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환경관리과

정책: 상수도 관리

단위: 상수도 유지(상수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4년도 본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전체

환경관리과 6,557,889 7,392,048 △834,159

광 1,789,000

군 4,768,889

상수도 관리 6,557,889 7,392,048 △834,159

광 1,789,000

군 4,768,889

상수도 유지(상수도특별회계) 798,923 731,088 67,835

정수장 운영 778,923 716,088 62,835

101 인건비 46,701 34,708 11,993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701 34,708 11,993

○상수도요금 운영 인부임 10,221

― 기본급 7,560

― 주차수당 1,512

― 국민연금 409

― 건강보험 268

― 고용,산재보험 454

― 노인장기요양보험 18

○무주정수장 8,960

― 예초작업 8,960

○무풍정수장 5,280

― 예초작업 1,440

― 정수시설물 세척 3,840

○설천정수장 9,280

― 예초작업 1,440

― 정수시설물 세척 6,400

― 취수틀 준설 1,440

○구천정수장 2,560

― 예초작업 1,920

― 취수틀 준설 640

○안성정수장 5,120

― 취수틀보수 1,280

― 정수시설물 세척 2,560

― 가압장 청소 1,280

○적상상수도 5,280

― 배수지,가압장 예초작업

1,440

― 배수지 청소 3,840

42,000원*180일*1명

42,000원*36일*1명

9,072,000원*4.5%

9,072,000원*2.945%

9,072,000원*5%

268,000원*6.55%

80,000원*4명*4회*7일

80,000원*3명*3회*2일

80,000원*4명*4회*3일

80,000원*3명*2회*3일

80,000원*4명*4회*5일

80,000원*2명*3회*3일

80,000원*2명*3회*4일

80,000원*2명*2회*2일

80,000원*4명*2회*2일

80,000원*4명*2회*4일

80,000원*2명*4회*2일

80,000원*3명*3회*2일

80,000원*4명*4회*3일

201 일반운영비 594,510 467,230 127,280

01 사무관리비 122,794 115,314 7,480

○군청 63,150

― 상수도요금고지서 인쇄 1,320

― 정수장운영요원 위탁교육비 1,680

55,000원*24box

336,000원*5명



부서: 환경관리과

정책: 상수도 관리

단위: 상수도 유지(상수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컴퓨터소모품 구입 1,000

