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500,000원 * 6회

  700원 * 25,000병

 330,000원 * 120개소 * 1/2

 30,000원 * 120개소 * 3회

 270,000원 * 20개소 * 2회

 31,000원 * 10개소 * 2회

 11,000원 * 120개소 * 4회 * 1/2

 100,000원 * 120개소 * 4회 * 1/2

 500,000원 * 12월

 6,500,000원 * 1식

 500원 * 50ℓ * 120개소 * 2회

 50,000원 * 50개소

 7,500원 * 120개소

 1,000원 * 120개소 * 3회

 2,000원 * 120개소 * 1회

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간이상수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수도사업소 15,552,060 10,898,988 4,653,072

도  300,000

시  15,252,060

상수도 관리(환경/상하수도ㆍ수질) 1,267,060 2,646,988 △1,379,928

도  300,000

시  967,060

간이상수도 관리 1,267,060 1,896,988 △629,928

도  300,000

시  967,060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 186,660 282,488 △95,828

201 일반운영비 101,660 81,675 19,985

01 사무관리비 20,500 16,300 4,200

 ○수도 미보급지역 취약 관정 이용가구 먹는샘물 지원  20,500

 ―차량운반비(임차료)  3,000

 ―생수 구입(2ℓ)  17,500

02 공공운영비 81,160 65,375 15,785

○마을상수도 정기검사 수수료(전항목)
 19,800

○마을상수도 정기검사 수수료(13개 항목)
 10,800

○마을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10,800

○마을상수도 계곡수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620

○마을상수도 수질감시항목(우라늄) 수질검사
 수수료  2,640

○마을상수도 수질감시항목(라돈) 수질검사 수수료
 24,000

○마을상수도 관리시스템 통신비
 6,000

○마을상수도 관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6,500

206 재료비 10,000 10,813 △813

01 재료비 10,000 10,813 △813

○마을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
 6,000

○마을상수도 수위조절기 배터리 구입
 2,500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
 900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600

 ―2ℓ  360

 ―4ℓ  240

401 시설비및부대비 75,000 190,000 △115,000



      10,000,000원 * 1식

      2,000,000원 * 10개소

      4,500,000원 * 10개소

      110,000원 * 120지구 * 12월

      200,000원 * 120지구 * 2회

  1,000,000원 * 100회

      5,000,000원 * 20개소

      3,000,000원 * 18개소

      5,000,000원 * 10개소

      30,000,000원 * 1식

      600,000원 * 400대

      150,000원 * 2,000m

          3,407,000,000원 * 1식

          627,000,000원 * 1식

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간이상수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75,000 190,000 △115,000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설계)
               10,000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소모품 교체
               20,000

  ○마을상수도 노후 염소소독기 교체
               45,000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 780,400 1,185,500 △405,1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80,400 1,185,500 △405,100

01 시설비 780,400 1,181,008 △400,608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
              158,400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 용역
               48,000

  ○마을상수도 긴급수리               100,000

  ○마을상수도 노후 기계시설물 교체
              100,000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지하수법 제7조의
3규정)                54,000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청소, 검사 및 정비(지하수법 
제9조의 5규정)                50,000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마을상수도 시설물
    철거공사                30,000

  ○마을상수도 전자수도미터기 교체공사
              240,000

(도)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전환사업) 300,000 429,000 △129,000

도            3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429,000 △129,000

도            300,000

01 시설비 300,000 425,912 △125,912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안정면 단촌1리 백골)
              300,000

도            300,000

재무활동(수도사업소)(환경/상하수도ㆍ수질) 14,285,000 8,252,000 6,033,000

내부거래지출 14,285,000 8,252,000 6,033,000

내부거래 지출 14,285,000 8,252,000 6,033,0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4,285,000 8,252,000 6,033,000

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4,285,000 8,252,000 6,033,000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285,000

    ―상수도분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             4,341,000

      ㆍ노후상수도 정비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407,000

      ㆍ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627,000



          48,000,000원 * 1식

            224,000,000원 * 1식

            35,000,000원 * 1식

        100,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1식

        600,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1식

        500,000,000원 * 1식

        500,000,000원 * 1식

        300,000,000원 * 1식

        20,000,000원 * 1식

  22,000,000원 * 1식

  22,000,000원 * 1식

  30,000,000원 * 1식

        550,000,000원 * 1식

        1,000,000,000원 * 1식

        1,600,000,000원 * 1식

        703,600,000원 * 1식

        300,000,000원 * 2지 * 1식

        100,000,000원 * 1식

        70,000,000원 * 1식

        45,000,000원 * 1식

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재무활동(수도사업소)(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내부거래지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ㆍ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
               48,000

      ㆍ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259,000

        ※봉현면 두산리 소미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24,000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
               35,000

    ―가흥정수장 부지 확장사업
              100,000

    ―풍기읍 산법삼거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00,000

    ―장수면 성곡1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600,000

    ―문수면 만방2리~용혈리 승골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200,000

    ―순흥면 배점리 상평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00,000

    ―부석면 북지리 버디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00,000

    ―북부권역(안정, 단산, 부석) 지방상수도
전환공사               500,000

    ―남부권역(이산, 평은, 문수, 장수) 지방상수도 
전환공사               500,000

    ―상수관로매설 지하시설물 DB구축(GIS)용역
              300,000

    ―각종행사지원(인삼엑스포, 선비문화축제 등)
               20,000

    ―수도사업소 신축이전 사업                74,000

      ㆍ건축 기획 설계                22,000

      ㆍ실시 공모비                22,000

      ㆍ실계용역 시상금                30,000

    ―안동시 공급구간 원인자부담금(평은면 오운리,
지곡리 급수구역)               550,000

    ―풍기읍 유수율 제고사업
            1,000,000

    ―영주시가지, 풍기, 순흥, 부석 노후관개체사업
            1,600,000

    ―스마트 미터링 및 무선원격검침 교체공사(풍기)
              703,600

    ―풍기정수장 STS라이닝 공사
              600,000

    ―풍기읍 성내리 삼일아파트 노후 보호통 
이설공사               100,000

    ―단산~부석간 도로건설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
               70,000

    ―단산면 급수구역 수용가 조사용역
               45,000



        45,000,000원 * 1식

        276,400,000원 * 1식

        700,000,000원 * 1식

        150,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1식

        100,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1식

        250,000,000원 * 1식

        50,000,000원 * 1식

        210,000,000원 * 1식

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재무활동(수도사업소)(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내부거래지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석면 급수구역 수용가 조사용역
               45,000

    ―순흥면 내죽1리 외 4개소 포장복구공사
              276,400

    ―봉현면 두산리 홍정골, 꺼치네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700,000

    ―부석면 남대리 상수도 관로 매설지역 포장공사
              150,000

    ―이산면 원리 한성로 상수도 관로 매설지역
      포장공사               200,000

    ―평은면 천본리(내매교회인근) 상수도 관로
      매설지역 포장공사               200,000

    ―읍면지역 상수도 복구 포장 침하구간 보수공사
              100,000

    ―도로신설 공사구간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200,000

    ―가․감압시설, 계측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긴급공사               250,000

    ―소규모 유량․수압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50,000

    ―순흥, 부석정수장 급수구역 누수탐사용역
              2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