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간이상수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10,898,988 11,908,721 △1,009,733

도 339,000

시 10,559,988

상수도 관리(환경/상하수도ㆍ수질) 2,646,988 3,573,921 △926,933

도 339,000

시 2,307,988

간이상수도 관리 1,896,988 2,748,921 △851,933

도 339,000

시 1,557,988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 282,488 390,921 △108,433

201 일반운영비 81,675 97,671 △15,996

01 사무관리비 16,300 17,700 △1,400

○수도 미보급지역 취약 관정 이용가구 먹는샘

물 지원 16,300

― 차량운반비(임차료) 3,000

― 생수 구입(2ℓ ) 13,300

500,000원 * 6회

700원 * 19,000병

02 공공운영비 65,375 79,971 △14,596

○마을상수도 정기검사 수수료(전항목)

20,402

○마을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10,709

○마을상수도 계곡수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614

○마을상수도 수질감시항목(우라늄) 수질검사

수수료 2,650

○마을상수도 수질감시항목(라돈) 수질검사 수

수료 25,000

○마을상수도 관리시스템 통신비

6,000

326,420원 * 125개소 * 1/2

267,720원 * 20개소 * 2회

30,700원 * 10개소 * 2회

10,600원 * 125개소 * 4회 * 1/2

100,000원 * 125개소 * 2회

500,000원 * 12월

206 재료비 10,813 15,750 △4,937

01 재료비 10,813 15,750 △4,937

○마을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

6,250

○마을상수도 수위조절기 배터리 구입

3,000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

938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625

― 2ℓ 375

― 4ℓ 250

500원 * 50ℓ * 125개소 * 2회

50,000원 * 60개소

7,500원 * 125개소

1,000원 * 125개소 * 3회

2,000원 * 125개소 * 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190,000 277,500 △87,500

01 시설비 190,000 277,500 △87,500

○봉현면 한천리 샘골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

치 50,00050,000,000원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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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간이상수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평은면 천본1리 멀래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

치 50,000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소모품 교체

50,000

○마을상수도 노후 염소소독기 교체

40,000

50,000,000원 * 1개소

5,000,000원 * 10개소

4,000,000원 * 10개소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 1,185,500 1,929,000 △743,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85,500 1,929,000 △743,500

01 시설비 1,181,008 1,925,292 △744,284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

150,000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 용역

47,500

○마을상수도 예초 용역 9,000

○마을상수도 긴급수리 100,000

○마을상수도 노후 기계시설물 교체

100,000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지하수법 제7조

의 3규정) 15,000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청소, 검사 및 정비(지

하수법 제9조의 5규정) 50,000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마을상수도 시설물

철거공사(6개소) 60,000

○풍기읍 삼가리 샘밭골 마을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L=200m) 30,000

○풍기읍 산법리 산의실 마을상수도 노후관개체

공사(L=1,700m) 202,532

○부석면 용암2리 화감 마을상수도 노후관개체

공사(L=3,500m) 416,976

100,000원 * 125지구 * 12월

190,000원 * 125지구 * 2회

90,000원 * 100회

1,000,000원 * 100회

5,000,000원 * 20개소

3,000,000원 * 5개소

5,000,000원 * 10개소

15,000,000원 * 4개소

150,000원 * 200m

120,000원 * 1,700m * 99.28/100

120,000원 * 3,500m * 99.28/100

03 시설부대비 4,492 3,708 784

○풍기읍 산법리 산의실 마을상수도 노후관개체

공사(L=1,700m) 1,468

○부석면 용암2리 화감 마을상수도 노후관개체

공사(L=3,500m) 3,024

1,468,000원 * 1식

120,000원 * 3,500m * 0.72/100

(도)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전환사업) 429,000 429,000 0

도 339,000

시 9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29,000 429,000 0

도 339,000

시 90,000

01 시설비 425,912 425,912 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평은면 오운2리 새

터, 평은면 강동1리 왕머리)

425,912429,000,000원 * 1식 * 99.28/100

도 3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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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간이상수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86,912

03 시설부대비 3,088 3,088 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평은면 오운2리 새

터, 평은면 강동1리 왕머리) 3,088

3,088,000원 * 1식

농촌농업생활용수 관리 750,000 825,000 △75,000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전환사업) 750,000 825,000 △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50,000 825,000 △75,000

01 시설비 744,600 819,803 △75,203

○기초생활인프라(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봉현면 두산2리 소미골, 장수면 호문3리 보통

골) 744,600750,000,000원 * 99.28/100

03 시설부대비 5,400 5,197 203

○기초생활인프라(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봉현면 두산2리 소미골, 장수면 호문3리 보통

골) 5,400750,000,000원 * 0.72/100

재무활동(수도사업소)(환경/상하수도ㆍ수질) 8,252,000 8,334,800 △82,800

내부거래지출 8,252,000 8,334,800 △82,800

내부거래 지출 8,252,000 8,334,800 △82,8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8,252,000 8,334,800 △82,800

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8,252,000 8,334,800 △82,800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252,000

― 상수도분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 6,257,000

ㆍ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산면 급수구역

) 151,000

ㆍ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문수면 급수구역

) 237,000

ㆍ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평은면 급수구역

) 975,000

ㆍ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535,000

ㆍ노후상수도 정비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4,082,000

ㆍ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

32,000

ㆍ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245,000

※단산면 구구1리 오현 지방상수도 전환

공사 117,000

※평은면 용혈리 지방상수도 전환공사

128,000

― 각종 행사지원비(인삼축제, 선비문화축제

등) 20,000

― 부석면 남대리 지방상수도 전환공사

580,000

151,000,000원 * 1식

237,000,000원 * 1식

975,000,000원 * 1식

535,000,000원 * 1식

4,082,000,000원 * 1식

32,000,000원 * 1식

117,000,000원 * 1식

128,000,000원 * 1식

20,000,000원 * 1식

580,000,000원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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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재무활동(수도사업소)(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내부거래지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풍기 인삼엑스포 배수관로 매설공사

450,000

― 부석면 소천리 사그레이 지방상수도 전환공

사 100,000

― 북부권역(순흥,단산,부석) 지방상수도 전환

공사 300,000

― 순흥면 죽계천지구 상수관로 이설공사

100,000

― 순흥정수장 취수시설 개선공사

45,000

― 상수관로매설 지하시설물 DB구축(GIS) 용역

200,000

― 지방상수도 가압장 유지관리 및 긴급수리

200,000

450,000,000원 * 1식

100,000,000원 * 1식

300,000,000원 * 1식

100,000,000원 * 1식

45,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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