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

단위: 지방상수도 운영(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수도사업소 3,425,190 3,690,300 △265,110

상수도 관리 3,425,190 3,690,300 △265,110

지방상수도 운영(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25,190 2,540,300 △15,110

지방상수도 시설물관리 2,518,230 2,529,580 △11,350

201 일반운영비 32,130 27,140 4,990

01 사무관리비 19,530 18,140 1,390

○ 일반수용비 8,000

― 소모품 구입 7,000

― 물 절약 관련 홍보물 제작 1,000

○ 수도법정 위탁교육비 2,450

○ 수도시설 및 약수터 보수용 피복비

1,400

○ 급량비 7,680

7,000,000

1,000,000원

350,000원 * 7명

200,000원 * 7명

8,000원 * 8명 * 120일

02 공공운영비 12,600 9,000 3,600

○ 지급수수료 9,000

― 상수도요금 가상계좌이용 수수료

2,400

―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

6,000

― 상수도요금 간단-e납부이용 수수료

600

○ 지방상수도 가압장 전기 및 통신요금

3,600

200,000원 * 12월

500,000원 * 12월

50,000원 * 12월

300,000원*12

202 여비 13,000 19,440 △6,440

01 국내여비 13,000 19,440 △6,440

○ 상수도 업무추진 여비 13,00013,000,000

206 재료비 2,473,100 2,483,000 △9,900

01 재료비 2,473,100 2,483,000 △9,900

○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2,468,100

○ 절수기기 구입 등 5,000

475,000톤 * 433원 * 12월

5,000,000원

지방상수도 수질관리 6,960 10,720 △3,760

201 일반운영비 4,960 4,960 0

01 사무관리비 4,960 4,960 0

○ 일반수용비 3,000

― 수돗물 품질보고서 리후렛 제작

3,000

○ 운영수당 1,960

―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960

3,000,000원

70,000원 * 7명 * 4회

202 여비 2,000 5,760 △3,760

01 국내여비 2,000 5,760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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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

단위: 지방상수도 운영(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수질관리 업무추진 여비 2,0002,000,000

지방상수도 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900,000 1,150,000 △250,000

상수도 가정관로 급수공사 600,000 850,000 △250,000

206 재료비 150,000 200,000 △50,000

01 재료비 150,000 200,000 △50,000

○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 150,000

― 수도미터기 60,000

― 수도미터기 보호통 90,000

60,000,000원

90,000,000원

402 민간자본이전 450,000 650,000 △200,000

03 민간위탁사업비 450,000 650,000 △200,000

○ 민간대행 가정급수공사비 450,000450,000,000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 300,000 3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300,000 0

01 시설비 297,840 300,000 △2,160

○ 상수원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

247,840

○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 및 보수

50,000

247,840,000원

5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2,160 0 2,160

○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

2,160300,000,000원*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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