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맑은물사업소

정책: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단위: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상수도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

맑은물사업소 19,178,030 15,975,989 3,202,041

균 5,951,000

도 3,972,134

군 9,254,896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19,178,030 15,975,989 3,202,041

균 5,951,000

도 3,972,134

군 9,254,896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상수도 특별회계) 2,506,391 1,795,609 710,782

도 34,134

군 2,472,257

지방상수도 운영 1,472,028 874,989 597,039

101 인건비 69,646 66,308 3,338

01 보수 8,040 6,240 1,800

○상수도 장려수당 8,040

― 일반직 5급이하 6,600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720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720

50,000원*11명*12월

30,000원*2명*12월

20,000원*3명*12월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606 60,068 1,538

○상수도 요금 및 운영 인부임 61,606

― 기본급 34,086

― 주휴수당 7,285

― 보험료 4,726

― 퇴직금 4,376

― 휴일근무수당 11,133

68,720원*2명*248일

68,720원*2명*53일

52,504,000원*9%

2,187,600원*2명

103,080원*2명*54일

201 일반운영비 974,858 717,401 257,457

01 사무관리비 165,098 85,800 79,298

○본소 78,844

― 상수도요금고지서 인쇄 5,000

― 컴퓨터소모품 구입(본소/취정수장)

10,000

― 사무용품구입(본소/취정수장)

14,000

― 긴급복구 작업차량(K3) 임차료

10,776

― 검측및 급수공사 차량(모닝밴) 임차료

23,268

― 수돗물품질보고서제작 5,000

― 복합기 임대료(본소) 4,800

―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본소/취정수장)

6,000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 17,210

50,000원*100박스

142,850원*10종*7개소

200,000원*10종*7개소

449,000원*2대*12월

277,000원*7대*12월

500원*10,000부

400,000원*12월

500,000원*12명



부서: 맑은물사업소

정책: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단위: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상수도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상수원보호구역 현수막 제작

2,100

― 상수원보호구역 입간판 교체

13,110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표주 교체

2,000

○배출수 성분 검사 수수료 2,200

― 무주,무풍,설천,구천,안성

2,200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66,844

― 정수장 전항목 수질검사(월간)

19,584

― 정수장 간이검사 수질검사(주간)

6,620

―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월간)

1,296

― 정수장 노후급수관 수질검사(월간)

1,272

― 정수장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분기)

8,000

― 정수장 표류수 수질검사(월간)

3,348

― 정수장 표류수 수질검사(분기)

11,952

― 정수장 감시항목 수질검사(우라늄,랑게리아

) 972

―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수수료

6,600

― 무주정수장 병원성 미생물 수질검사 수수료

7,200

70,000원*30매

690,000원*19개소

100,000원*20개소

220,000원*2회*5개소

326,400원*5개소*12회

33,100원*5개소*40회

21,600원*5개소*12회

53,000원*2개소*12회

62,500원*32개소*4회

31,000원*9개소*12회

332,000원*9개소*4회

27,000원*9개소*4회

330,000원*20회

3,600,000원*1개소*2회

02 공공운영비 809,760 631,601 178,159

○ 검교정/프로그램 수수료 29,580

― 상수도협회비 1,500

―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 18,000

―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

10,080

○ 통신 및 우편발송료 40,746

― 상하수도 고지서 우편발송료 2,466

ㆍ일반우편 1,188

ㆍ등기우편 1,278

― 본소.취정수장 통신요금

29,400

― 유선방송료 1,680

― 상수도시설물 보안서비스 요금

7,200

○ 본소/취정수장 전력비 466,560

― 본소 전기요금 9,600

1,500,000원*1회

600,000원*30개소

140,000원*12월*6개소

300원*330건*12월

2,130원*50건*12월

350,000원*12월*7개소

20,000원*12개월*7개소

200,000원*12월*3개소

800,000원*12월



부서: 맑은물사업소

정책: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단위: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상수도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취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요금

456,960

○ 상수도 비상복구 및 급수 차량 보험료 3,500

― 비상 급수차(2.5톤/3.5톤) 보험료

2,000

― 포터(1톤) 보험료 500

― 이륜차 보험료 1,000

○ 취정수장 이륜차 유지관리비 2,000

― 이륜차 유지관리비 2,000

○차량 유류비 22,744

― 비상급수차량(2.5톤,3.5톤) 유류비

2,709

― 포터(1톤) 긴급복구차량 유류비

1,355

― 이륜차량 유류비 7,484

― 검측 및 급수공사(K3 및 모닝) 차량

8,487

― 비상발전기 유류비(무주/무풍/설천/안성)

