 1,700,000

01 시설비 2,030,000 1,282,409 747,591

○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

2,030,0002,030,000,000원*1개소

국 305,000

도 26,000

군 1,699,000

03 시설부대비 1,000 6,000 △5,000

○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

1,0001,000,000원*1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송지 방처) 1,972,000 1,327,580 644,420

국 1,380,000

도 118,000

군 47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72,000 1,327,580 644,420

국 1,380,000

도 118,000

군 474,000

01 시설비 1,591,000 1,228,649 362,351

○ 송지 방처 농어촌 마을하수도

1,591,0001,591,000,000원*1식

국 1,040,000

도 118,000

군 433,000

02 감리비 380,000 92,931 287,069

○ 송지 방처 농어촌 마을하수도

380,000380,000,000원*1식

국 340,000

군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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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1,000 6,000 △5,000

○ 송지 방처 농어촌 마을하수도

1,0001,000,000원*1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현산 신방) 1,000,000 314,000 68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314,000 686,000

01 시설비 959,000 314,000 645,000

○ 현산 신방 농어촌 마을하수도

959,000959,000,000원*1식

02 감리비 40,000 0 40,000

○ 현산 신방 농어촌 마을하수도

40,0004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 현산 신방 농어촌 마을하수도

1,0001,000,000원*1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계곡 태인) 1,000,000 814,286 185,714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814,286 185,714

01 시설비 969,000 756,586 212,414

○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969,000969,000,000원*1식

02 감리비 30,000 57,700 △27,700

○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30,0003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1,0001,000,000원*1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북평 서홍) 1,000,000 257,000 74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257,000 743,000

01 시설비 959,000 257,000 702,000

○ 북평 서홍 농어촌 마을하수도

959,000959,000,000원*1식

02 감리비 40,000 0 40,000

○ 북평 서홍 농어촌 마을하수도

40,0004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 북평 서홍 농어촌 마을하수도

1,0001,000,000원*1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북일 흥촌) 1,000,000 966,000 3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966,000 34,000

01 시설비 969,000 892,380 76,620

○ 북일 흥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969,000969,000,000원*1식

02 감리비 30,000 67,620 △3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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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북일 흥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30,0003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000 6,000 △5,000

○ 북일 흥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1,0001,000,000원*1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북평 와룡) 1,000,000 1,206,000 △20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1,206,000 △206,000

01 시설비 959,000 1,115,580 △156,580

○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959,000959,000,000원*1식

02 감리비 40,000 84,420 △44,420

○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40,00040,000,000원*1식

03 시설부대비 1,000 6,000 △5,000

○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1,0001,000,000원*1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송지 마봉) 300,000 0 300,000

국 210,000

도 18,000

군 7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0 300,000

국 210,000

도 18,000

군 72,000

01 시설비 280,000 0 280,000

○ 송지 마봉 농어촌 마을하수도

280,000280,000,000원*1식

국 196,000

도 17,000

군 67,000

02 감리비 19,000 0 19,000

○ 송지 마봉 농어촌 마을하수도

19,00019,000,000원*1식

국 14,000

도 1,000

군 4,000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 송지 마봉 농어촌 마을하수도

1,0001,000,000원*1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화산 대지) 300,000 0 300,000

국 210,000

도 18,000

군 7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0 300,000

국 210,000

도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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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군 72,000

01 시설비 280,000 0 280,000

○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280,000280,000,000원*1식

국 196,000

도 17,000

군 67,000

02 감리비 19,000 0 19,000

○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19,00019,000,000원*1식

국 14,000

도 1,000

군 4,000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1,0001,000,000원*1식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계곡 여수) 136,000 0 136,000

국 95,000

도 8,000

군 3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6,000 0 136,000

국 95,000

도 8,000

군 33,000

01 시설비 135,000 0 135,000

○ 계곡 여수 농어촌 마을하수도

135,000135,000,000원*1식

국 95,000

도 8,000

군 32,000

03 시설부대비 1,000 0 1,000

○ 계곡 여수 농어촌 마을하수도

1,0001,000,000원*1식

상하수도관리 615,655 518,186 97,469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151,900 146,100 5,800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151,900 146,100 5,800

101 인건비 4,800 4,800 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600 4,200 △600

○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 3,600

― 작업복 2,400

― 작업화 1,200

200,000원*12명

100,000원*12명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0 600 600

○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 1,200

― 작업복 800

― 작업화 400

200,000원*4명

100,000원*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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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하수도관리

단위: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138,100 122,300 15,800

01 사무관리비 28,900 22,100 6,800

○ 상하수도 검침원 피복비 300

― 작업복 200

― 작업화 100

○ 상하수도요금 고지용 토너 및 전산소모품 구

입 9,600

○ 상하수도요금 납부고지서 용지 구입

12,000

○ 과다사용 안내문 및 급수정지 통보문 제작

1,000

○ 상하수도 검침원 필요 물품 구입

6,000

200,000원*1명

100,000원*1명

800,000원*12월

4,000,000원*3회

500,000원*2종

500,0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109,200 100,200 9,000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108,000

○ 상하수도요금 스마트 문자전송 비용

1,200

9,000,000원*12월

100,000원*12월

203 업무추진비 3,000 3,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0

○ 상하수도 업무 시책추진 3,0003,000,000원

405 자산취득비 6,000 6,00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6,000 0

○ 상수도 검침 PDA 및 영상검침기 교체

6,0002,000,000원*3대

상하수도관리 463,755 372,086 91,669

청사유지관리 10,950 15,210 △4,260

201 일반운영비 10,000 8,000 2,000

01 사무관리비 10,000 8,000 2,000

○ 상하수도사업소 조경수 위탁운영

10,00010,000,000원*1식

206 재료비 200 200 0

01 재료비 200 200 0

○ 상하수도사업소 수목관리재료 구입

200200,000원*1회

405 자산취득비 750 1,250 △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50 1,250 △500

