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 식수 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도과

수도과 15,425,623 16,863,441 △1,437,818

도 190,000

시 15,235,623

상수도 식수 관리 1,873,979 1,733,851 140,128

도 190,000

시 1,683,979

마을상수도 사업 1,713,160 1,573,032 140,128

도 190,000

시 1,523,160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 112,932 130,732 △17,800

201 일반운영비 102,092 119,892 △17,800

01 사무관리비 102,092 119,892 △17,800

정수검사 수수료(14개항목)

28,182

정수검사 수수료(60개항목)

47,180

라돈 수질검사 수수료(1항목)

21,560

원수검사 표류수(반기2회) 수질검사 수수료 270

원산도(사창) 마을상수도 토지 임차료 600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도유재산 사용료(4개도서) 300

마을상수도 비상급수 병물 구입 4,000

67,100원*140개소*3회

337,000원*140개소*1회

77,000원*140개소*2회

206 재료비 10,840 10,840 0

01 재료비 10,840 10,840 0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1ℓ ) 840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2ℓ ) 400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4ℓ ) 600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5,000

마을상수도 시험초자기구 2,000

마을상수도 수질시험시약 2,000

120,000원*7박스

100,000원*4박스

120,000원*5박스

10,000원*500통

500,000원*4종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229,000 272,500 △43,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29,000 272,500 △43,500

01 시설비 228,460 272,500 △44,040

마을상수도 시설보수(140개소) 50,000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 개량

40,000

마을상수도 라돈제거장치 설치

31,000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 48,000

석우 마을상수도(물탱크) 교체공사 59,460

4,000,000원*10개소

6,200,000원*5개소

03 시설부대비 540 0 540

석우 마을상수도(물탱크) 교체공사 540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 식수 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도 전환)(전환사업) 271,428 400,000 △128,572

도 190,000

시 81,428

401 시설비및부대비 271,428 400,000 △128,572

도 190,000

시 81,428

01 시설비 271,428 397,120 △125,692

명대(장현2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271,428

도 190,000

시 81,428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100,000 1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0

01 시설비 98,920 99,100 △180

새진매(두룡2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49,460

작은샘실(삼곡1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49,460

03 시설부대비 1,080 900 180

새진매(두룡2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540

작은샘실(삼곡1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540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자체) 999,800 669,800 33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250,000 0 250,000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0 250,000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비

(18개소) 2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49,800 669,800 80,000

01 시설비 745,480 665,858 79,622

효자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60,000

고대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70,000

삽시도(윗말)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297,840

월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148,920

허육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148,920

외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19,800

03 시설부대비 4,320 3,942 378

삽시도(윗말)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2,160

월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1,080

허육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 1,080

하수도 수질개선 160,819 160,819 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160,819 160,819 0

201 일반운영비 130,000 130,000 0

02 공공운영비 130,000 130,000 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전기통신등) 130,000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 식수 관리

단위: 하수도 수질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8 자치단체등이전 30,819 30,819 0

12 기타부담금 30,819 30,819 0

보령댐 상류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30,819

행정운영경비 14,920 17,920 △3,000

기본경비 14,920 17,920 △3,000

청사유지관리 14,920 17,920 △3,000

201 일반운영비 14,920 17,920 △3,000

01 사무관리비 3,000 6,000 △3,000

3종 시설물(수도과 청사)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3,0001,500,000원*2회

02 공공운영비 11,920 11,920 0

청사(사무실) 유지관리비 10,000

청사 소방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

1,920160,000원*12월

재무활동 13,536,724 15,111,670 △1,574,946

내부거래지출 13,536,724 15,111,670 △1,574,946

내부거래지출 13,536,724 15,111,670 △1,574,946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3,536,724 15,111,670 △1,574,946

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3,536,724 15,111,670 △1,574,946

오천농어촌(원산도,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 450,000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375,000

성주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139,287

웅천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345,750

보령 노후상수관망 정비 1,415,000

주교 은포2리 상수도 시설 50,000

웅천 구룡2리 상수도 시설 250,000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617,000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989,000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 운영비 770,000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 시설운영비 1,789,56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195,61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90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300,000

주교처리분구(관창,은포,송학) 하수관거 정비 30,000

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거 정비 21,500

흑포,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60,000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103,000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85,000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297,000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254,000



부서: 수도과

정책: 재무활동

단위: 내부거래지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보령 가축경매시장 상수도 개설 지원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