2,709

○취정수장 난방비 10,058

― 무주취수장 난방 유류비

2,321

― 무풍정수장 난방 유류비

3,481

― 구천정수장 난방 유류비

4,062

― 설천정수장 기계실 난방 유류비

194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146,200

―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0

― 취수장 펌프 유지관리비 40,000

― 가압장 가압펌프 유지관리비

28,500

― 배수지 및 가압장 TM/TC 유지관리비

17,700

― 적상배수지 균열 보수비 10,000

○취정수장 수처리 시설물 청소 50,600

― 무주정수장 시설물 청소

18,000

― 무풍정수장 시설물 청소 4,800

― 설천정수장 시설물 청소 8,000

― 구천정수장 시설물 청소 6,800

― 안성정수장 시설물 청소 8,000

― 적상,괴목,부남배수지 청소

5,000

448,000원*85개소*12회

1,000,000원*2대

500,000원*1대

100,000원*10대

200,000원*10대

1,354.05원*1,000ℓ *2대

1,354.05원*1,000ℓ *1대

1,496.68원*500ℓ *10대

1,496.68원*630ℓ *9대

1,354.05원*500ℓ *4개소

966.93원*600ℓ *4월

966.93원*600ℓ *6월

966.93원*700ℓ *6월

966.93원*200ℓ

1,000,000원*10종*5개소

8,000,000원*5대

500,000원*57개소

300,000원*59개소

5,000,000원*2지

1,500,000원*3계열*4회

1,200,000원*4회

2,000,000원*4회

1,700,000원*4회

2,000,000원*4회

2,500,000원*2회



부서: 맑은물사업소

정책: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단위: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상수도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취정수장 예초작업 22,400

― 무주정수장 예초작업

9,000

― 무풍정수장 예초작업 2,400

― 설천정수장 예초작업 3,000

― 구천정수장 예초작업 2,000

― 안성정수장 예초작업 6,000

○취정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 15,372

― 무주취수장 3,948

― 무주정수장 2,304

― 무풍정수장 1,344

― 설천정수장 3,948

― 구천정수장 1,344

― 안성정수장 2,484

1,000,000원*3계열*3회

800,000원*3회

1,500,000원*2회

1,000,000원*2회

3,000,000원*2회

329,000원*12월

192,000원*12월

112,000원*12월

329,000원*12월

112,000원*12월

207,000원*12월

202 여비 14,880 8,880 6,000

01 국내여비 14,880 8,880 6,000

○정수장 시설점검 1,440

○6개읍면 급수 및 수선공사 현장점검

13,440

20,000원*2명*3회*12월

20,000원*7명*8회*12월

206 재료비 412,644 56,900 355,744

01 재료비 412,644 56,900 355,744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 343,344

― 무주정수장 소독약품 구입

24,600

― 무풍정수장 소독약품 구입

1,224

― 설천정수장 소독약품 구입

14,760

― 구천정수장 소독약품 구입

288,000

― 안성정수장 소독약품 구입

14,760

○정수장 응집제(PAHCS) 구입 32,400

― 무주정수장 응집제 구입

12,960

― 설천정수장 응집제 구입

9,720

― 안성정수장 응집제 구입

9,720

○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소모품 구입 30,600

― 무주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소모품

14,400

― 무풍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소모품

3,600

410원*5,000kg*12월

600원*170kg*12월

410원*3,000kg*12월

600원*40,000kg*12월

410원*3,000kg*12월

270,000원*4㎥*12월

270,000원*3㎥*12월

270,000원*3㎥*12월

400,000원*3종*12월

150,000원*2종*12월



부서: 맑은물사업소

정책: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단위: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상수도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설천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소모품

5,400

― 구천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소모품

3,600

― 안성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소모품

3,600

○상수도관리 관부속품 구입

6,300

150,000원*3종*12월

150,000원*2종*12월

150,000원*2종*12월

90,000원*10종*7개소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 995,600 765,000 230,600

도 7,000

군 988,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77,700 765,000 212,700

