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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식수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단위: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7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상하수도사업소 9,956,970 10,890,691 △933,721

상수도식수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9,706,970 10,590,691 △883,721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상수도사업특별회계) 9,706,970 10,590,691 △883,721

지방상수도 검침 및 누수점검 1,220,583 1,216,197 4,386

101 인건비 82,433 78,027 4,40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433 78,027 4,406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정수장 관리운영인부임 76,083

― 기본급(51,760원*4명*260일) 53,830

― 주휴수당(51,760원*4명*53주)

10,973

― 사회보험료 5,040

― 상여금 4,000

― 연차유급휴가수당 2,240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1,550

○기간제근로자 관내출장 여비

4,800

53,830,000원

10,973,000원

105,000원*4명*12월

500,000원*4명*2회

560,000원*4명*1회

387,500원*4명*1회

20,000원*4명*5일*12월

201 일반운영비 155,050 155,070 △20

01 사무관리비 42,350 42,370 △2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3,0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2

, 4리터) 1,5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전산프린터기 소모품 구

입 1,500

○상수도 협회비 950

○지방상수도 시설물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1,4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안전장비 구

입 2,5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련종사자

피복비 1,500

6,600,000원*5개소

2,500원*50개*12월

300,000원*5대

950,000원*1회

7,000원*4명*50일

500,000원*5개소*1회

300,000원*5명*1회

02 공공운영비 112,700 112,700 0

○가사 취·정수장 관련시설 전기료(1,041,660

원*12월) 12,500

○관사·성남 정수장 관련시설 전기료(791,660

원*12월) 9,500

○동·서거차 취·정수장 관련시설 전기료

25,5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인터넷,전화

요금 4,2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운영관리 및

난방비 7,0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정수장 여과기 유지비

10,000

12,500,000원

9,500,000원

2,125,000원*12월

70,000원*5개소*12월

700,000원*5개소*2회

2,000,000원*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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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식수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단위: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사 수선

비 15,0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전기제어설

비 수리 15,0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펌프 수리비

12,500

○지방상수도 정수장 예취작업에 따른 유류비

1,500

3,000,000원*5개소

3,000,000원*5개소

2,500,000원*5개소

300,000원*5개소

202 여비 9,600 9,600 0

01 국내여비 9,600 9,600 0

○수도검침 및 징수업무 출장여비

9,600200,000원*4명*12월

206 재료비 73,500 73,500 0

01 재료비 73,500 73,500 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염소 소독약 구입

15,0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PAC 구입

8,500

○관사 성남 정수장 여과 필터구매

50,000

3,000,000원*5개소

1,700,000원*5개소

10,000,000원*5개소

308 자치단체등이전 900,000 900,000 0

07 자치단체간부담금 900,000 900,000 0

○장흥댐 광역상수도 물사용료

900,000225,000,000원*4회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 8,486,387 9,374,494 △888,107

101 인건비 30,250 30,25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250 30,250 0

○지방상수도 취수원지 잡초제거 인부임

30,25055,000원*11개소*10일*5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85,000 395,000 △310,000

01 시설비 85,000 395,000 △310,000

○도서지역 상수도 관로보수

15,000

○도서지역 취정수장 배관교체 및 펌프교체

50,000

○미사용 수도계량기 폐전사업

20,000

3,000,000원*5개소

10,000,000원*5개소

5,000,000원*4회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121,137 8,949,244 △828,107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8,121,137 8,949,244 △828,107

○지방상수도 위탁 통합운영대가

8,121,1378,121,137,000원

405 자산취득비 250,000 0 25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0 0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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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수원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250,000250,000,000원*1개소

지방상수도 확충 및 마을상수도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

ㆍ수질)

250,000 300,000 △50,000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및 급수관로시설(상수도사업특별

회계)

250,000 300,000 △50,000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세입관련 250,000 300,00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0 300,000 △50,000

01 시설비 250,000 300,000 △50,000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계량기 설치

250,0001,000,000원*25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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