― 사무용품구입 1,150

― 정수장 수질검사수수료

37,800

― 상수도긴급복구 작업차량 임차료

6,000

― 수돗물품질보고서제작 4,000

―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300

―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 9,900

○무주정수장 19,644

― 취.정수장 사무용품구입 1,300

― 취.정수장 복합기 토너구입

2,080

― 염소공병 검사수수료 3,850

― 염소가스 운반차량 임차료 1,800

―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교체

3,000

― 상수원보호구역 현수막 제작 480

― 배출수성분검사 수수료 300

― 취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3,138

― 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3,696

○무풍정수장 6,740

― 정수장 사무용품구입 1,000

― 복합기 토너구입 1,000

―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500

― 유량계용품 구입 2,000

― 전기안전대행 1,440

―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 800

○설천정수장 7,000

― 정수장 사무용품 구입 1,500

― 정수장 복합기 토너구입 1,000

― 배출수수질검사수수료 400

― 상수원보호구역 플래카드,표지판 제작

500

― 설천정수장 전기안전 대행 3,600

○구천정수장 6,400

― 정수장 사무용품 구입 1,000

― 정수장 복합기 토너 구입 1,600

― 배출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00

― 상수원보호구역 플래카드,표지판 제작

1,000

― 전기안전 대행 2,400

200,000원*5종

230,000원*5종

630,000원*12월*5개소

500,000원*12월

1,000원*4,000부

50,000원*3명*2회

550,000원*18개소

100,000원*13종

260,000원*4개*2회

550,000원*7개

600,000원*3회

1,000,000원*3개

80,000원*6매

150,000원*2회

261,500원*12월

308,000원*12월

100,000원*10종

200,000원*5회

100,000원*5개

400,000원*5박스

120,000원*12월

200,000원*4벌

100,000원*15종

200,000원*5회

200,000원*2회

100,000원*5개소

300,000원*12월

100,000원*10종

1,600,000원*1회

200,000원*2회

100,000원*10개소

200,000원*12월



부서: 환경관리과

정책: 상수도 관리

단위: 상수도 유지(상수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안성정수장 12,260

― 정수장 운영용품 구입 1,600

― 정수장 복사기 토너구입

900

― 염소공병 검사수수료 3,300

― 염소가스 운반 1,200

― 배출수수질검사수수료 400

― 정수장운영용품 구입 2,500

― 보호구역 플래카드 제작 60

― 전기안전 대행 1,800

― 정수장직원 작업복 구입 500

○적상상수도 7,600

― 사무용품 및 공구구입 1,000

― 복합기 토너 구입 1,000

― 유입,유출,수위지시계 유지관리비

3,000

―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 600

― 감압밸브 유지관리비 2,000

100,000원*8종*2회

300,000원*1종*3회

550,000원*6개

600,000원*2회

200,000원*2회

500,000원*5회

30,000원*2회

150,000원*12월

100,000원*5명

100,000원*10종

200,000원*5회

1,000,000원*3회

300,000원*2벌

500,000원*4회

02 공공운영비 471,716 351,916 119,800

○군청 317,036

― 실험장비유지비 1,800

― 측정기 검교정 2,000

― 상하수도협회비 740

― 상수도긴급복구 작업차량 유류비

3,016

― 취,정수장 전기요금

299,880

―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9,600

○무주정수장 61,130

― 취,정수장 통신요금 3,000

― 차량보험료 710

― 차량유지관리비 1,000

― 취.정수장 유류비 2,800

― 예초기 유지관리비 750

―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0

― 취.정수장 CCTV 유지관리비

4,500

― 예초기 및 이륜자동차 연료비

1,170

― 취수장 비상발전기 연료비 1,050

― 자동차 연료비 1,750

100,000원*18종

1,000,000원*2종

740,000원*1회

1,850원*163ℓ *10월

510,000원*49개소*12회

160,000원*5개소*12월

250,000원*12월

355,000원*2대

500,000원*2대

1,400원*2,000ℓ

150,000원*5대

250,000원*20종*2개소

375,000원*12개소

1,950원*600ℓ

1,750원*600ℓ

1,750원*1,000ℓ



부서: 환경관리과

정책: 상수도 관리

단위: 상수도 유지(상수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수질자동계측기 유지관리비

8,400

― 1.2.3계열 수처리 시설물 청소

16,000

― 취수장 원심펌프 유지관리비

10,000

○무풍정수장 11,680

― 정수장 통신 요금 1,440

― 유선방송시청료 240

― 이륜차량 보험료 100

― 난방 및 보일러 유류비 5,040

― 예초기 및 이륜차량 연료비 1,200

― 이륜차량유지관리비 300

― 비상발전기 연료비 360

― 예초기 유지관리비 600

―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2,400

○설천정수장 16,866

― 정수장 통신요금 1,800

― 유선방송시청료 276

― 난방 및 보일러 유지비 2,800

― 이륜차량보험료 100

― 이륜차량연료비 950

― 이륜차량유지관리비 300

― 예초기 유지관리비 300

― 정수 시설물 유지관리비 3,200

― 정수장 주변 잡목제거비 6,000

― 비상발전기 연료비 1,140

○구천정수장 20,276

― 정수장 통신요금 1,800

― 유선방송시청료 276

― 난방 및 보일러 유류비 7,000

― 이륜차량책임보험료 100

― 이륜차량연료비 900

― 이륜차량유지관리비 300