도 7,000

군 970,700

01 시설비 975,885 765,000 210,885

○적상면 서창 예비 배수지 설치공사

148,920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무주읍 취정수장,무

풍정수장,설천정수장) 365,000

○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무주,무풍,

설천,구천) 176,000

297,840원*500ton

91,250,000원*4개소

44,000,000원*4개소

도 7,000

군 169,000

○무주정수장(1계열)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

15,000

○무주정수장(3계열) 여과지 초음파 수위기 설

치공사 12,000

○무주정수장(3계열) 역세수 공급펌프 설치공사

15,000

○무주정수장 소독제 차염투입기 교체공사

36,000

○무주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

10,200

○무주읍 안요대 가압장 설치공사

24,730

○무주읍 공정리 가압장 설치공사

14,838

○무풍정수장 사무실 바닥등 도색작업

15,000

○설천정수장 옥상 방수공사 45,500

○설천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

40,000

○설천정수장 비상관정 신설공사

30,000

○설천면 가압장 유량계 설치공사

27,697

15,000,000원*1개소

6,000,000원*2개소

15,000,000원*1개소

6,000,000원*6대

100,000원*102㎡

24,730,000원*1개소

14,838,000원*1개소

15,000,000원*1개소

35,000원*1,300㎡

100,000원*400㎡

30,000,000원*1개소

6,924,250원*4개소

03 시설부대비 1,815 0 1,815



부서: 맑은물사업소

정책: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단위: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상수도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적상면 서창 예비 배수지 설치공사

1,080

○무주읍 안요대 가압장 설치공사

270

○무주읍 공정리 가압장 설치공사

162

○설천면 가압장 유량계 설치공사

303

150,000,000원*0.72%

25,000,000원*1.08%

15,000,000원*1.08%

28,000,000원*1.08%

405 자산취득비 17,900 0 17,9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900 0 17,900

○안성정수장 엔진 브로워 구입 700

○안성정수장 자주식 동력 예취기 구입

2,000

○무풍정수장 차염투입 정량펌프 구입

2,000

○무주취수장 심정펌프 구입(예비용)

10,000

○무주정수장 수배전실 UPS 구입

3,200

700,000원*1대

2,000,000원*1대

1,000,000원*2대

10,000,000원*1대

3,200,000원*1대

광역 상수원 지킴이 사업 38,763 42,000 △3,237

도 27,134

군 11,629

101 인건비 35,982 42,000 △6,018

도 25,187

군 10,795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982 42,000 △6,018

○광역상수원지킴이 인건비 35,982

― 기본급 25,2828,590원*5시간*16.351일*4명*9월

도 17,698

군 7,584

― 주휴수당 6,1848,590원*5시간*3.999일*4명*9월

도 4,329

군 1,855

― 연차수당 1,5458,590원*5시간*0.999일*4명*9월

도 1,082

군 463

― 4대보험료 2,97133,011,000원*9%

도 2,078

군 893

201 일반운영비 2,781 0 2,781

도 1,947

군 834

02 공공운영비 2,781 0 2,781

○광역상수원지킴이 운영 통신비

1,41644,250원*4명*8월

도 991

군 425



부서: 맑은물사업소

정책: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단위: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상수도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광역상수원지킴이 운영 시스템유지보수비

1,36542,656.25원*4명*8월

도 956

군 409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상수도 특별회계) 4,958,850 6,726,000 △1,767,150

도 3,088,000

군 1,870,850

지방상수도 확충 56,000 1,400,000 △1,34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6,000 1,400,000 △1,344,000

01 시설비 56,000 1,390,820 △1,334,820

○도유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포장공사

56,00040,000원*1,400m

안성부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전환사업) 2,000,000 2,571,000 △571,000

도 1,400,000

군 6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0 2,571,000 △571,000

도 1,400,000

군 600,000

01 시설비 1,592,800 2,561,744 △968,944

○안성부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592,800230,007원*6,925.005m

도 1,114,960

군 477,840

02 감리비 400,000 0 400,000

○안성부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00,0004,694,835,680원*8.52%

도 280,000

군 120,000

03 시설부대비 7,200 9,256 △2,056

○안성부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2002,000,000,000원*0.36%

도 5,040

군 2,160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전환사업) 2,000,000 1,000,000 1,000,000

도 1,400,000

군 6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0 1,000,000 1,000,000

도 1,400,000

군 600,000

01 시설비 1,392,800 993,700 399,100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392,8001,392,800원*3,000㎥*1/3

도 974,960

군 417,840

02 감리비 600,000 0 600,000



부서: 맑은물사업소

정책: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단위: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상수도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600,0006,403,415,154원*9.37%

도 420,000

군 180,000

03 시설부대비 7,200 6,300 900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2002,000,000,000원*0.36/100

도 5,040

군 2,160

가정 급수공사 490,850 415,000 75,850

401 시설비및부대비 413,000 350,000 63,000

01 시설비 413,000 350,000 63,000

○가정급수공사(신설) 413,000

― 무주읍 가정급수공사 56,000

― 적상면 가정급수공사 70,000

― 무풍면 가정급수공사 14,000

― 설천면 가정급수공사 98,000

― 구천동 가정급수공사 42,000

― 안성면 가정급수공사 98,000

― 부남면 가정급수공사 35,000

700,000원*80전

700,000원*100전

700,000원*20전

700,000원*140전

700,000원*60전

700,000원*140전

700,000원*50전

405 자산취득비 77,850 65,000 12,85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77,850 65,000 12,850

