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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식수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단위: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9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9,175,350 5,950,456 3,224,894

상수도식수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8,975,350 5,700,456 3,274,894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상수도사업특별회계) 8,975,350 5,700,456 3,274,894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 7,415,932 4,488,000 2,927,932

401 시설비및부대비 170,000 105,000 65,000

01 시설비 170,000 105,000 65,000

○도서지역 상수도 관로보수

20,000

○도서지역 취정수장 배관교체 및 펌프교체

40,000

○미사용 수도계량기 폐전사업

10,000

○포산-서망간 도로시설공사 구간 상수도 이설

공사 100,000

4,000,000원*5개소

5,000,000원*8회

2,500,000원*4회

100,000,000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245,932 4,350,000 2,895,932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245,932 4,350,000 2,895,932

○지방상수도 위탁 통합운영대가

6,245,932

○청용 정수장 정수시설 개선 700,000

○지방상수도 정수장 기술진단

300,000

6,245,932,000원

700,000,000원

300,000,000원*1회

지방상수도 검침 및 누수점검 1,450,350 1,212,456 237,894

201 일반운영비 168,210 156,210 12,000

01 사무관리비 53,600 42,550 11,05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45,0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2

, 4리터) 1,5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소모품 구입

3,1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안전장비 구

입 2,5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련종사자

피복비 1,500

9,000,000원*5개소

2,500원*50개*12월

620,000원*5개소

500,000원*5개소*1회

300,000원*5명*1회

02 공공운영비 114,610 113,660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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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6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인터넷,전화

요금 4,200

○상수도 협회비 950

12,500,000원

9,500,000원

2,205,000원*12월

70,000원*5개소*12월

950,000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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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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및

난방비 7,000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정수장 여과기 유지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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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원*5개소*2회

2,000,000원*5개소

3,000,000원*5개소

3,000,000원*5개소

2,500,000원*5개소

300,000원*5개소

202 여비 8,640 8,640 0

01 국내여비 8,640 8,640 0

○수도검침 및 징수업무 출장여비

8,64020,000원*4명*12회*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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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00 900,000 300,000

07 자치단체간부담금 1,200,000 900,000 300,000

○장흥댐 광역상수도 물사용료

1,200,0001,200,000,000원

지방상수도 검침 및 누수점검(인건비) 109,068 0 109,068

101 인건비 109,068 0 109,06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9,068 0 109,068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정수장 관리운영 인부임 59,568

― 기본급 43,287

― 주휴수당 7,081

― 사회보험료 7,200

― 상여금 2,000

○지방상수도 취수원지 잡초제거 인부임

49,500

66,800원*2명*27일*12월

66,800원*2명*53주

300,000원*2명*12월

500,000원*2명*2회

100,000원*11개소*15일*3회

지방상수도 확충 및 마을상수도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

ㆍ수질)

200,000 250,000 △50,000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및 급수관로시설(상수도사업특별

회계)

200,000 250,000 △50,000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세입관련 200,000 250,00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5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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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책: 지방상수도 확충 및 마을상수도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단위: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및 급수관로시설(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200,000 250,000 △50,000

○상수도 개인급수시설 계량기 설치

200,0001,000,000원*2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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