― 예초기 유지관리비 400

―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200

― 정수시설물 세척 6,000

― CCTV 유지관리비 300

○안성정수장 41,728

― 정수장 통신요금 1,680

― 유선방송시청료 240

― 난방 및 보일러 유류비

8,358

1,200,000원*7식

4,000,000원*4회

2,500,000원*4대

120,000원*12월

20,000원*12월

100,000원*1대

1,400원*600ℓ *6월

2,000원*600ℓ

300,000원*1대

1,800원*200ℓ

150,000원*4대

400,000원*6종

150,000원*12월

23,000원*12월

1,400원*500ℓ *4월

100,000원*1대

1,900원*500ℓ

300,000원*1대

100,000원*3대

400,000원*8종

1,000,000원*6회

1,900원*600ℓ

150,000원*12월

23,000원*12월

1,400원*5,000ℓ

100,000원*1대

1,800원*500ℓ

300,000원*1대

100,000원*4대

400,000원*8종

1,500,000원*4회

300,000원*1개소

70,000원*2대*12월

20,000원*12월

1,393원*600ℓ *10회



부서: 환경관리과

정책: 상수도 관리

단위: 상수도 유지(상수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염소가스 책임보험료 70

― 이륜차량보험료 140

― 예초기 유지관리비 240

― 이륜차 유지관리비 2,000

― 정수시설 유지관리비 5,000

― 가압장펌프 유지관리비

24,000

○적상상수도 3,000

― 이륜차보험료 100

― 예초기 및 이륜차 연료비 2,000

― 이륜차유지관리비 600

― 예초기 유지관리비 300

70,000원*1회

70,000원*2대

30,000원*4대*2회

500,000원*2대*2회

1,000,000원*5회

1,000,000원*8개소*3회

100,000원*1대

2,000원*1,000ℓ

600,000원*1대

150,000원*2대

202 여비 4,220 4,220 0

01 국내여비 4,220 4,220 0

○정수장 시설점검 1,920

○수질검사 여비 600

○정수장근무자교육여비 1,700

20,000원*8회*12월

50,000원*1명*12월

100,000원*17명

206 재료비 62,892 52,330 10,562

01 재료비 62,892 52,330 10,562

○무주정수장 27,412

― 액화염소 구입 3,960

― PAHCS(응집제) 구입 11,472

― 수질자동계측기 시약 구입

3,000

― 상수도관리 관부속품 구입 6,000

―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2,380

― 실험실 초자 기구 구입 600

○무풍정수장 4,500

―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1,000

― 차아염소산 구입 2,000

― 정수장내 관로 부속품 구입 1,500

○설천정수장 16,300

― 응집제구입 4,800

―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2,000

― 정수장내 관로 부속품 구입 1,500

― 차아염발생용 정제염 구입 3,000

― 자동계측기 관리비(시약,소모품)

5,000

○구천정수장 8,500

― 소독제 구입 6,000

― 수질검사용품 구입 1,000

― 정수장 관로 부속품 구입 1,500

1,320원*3,000㎏

239,000원*48㎥

1,500,000원*2종

200,000원*30종

340,000원*7종

30,000원*20종

500,000원*2종

1,000원*2,000㎏

300,000원*5종

240,000원*20㎥

200,000원*10종

300,000원*5조

300원*10,000kg

500,000원*10식

600원*10,000㎏

500,000원*2종

300,000원*5조



부서: 환경관리과

정책: 상수도 관리

단위: 상수도 유지(상수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안성정수장 4,180

― 액화염소 구입 1,980

― 수질검사 재료구입 1,000

― 염소가스운반운송비 1,200

○적상상수도 2,000

―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500

― 관부속품 구입 1,500

660원*3,000㎏

1,000,000원*1회

600,000원*2회

500,000원*1종

300,000원*5조

405 자산취득비 70,600 67,600 3,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600 67,600 3,000

○무주정수장 28,700

― 수도미터 구입 9,000

― 취정수장 숙직실 전자렌지 구입

700

―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 800

― 취정수장 의자구입 3,600

― 정수장수처리용 응집제투입 정량펌프 구입

2,400

― 취수장 책상구입 200

― 소독용 염소투입기 구입 3,000

― 실험분석용 분광광도계 구입

8,800

― 실험분석용 가열분해기 구입

200

○무풍정수장 2,000

― 수도미터 구입 1,500

― 무선전화기 구입 500

○설천정수장 14,300

― 수도미터구입 6,000

― 업무용컴퓨터 구입 2,400

― 석유난로 구입 1,500

― 업무용전화기 구입 400

― 실험실 환풍시설 설치 4,000

○구천정수장 9,600

― 수도미터 구입 4,200

― 검침용 이륜차 구입 3,500

― 업무용 전화기 구입 300

― 사무용 의자 구입 1,200

― 청소기 구입 400

○안성정수장 14,500

― 수도미터 구입 7,000

― 이륜자동차 구입 3,500

― 액화염소방지마스크 구입 4,000

○적상상수도 1,500

30,000원*300개

350,000원*2대

400,000원*2대

300,000원*12대

800,000원*3대

200,000원*1대

1,000,000원*3대

8,800,000원*1종

200,000원*1종

30,000원*50개

500,000원*1대

30,000원*200개

1,200,000원*2대

500,000원*3대

200,000원*2대

4,000,000원*1대

28,000원*150개

3,500,000원*1대

300,000원*1대

300,000원*4대

400,000원*1대

35,000원*200개

3,500,000원*1대

4,000,000원*1개



부서: 환경관리과

정책: 상수도 관리

단위: 상수도 유지(상수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수도미터 구입 1,50030,000원*50개