○ 업무용 의자 교체 750250,000원*3개

상하수도 운영 452,805 356,876 95,929

101 인건비 88,870 132,861 △43,991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9,600 59,808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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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하수도관리

단위: 상하수도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상하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관내여비

39,60020,000원*11명*15일*12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270 73,053 △23,783

○ 상하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관내여비

14,400

○ 상하수도 검침원 급여 29,300

― 급여 17,640

― 상여금 5,880

― 유급휴일수당 3,640

― 연차유급휴가수당 1,540

― 명절휴가비 600

○ 상하수도 검침원 4대 보험료

3,470

○ 상하수도 검침원 퇴직금 2,100

20,000원*4명*15일*12월

70,000원*1명*21일*12월

70,000원*1명*21일*400%

70,000원*1명*52주

70,000원*1명*22일

300,000원*1명*2회

29,300,000원*11.84%

70,000원*1명*30일

201 일반운영비 296,735 224,015 72,720

01 사무관리비 39,015 38,295 720

○ 상하수도사업소 일직비 6,900

○ 상하수도사업소 숙직비 21,960

○ 당직실 침구 구입 400

○ 당직실 침구 세탁 2,400

○ 청사 방역 소독비 1,600

○ 청사 화장실 비데 수리 및 필터교체

900

○ 사무실 정수기 렌탈 및 관리 비용

792

○ 청사 환경정비 화분 구입 600

○ 사무실 공기청정기 렌탈 1,260

○ 상하수도사업소 무인경비 용역료

1,800

○ 디지털 위성방송 시청료 403

60,000원*115일

60,000원*366일

100,000원*2식*2회

100,000원*2회*12월

800,000원*2회

50,000원*6대*3회

33,000원*2대*12월

150,000원*4회

35,000원*3대*12월

150,000원*12월

33,520원*12월

02 공공운영비 257,720 185,720 72,000

○ 상하수도사업소(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40,000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사용료

1,800

○ 상하수도사업소 난방유류비

8,100

○ 관리동 난방보일러 수리비 1,200

○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유지 보수비

4,800

○ 에어컨수리 및 냉매 충전 1,750

○ 소방안전협회비 70

20,000,000원*12월

150,000원*12월

900원*60L*150일

1,200,000원*1회

400,000원*12월

175,000원*10대

70,000원*1회

202 여비 7,200 0 7,200

01 국내여비 7,200 0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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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하수도관리

단위: 상하수도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상하수도 검침원 업무추진 관내여비

7,20020,000원*2명*15일*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0 60,000

01 시설비 60,000 0 60,000

○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조성 공사

60,00060,000,000원*1식

행정운영경비(상하수도사업소) 94,752 101,312 △6,560

기본경비(상하수도사업소) 94,752 101,312 △6,560

기본경비(상하수도사업소) 26,400 23,360 3,040

201 일반운영비 19,000 19,000 0

01 사무관리비 19,000 19,000 0

○ 부서운영비(총액) 19,00019,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7,400 4,360 3,04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0 760 1,000

○ 상하수도사업소(정원44명) 1,76040,000원*44명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640 3,600 2,04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44명)

5,640470,000원*12월

기본경비(관리팀) 22,080 26,016 △3,936

201 일반운영비 8,640 9,216 △576

01 사무관리비 8,640 9,216 △576

○ 관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8,6408,640,000원

202 여비 13,440 16,800 △3,360

01 국내여비 13,440 16,800 △3,360

○ 기본 국내여비 13,44013,440,000원

기본경비(상수도팀) 21,888 24,768 △2,880

201 일반운영비 10,368 10,368 0

01 사무관리비 10,368 10,368 0

○ 상수도팀 업무추진 급량비 10,36810,368,000원

202 여비 11,520 14,400 △2,880

01 국내여비 11,520 14,400 △2,880

○ 기본 국내여비 11,52011,520,000원

기본경비(하수시설팀) 9,792 10,656 △864

201 일반운영비 4,032 3,456 576

01 사무관리비 4,032 3,456 576

○ 하수시설팀 업무추진 급량비 4,0324,032,000원

202 여비 5,760 7,200 △1,440

01 국내여비 5,760 7,200 △1,440

○ 기본 국내여비 5,7605,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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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행정운영경비(상하수도사업소)

단위: 기본경비(상하수도사업소)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본경비(하수처리팀) 14,592 16,512 △1,920

201 일반운영비 6,912 6,912 0

01 사무관리비 6,912 6,912 0

○ 하수처리팀 업무추진 급량비 6,9126,912,000원

202 여비 7,680 9,600 △1,920

01 국내여비 7,680 9,600 △1,920

○ 기본 국내여비 7,6807,680,000원

재무활동(상하수도사업소) 13,485,273 5,542,204 7,943,069

내부거래지출(상하수도사업소) 13,485,273 5,542,204 7,943,069

내부거래지출(상하수도사업소) 13,485,273 5,542,204 7,943,069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3,485,273 5,542,204 7,943,069

01 기타회계전출금 13,485,273 5,542,204 7,943,069

○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3,485,27313,485,2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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