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식수 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단위:천원)

수도과 2,832,712 4,658,076 △1,825,364

균            696,819

분             31,049

시          2,104,844

상수도·식수 관리 2,801,663 1,634,165 1,167,498

균            696,819

시          2,104,844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2,362,052 1,167,385 1,194,667

균            696,819

시          1,665,233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393,816 280,000 113,816

401 시설비및부대비 393,816 280,000 113,816

01  시설비

  ○ 소초면 평장2리 신촌 마을상수도 설치사

    업

  ○ 귀래면 용암2리 당우, 벌말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0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80,000 111,000391,000

 241,000  241,000,000원 * 1식

 150,000  150,000,000원 * 1식

0 2,8162,816

2,816391,000,000원*0.72/100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574,598 476,305 98,293

401 시설비및부대비 574,598 476,305 98,293

01  시설비

  ○ 신림면 용암2리 수련동 마을상수도 개량

    사업

  ○ 부론면 정산1리 공말 마을상수도 개량사

    업

  ○ 소초면 평장1리 골말 마을상수도 개량사

    업(배수탱크)

  ○ 문막읍 비두1리 큰말 마을상수도 개량공

    사(관정개발등)

  ○ 흥업면 사제1리 봉미 마을상수도 개량공

    사(배수탱크등)

  ○ 호저면 광격리 2반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배수탱크 및 관로 교체)

03  시설부대비

472,900 98,100571,000

 151,000  151,000,000원 * 1식

 70,000  70,000,000원 * 1식

 40,000  40,000,000원 * 1식

 70,000  70,000,000원 * 1식

 40,000  40,000,000원 * 1식

 200,000  200,000,000원 * 1식

3,405 193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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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식수 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단위:천원)

  ○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

 3,598  571,000,000원 * 0.63/100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393,638 411,080 982,558

균            696,819

시            696,819

401 시설비및부대비 1,393,638 411,080 982,558

균            696,819

시            696,819

01  시설비

  ○ 귀래면 운남2리 운암동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 귀래면 귀래3리 웅동 소규모수도시설 개

    량사업

  ○ 부론면 정산4리 모산 소규모수도시설 개

    량사업

  ○ 부론면 단강2리 작실 소규모수도시설 개

    량사업

  ○ 부론면 노림리 밤개 소규모수도시설 개

    량사업

  ○ 부론면 단강리 세포 소규모수도시설 개

    량사업

  ○ 부론면 단강2리 하부론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 소초면 수암2리 식송 소규모수도시설 개

    량사업

411,080 982,5581,393,638

 151,239  151,239,000원 * 1식

균             75,619

시             75,620

 156,669  156,669,000원 * 1식

균             78,334

시             78,335

 133,173  133,173,000원 * 1식

균             66,587

시             66,586

 38,500  38,500,000원 * 1식

균             19,250

시             19,250

 95,488  95,488,000원 * 1식

균             47,744

시             47,744

 99,156  99,156,000원 * 1식

균             49,578

시             49,578

 100,000  100,000,000원 * 1식

균             50,000

시             50,000

 100,740  100,740,000원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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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식수 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단위:천원)

  ○ 소초면 교황1리 대동 소규모급수시설 개

    량사업

  ○ 신림면 용암2리 종림 소규모수도시설 개

    량사업

  ○ 신림면 송계1리 도용 소규모수도시설 개

    량사업

  ○ 신림면 금창리 가리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균             50,370

시             50,370

 123,998  123,998,000원 * 1식

균             61,999

시             61,999

 160,802  160,802,000원 *1식

균             80,401

시             80,401

 188,624  188,624,000원 * 1식

균             94,312

시             94,312

 45,249  45,249,000원 * 1식

균             22,625

시             22,624

깨끗한 수돗물 공급 439,611 466,780 △27,169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239,611 316,780 △77,169

201 일반운영비 10,000 0 10,000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 자연방사성물질(년 2회)

0 10,00010,000

10,000

 10,000  10,000,000원*1식

206 재료비 13,611 9,780 3,831

01  재료비

  ○정부비축물자

  ○ 소독약품(고체)

  ○ 소독약품(액체)

  ○ 수질검사용채수병(1ℓ)

  ○ 수질검사용채수병(2ℓ)

  ○ 수질검사용채수병(4ℓ)

  ○ BOD병(300㎖)

  ○ 건강진단용 채변봉

9,780 3,83113,611

4803,000원*160㎏

1,3503,000원*450㎏

9,24013,200원*700통

660110,000원*6박스

99099,000원*10박스

540108,000원*5박스

1201,200원*100병

23177,000원*3박스

307 민간이전 120,000 10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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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식수 관리
단위: 깨끗한 수돗물 공급 (단위:천원)

05  민간위탁금

  ○ 마을(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 용역대

    행수수료

  ○ 마을(소규모) 급수시설 배수탱크 청소

    용역비(171개소)

100,000 20,000120,000

 60,000  60,000,000원*1식

 60,000  60,000,000원*1식

401 시설비및부대비 96,000 207,000 △111,000

01  시설비

  ○ 정수여과필터 교체사업

  ○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비용(

    귀래면 운계리 다둔외 16개소)

  ○ 지하수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비

    용(귀래면 귀래1리 평촌외 2개소)

207,000 △111,00096,000

 16,000  2,000,000원*8개소

 68,000  4,000,000원*17개소

 12,000  4,000,000원*3개소

긴급민원해소사업 200,000 150,000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150,000 50,000

01  시설비

  ○ 긴급민원해소 사업

150,000 50,000200,000

200,0005,000,000원*40개소

재무활동(수도과) 31,049 23,911 7,138

분             31,049

내부거래지출 31,049 23,911 7,138

분             31,049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전출금(상특) 31,049 23,911 7,138

분             31,049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31,049 23,911 7,138

분             31,049

01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금 전출(상

    특)

23,911 7,13831,049

 31,049  31,049,000

분             3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