예비비 20,000 15,000 5,000

801 예비비 20,000 15,000 5,000

01 예비비 20,000 15,000 5,000

○예비비 20,00020,000,000원

상수도개량(상수도특별회계) 5,758,966 6,660,960 △901,994

광 1,789,000

군 3,969,966

노후관 교체 1,901,086 1,903,600 △2,514

401 시설비및부대비 1,901,086 1,903,600 △2,514

01 시설비 1,892,500 1,903,600 △11,100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200,000

○유수율제고사업 500,000

○무풍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280,000

○당산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112,500

○무주정수장 차염소독설비공사

500,000

○설천 삼공리 노후관 교체공사

300,000

200,000원*1,000m

200,000원*2,500전

400,000원*700m

150,000원*750m

100,000원*5,000㎥

300,000원*1,000m

03 시설부대비 8,586 0 8,586

○무풍 배수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2,016

○당산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810

○무주정수장 차염소독설비공사

3,600

○설천 삼공리 노후관 교체공사

2,160

280,000,000원*0.72/100

112,500,000원*0.72/100

500,000,000원*0.72/100

300,000,000원*0.72/100

지방상수도확충 523,816 302,160 221,656

401 시설비및부대비 523,816 302,160 221,656

01 시설비 520,000 300,000 220,000

○당산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500,000

○설천면 체육공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0,000

500,000원*1,000m

100,000원*200m

03 시설부대비 3,816 2,160 1,656

○당산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3,600

○설천면 체육공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16

500,000,000원*0.72/100

20,000,000원*1.08/1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567,064 4,455,200 △1,888,136

광 1,789,000

군 778,064



부서: 환경관리과

정책: 상수도 관리

단위: 상수도개량(상수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2,567,064 4,455,200 △1,888,136

광 1,789,000

군 778,064

01 시설비 1,756,000 4,440,000 △2,684,000

○설천(구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878,000292,666.4원*3,000㎥

광 614,500

군 263,500

○안성지방상수도 건설사업

878,000250,857.1원*3,500㎥

광 614,500

군 263,500

02 감리비 800,000 0 800,000

○설천안성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800,000400,000,000원*2지구

광 560,000

군 240,000

03 시설부대비 11,064 15,200 △4,136

○설천(구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5,532

○안성지방상수도 건설사업

5,532

878,000,000원*0.63/100

878,000,000원*0.63/100

정수장 운영관리 767,000 0 76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67,000 0 767,000

01 시설비 767,000 0 767,000

○무주정수장 시설비 148,000

― 가정급수공사 30,000

― 노후배관수선 40,000

― 동결급수관 이설공사 20,000

― 계량기실 이설공사 40,000

― 2계열 여과지 바닥 포장공사

8,000

― 취수장펌프실 및 폐수처리장 준설

10,000

○무풍정수장 시설비 53,000

― 가정급수공사 18,000

― 노후배관수선 25,000

― 무풍상수도 CCTV 설치공사

10,000

○설천정수장 시설비 163,000

― 가정급수공사 18,000

― 노후배관수선 25,000

― 이남마을 가압장 설치공사

30,000

― 계량기실 이전공사 15,000

600,000원*50전

500,000원*80건

66,666원*300m

400,000원*100개소

40,000원*200㎡

5,000,000원*2개소

600,000원*30전

500,000원*50건

5,000,000원*2개소

600,000원*30전

500,000원*50전

30,000,000원*1개소

500,000원*30개소



부서: 환경관리과

정책: 상수도 관리

단위: 상수도개량(상수도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설천정수장 창고 신축공사

30,000

― 정수장 침전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45,000

○구천정수장 시설비 68,000

― 가정급수공사 18,000

― 노후배관수선 30,000

― 암반관정 교체공사 10,000

― 계량기실 이전공사 10,000

○안성정수장 시설비 190,000

― 가정급수공사 120,000

― 시내배관수선 24,000

― 제수변 신설 6,000

― 상습동결지역 급수관로 교체

24,000

― 가압장 노후모터 펌프 교체

16,000

○적상상수도 시설비 135,000

― 가정급수공사 60,000

― 노후배관수선공사 50,000

― 계량기실이설공사 25,000

○읍면 공공시설 절수기기 설치

10,000

300,000원*100㎡

112,500원*400㎡

600,000원*30전

500,000원*60건

10,000,000원*1건

500,000원*20개소

600,000원*200전

800,000원*30건

2,000,000원*3개소

8,000,000원*3개소

4,000,000원*4개소*1회

600,000원*100전

500,000원*100건

500,000원*50개소

1,666,666원*6개읍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