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단위: 간이상수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10,979,674 13,016,252 △2,036,578

균 680,000

도 23,000

시 10,276,674

상수도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3,579,874 4,014,252 △434,378

균 680,000

도 23,000

시 2,876,874

간이상수도 관리 2,865,874 2,800,252 65,622

균 180,000

도 23,000

시 2,662,874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 491,274 625,812 △134,538

201 일반운영비 103,424 69,537 33,887

01 사무관리비 24,800 24,800 0

○수도 미보급지역 취약 관정 이용가구 먹는샘

물 지원 24,800

― 차량운반비(임차료) 4,800

― 생수 구입(2ℓ ) 20,000

800,000원 * 6회

800원 * 25,000병

02 공공운영비 78,624 44,737 33,887

○마을상수도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27,746

○마을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10,709

○마을상수도 계곡수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967

○마을상수도 수질감시항목(우라늄) 수질검사

수수료 1,802

○마을상수도 수질감시항목(라돈) 수질검사 수

수료 37,400

326,420원 * 170개소 * 1회 * 1/2

267,720원 * 20개소 * 2회

32,220원 * 15개소 * 2회

10,600원 * 170개소

110,000원 * 170개소 * 2회

206 재료비 19,850 29,275 △9,425

01 재료비 19,850 29,275 △9,425

○마을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

15,300

○마을상수도 수위조절기 배터리 구입

2,000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

1,275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1,275

― 2ℓ 765

― 4ℓ 510

1,500원 * 30ℓ * 170개소 * 2회

25,000원 * 80개소

7,500원 * 170개소

1,500원 * 170개소 * 3회

3,000원 * 170개소 * 1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368,000 527,000 △159,000

01 시설비 368,000 527,000 △159,000

○풍기읍 백수동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55,00055,000,000원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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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단위: 간이상수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산면 내림1리(바깥수구리) 마을상수도 정수

시설 설치 55,000

○단산면 옥대4리(모산)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55,000

○부석면 용암2리(화감)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55,000

○장수면 파지리(파지)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

치 55,000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소모품 교체

48,000

○마을상수도 노후 염소소독기 교체

45,000

55,000,000원 * 1개소

55,000,000원 * 1개소

55,000,000원 * 1개소

55,000,000원 * 1개소

6,000,000원 * 8개소

4,500,000원 * 10개소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 2,117,600 1,888,440 229,160

401 시설비및부대비 2,117,600 1,888,440 229,160

01 시설비 2,110,940 1,881,420 229,520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189,600

― 1권역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풍기20,

봉현20, 순흥4) 52,800

― 2권역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이산21,

평은17) 45,600

― 3권역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문수13,

장수12, 안정14) 46,800

― 4권역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단산18,

부석16, 동지역3) 44,400

○마을상수도 긴급 수리 144,000

○마을상수도 노후 수위조절기 교체

84,000

○마을상수도 노후 수중모터 교체

105,000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60,000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청소, 검사 및 정비

90,000

○평은면 강동리(금계) 마을상수도 개발공사(물

탱크 1개소, 관정 1개소, L=2,000m)

297,840

○봉현면 노좌리 마을상수도 개발공사(물탱크 1

개소, 관정 1개소, L=1,500m)

223,380

○평은면 지곡리(세장골)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L=1,000m) 99,100

○평은면 오운리(고사동)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물탱크 1개소, L=300m)

59,460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마을상수도 시설물

철거공사(4개소) 60,000

100,000원 * 44지구 * 12월

100,000원 * 38지구 * 12월

100,000원 * 39지구 * 12월

100,000원 * 37지구 * 12월

900,000원 * 160회

5,600,000원 * 15개소

7,000,000원 * 15개소

3,000,000원 * 20개소

5,000,000원 * 18개소

150,000원 * 2,000m * 99.28/100

150,000원 * 1,500m * 99.28/100

100,000원 * 1,000m * 99.1/100

200,000원 * 300m * 99.1/100

15,000,000원 *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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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단위: 간이상수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풍기읍 전구리 마을상수도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포장 1식, L=1,500m) 300,000