○수도미터기 구입(신설 및 교체용) 77,850

― 무주읍 수도미터기 구입 45,000

― 적상면 수도미터기 구입 4,500

― 무풍면 수도미터기 구입 2,250

― 설천면 수도미터기 구입 6,300

― 구천동 수도미터기 구입 4,500

― 안성면 수도미터기 구입 6,300

― 부남면 수도미터기 구입 9,000

45,000원*1,000개

45,000원*100개

45,000원*50개

45,000원*140개

45,000원*100개

45,000원*140개

45,000원*200개

무주설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전환사업) 412,000 0 412,000

도 288,000

군 12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12,000 0 412,000

도 288,000

군 124,000

01 시설비 409,033 0 409,033

○무주설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09,033230,000원*1,778.401m

도 285,924

군 123,109

03 시설부대비 2,967 0 2,967

○무주설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967412,000,000원*0.72%



부서: 맑은물사업소

정책: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단위: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상수도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2,076

군 891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상수도 특별회계) 11,712,789 7,454,380 4,258,409

균 5,951,000

도 850,000

군 4,911,789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501,000 7,146,480 1,354,520

균 5,951,000

도 850,000

군 1,7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501,000 5,340,000 3,161,000

균 5,951,000

도 850,000

군 1,700,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501,000 5,340,000 3,161,00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501,000425,050원*20,000m

균 5,951,000

도 850,000

군 1,700,000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선(시설비) 2,850,069 200,000 2,650,069

401 시설비및부대비 2,850,069 200,000 2,650,069

01 시설비 2,833,299 198,560 2,634,739

○무주읍 신교 및 한수리 노후관 교체공사

107,138

○무주읍 당산리 노후관 교체공사

526,658

○설천 배수관로(강호건재~반디랜드)개선공사

1,031,460

○무주군 송배수관 누수탐사 실시 용역

500,000

○구천동 수도미터기 원격검침 구축사업

328,100

○설천면 온평마을 관로개선공사

9,892

○설천면 노후 계량기실 교체공사

178,704

○무풍면 노후 계량기실 교체공사

11,870

○무주읍 노후 계량기실 교체공사

29,676

○안성면 노후 계량기실 교체공사

5,935

○무주읍 당산마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29,676

○제수변 철개 인상공사 14,838

○안성면 노후관 교체공사 29,676

○노후 소화전 교체공사 29,676

543,847.7원*197m

257,282.8원*2,047m

268,329.7원*3,844m

100,000,000원*5개소

428,888원*765전

98,920원*100m

595,680원*300개소

593,500원*20개소

593,520원*50개소

593,500원*10개소

98,920원*300m

247,300원*60개소

98,920원*300m

2,967,600원*10개소



부서: 맑은물사업소

정책: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단위: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상수도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16,770 1,440 15,330

○무주읍 신교 및 한수리 노후관 교체공사

973

○무주읍 당산리 노후관 교체공사

3,820

○설천 배수관로(강호건재~반디랜드)개선공사

6,540

○구천동 수도미터기 원격검침 구축사업

2,380

○설천면 온평마을 관로개선공사

108

○설천면 노후 계량기실 교체공사

1,296

○무풍면 노후 계량기실 교체공사

130

○무주읍 노후 계량기실 교체공사

324

○안성면 노후 계량기실 교체공사

65

○무주읍 당산마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324

○제수변 철개 인상공사 162

○안성면 노후관 교체공사 324

○노후 소화전 교체공사 324

108,111,000원*0.9%

530,478,000원*0.72%

1,038,000,000원*0.63%

330,480,000원*0.72%

10,000,000원*1.08%

180,000,000원*0.72%

12,000,000원*1.08%

30,000,000원*1.08%

6,000,000원*1.08%

30,000,000원*1.08%

15,000,000원*1.08%

30,000,000원*1.08%

30,000,000원*1.08%

지방상수도 응급복구공사 361,720 107,900 253,820

201 일반운영비 11,720 10,400 1,320

01 사무관리비 3,920 2,600 1,320

○상수도 응급복구등 특근매식비

3,9208,000원*7명*70일

02 공공운영비 7,800 7,800 0

○상수도 응급복구차량 유지관리비

7,800650,000원*3대*4회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 97,500 252,500

01 시설비 347,480 97,500 249,980

○지방상수도 응급복구공사

347,4801,737,400원*200개소

03 시설부대비 2,520 0 2,520

○지방상수도 응급복구공사

2,520350,000,000원*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