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환경상하수도과

정책: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

단위: 상수도 운영(상수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7년도 본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전체

환경상하수도과 4,779,658 4,430,365 349,293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 3,579,334 4,030,365 △451,031

상수도 운영(상수도특별회계) 3,379,334 3,830,365 △451,031

상수도시설운영 및 관리 3,379,334 3,830,365 △451,031

101 인건비 4,200 7,236 △3,03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0 7,236 △3,036

○ 대동수원지 관리(잡목제거 등) 인부임

4,200120,000원*5명*7일

201 일반운영비 362,434 352,025 10,409

01 사무관리비 38,400 40,808 △2,408

○ 대동수원지 일숙직비 26,230

- 일직비 6,840

- 숙직비 19,390

○ 상수도관리 업무용 칼라복사기 카트리지 구

입 2,000

○ 상수도관리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600

○ 상수도관리 특근자 매식비

1,680

○ 상수도 소규모 수선비 2,500

○ 상수도 소모품 구입비 500

○ 상수도요금 가상계좌 수수료

4,320

○ 대동수원지 관리사 냉온정수기 임대료

570

60,000원*114일

60,000원*114일+50,000원*251일

250,000원*4종*2회

200,000원*3명

7,000원*4명*5일*12월

500,000원*5개소

500,000원

80원*4,500건*12회

47,500원*12월

02 공공운영비 324,034 311,217 12,817

○ 대동수원지 관리사 유지보수비 500

○ 대동수원지 보일러 수선비 500

○ 동력잔디깎기 및 예초기 유지비 617

- 수선비 200

- 유류대 417

○ 대동수원지 난방 연료비 876

○ 상수도업무추진 차량 유지관리비 5,856

- 자동차세 및 보험료 1,000

- 유류대 2,856

- 차량수선비 2,000

○ 한국상하수도협회비(상수도) 820

○ 상수도관리 전기요금 1,800

- 대동수원지 관리사 전기요금

1,800

○ 시설물 및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45

500,000원

500,000원

100,000원*2회

1,390원*300ℓ

730원*200ℓ *6월

1,000,000원

1,190원*200ℓ *12월

1,000,000원*2회

820,000원

150,000원*12월

172,470원*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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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수원지 관리사 상수도요금

240

○ 대동수원지 관리사 전화요금 720

○ 평림댐 광역상수도요금

311,760

20,000원*12월

60,000원*12월

433원*60,000톤*12월

202 여비 7,700 10,780 △3,080

01 국내여비 7,700 10,780 △3,080

○ 상수도 운영 교육여비 4,200

○ 상수도 운영 업무추진 여비

3,500

50,000원*7명*12월

20,000원*7명*25일

307 민간이전 3,000,000 3,450,324 △450,324

05 민간위탁금 3,000,000 3,450,324 △450,324

○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3,000,0003,000,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 10,000 △5,000

01 시설비 5,000 10,000 △5,000

○ 대동수원지 관리사 주변포장 및 법면 정리

5,0005,000,000원

지방상수도 개발(상수도특별회계) 200,000 200,000 0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200,000 2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200,000 0

01 시설비 200,000 200,000 0

○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

200,000500,000원*400개소

예비비 1,200,324 400,000 800,324

예비비(상수도특별회계) 1,200,324 400,000 800,324

예비비 1,200,324 400,000 800,324

801 예비비 1,200,324 400,000 800,324

01 일반예비비 1,200,324 400,000 800,324

○예비비 1,200,3241,200,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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