○풍기읍 백리 마을상수도 아스콘 포장공사(아

스콘 포장 1식, L=1,000m) 200,000

○단산면 단곡1리 진막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

체공사(L=2,000m)

198,560

200,000원 * 1,500m

200,000원 * 1,000m

100,000원 * 2,000m * 99.28/100

03 시설부대비 6,660 7,020 △360

○평은면 강동리(금계) 마을상수도(물탱크 1개

소, 관정 1개소, L=2,000m)

2,160

○봉현면 노좌리 마을상수도 개발공사(물탱크 1

개소, 관정 1개소, L=1,500m)

1,620

○평은면 지곡리(세장골)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L=1,000m) 900

○평은면 오운리(고사동)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물탱크 1개소, L=300m)

540

○단산면 단곡1리 진막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

체공사(L=2,000m)

1,440

150,000원 * 2,000m * 0.72/100

150,000원 * 1,500m * 0.72/100

100,000원 * 1,000m * 0.9/100

200,000원 * 300m * 0.9/100

100,000원 * 2,000m * 0.72/100

(국)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257,000 286,000 △29,000

균 180,000

도 23,000

시 5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57,000 286,000 △29,000

균 180,000

도 23,000

시 54,000

01 시설비 255,150 283,941 △28,791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단산면 단곡3리 웃

진막) 255,150257,000,000원 * 1식 * 99.28/100

균 180,000

도 23,000

시 52,150

03 시설부대비 1,850 2,059 △209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단산면 단곡3리 웃

진막) 1,8501,850,000원 * 1식

농촌농업생활용수 관리 714,000 1,214,000 △500,000

균 500,000

시 214,000

(국)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714,000 1,214,000 △500,000

균 500,000

시 21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14,000 1,214,000 △500,000

균 500,000

시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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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단위: 농촌농업생활용수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709,502 1,209,630 △500,128

○기초생활인프라(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풍기읍 삼가리 당골, 안정면 내줄리 점마)

709,502714,000,000원 * 1식 * 99.37/100

균 500,000

시 209,502

03 시설부대비 4,498 4,370 128

○기초생활인프라(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풍기읍 삼가리 당골, 안정면 내줄리 점마)

4,4984,498,000원 * 1식

재무활동(수도사업소)(환경보호/상하수도ㆍ수질) 7,399,800 9,002,000 △1,602,200

내부거래지출 7,399,800 9,002,000 △1,602,200

내부거래 지출 7,399,800 9,002,000 △1,602,2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7,399,800 9,002,000 △1,602,200

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7,399,800 9,002,000 △1,602,200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399,800

― 상수도분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 2,412,800

ㆍ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산면 급수구역

) 600,000

ㆍ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문수면 급수구역

) 600,000

ㆍ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평은면 급수구역

) 600,000

ㆍ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갱생) 사업

140,000

ㆍ상수관로 누수감지 시스템 구축사업

70,000

ㆍ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 사업

28,800

ㆍ노후정수장 시설개선사업

374,000

― 장수면 화기2리 장수원 지방상수도 확장공

사 300,000

― 부석면 용암1리 용바위 지방상수도 확장공

사 200,000

― 시가지(영주, 풍기, 순흥, 부석) 노후관 개

체 2,600,000

― 지방상수도 가압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

업 1,587,000

― 봉현면 대촌1리(와룡골) 지방상수도 전환공

사 300,000

600,000,000원 * 1식

600,000,000원 * 1식

600,000,000원 * 1식

140,000,000원 * 1식

70,000,000원 * 1식

28,800,000원 * 1식

374,000,000원 * 1식

300,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1식

2,600,000,000원 * 1식

23,000,000원 * 69개소

300,000,000원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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