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8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1 재산임대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49,357,453 52,283,714 △2,926,261

200 세외수입 46,391,453 49,476,714 △3,085,261

210 경상적세외수입 45,661,553 48,746,114 △3,084,561

211 재산임대수입 44,036 43,752 284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4,036 43,752 284

< 수도과 > 44,036 43,752 284

○ 공유재산 대부료 500

○ 나운·오식도 배수지 태양광발전 토지사용료 39,336

○ 월명호수 건물임대료(대안학교) 4,200

212 사용료수입 43,413,000 46,497,285 △3,084,285

212-04 상수도사용료 43,413,000 46,497,285 △3,084,285

< 수도과 > 43,413,000 46,497,285 △3,084,285

○ 상수도 급수수입 43,413,000

213 수수료수입 12,794 13,354 △560

213-04 기타수수료 12,794 13,354 △560

< 수도과 > 12,794 13,354 △560

○ 개전, 급수공사 부담 수수료 12,794

－개전수수료 840

－급수공사 부담 수수료 11,954

214 사업수입 2,131,723 2,131,723 0

214-05 분담금수입 2,131,723 2,131,723 0

< 수도과 > 2,131,723 2,131,723 0

○ 급수공사수익,시설분담금,기타공사부담금수입 2,131,723

－ 급수공사수익 1,425,263

－시설분담금수익 706,460

216 이자수입 60,000 6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0 60,000 0

< 수도과 > 60,000 60,000 0

○ 일반이자수입 60,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729,900 730,600 △700

224 기타수입 179,900 180,600 △700

224-06 그외수입 179,900 180,600 △700

< 수도과 > 179,900 180,600 △700

○ 파손 및 망실계량기 교체수수료 대금 900

○ 물이용부담 징수비용 교부금 179,000



2018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5 지난연도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225 지난연도수입 550,000 550,000 0

225-01 지난연도수입 550,000 550,000 0

< 수도과 > 550,000 550,000 0

○ 지난년도 수입(수용가미수금) 550,000

500 보조금 166,000 57,000 109,000

510 국고보조금등 140,000 42,000 98,000

511 국고보조금등 140,000 42,000 98,000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0,000 42,000 98,000

< 수도과 > 140,000 42,000 98,000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0,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26,000 15,000 11,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26,000 15,000 11,000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26,000 15,000 11,000

< 수도과 > 26,000 15,000 11,000

○ 법정관리 시설물 정밀 점검(군산호수 외 6개소) 26,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00,000 2,750,000 50,000

710 보전수입등 2,500,000 2,500,000 0

711 잉여금 2,500,000 2,500,000 0

711-01 순세계잉여금 2,500,000 2,500,000 0

< 수도과 > 2,500,000 2,500,000 0

○ 순세계잉여금 2,500,000

720 내부거래 300,000 250,000 50,000

721 전입금 300,000 250,000 50,000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300,000 0 300,000

< 수도과 > 300,000 0 300,000

○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00,000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8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도과 49,357,453 52,283,714 △2,926,261

지 140,000

도 26,000

시 49,191,453

상수도공기업 관리 43,956,597 47,631,866 △3,675,269

지 140,000

도 26,000

시 43,790,597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2,737,404 34,821,758 △2,084,354

도 26,000

시 32,711,404

원수 및 취수 사업 29,401,960 30,739,056 △1,337,096

201 일반운영비 95,354 108,825 △13,471

01 사무관리비 6,000 8,400 △2,400

○ 전기 안전관리 대행, 기타수수료(군산호수) 6,000

02 공공운영비 89,354 100,425 △11,071

○ 군산호수 모터보트 유지비 3,373

○ 군산호수 양수시설 보수 14,000

○ 군산호수 CCTV 및 전기(전열,전등)시설물 유

지보수비 5,500

○ 군산호수 고압 동력비 66,481

202 여비 3,762 3,762 0

01 국내여비 3,762 3,762 0

○ 원수취수에 따른 기계, 전기설비 일일점검 3,762

206 재료비 29,302,844 30,626,469 △1,323,625

01 재료비 29,302,844 30,626,469 △1,323,625

○ 한국농어촌공사 용수료(원수) 213,220

○ 한국수자원공사 용수료(생활용수) 19,272,584

○ 한국수자원공사 용수료(공업용수) 9,817,040

맑은물 보급 수질관리 사업 100,899 81,049 19,850

101 인건비 26,058 25,179 87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58 25,179 879

○ 수질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2,848

○ 수질관리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2,970

○ 기간제근로자 실험복 구입 240

201 일반운영비 44,449 27,078 17,371

01 사무관리비 18,449 16,678 1,771

○ 수질관리 운영 업무추진 14,913

－ 수도꼭지 노후관 수질검사비 1,746

－ 배수지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비 5,000

－ 수질민원 검사비(전항목) 1,596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수돗물 시민참여 수당 2,651

－ 수돗물품질보고서 등 홍보물 제작 2,000

－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1,920

○ 수질검사요원 특근매식비 2,880

○ 수질검사 현장요원 피복비 656

02 공공운영비 26,000 10,400 15,600

○ 수질자동 측정기 유지비 19,000

○ 수질관리차량 유지관리비 4,000

○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비 3,000

202 여비 12,392 12,392 0

01 국내여비 12,392 12,392 0

○ 수질관리업무추진 12,392

206 재료비 18,000 16,400 1,600

01 재료비 18,000 16,400 1,600

○ 이화학분야 수질검사용시약 구입 6,000

○ 미생물분야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 5,000

○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용기 구입 1,000

○ 배수지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구입 6,000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2,592,655 2,337,544 255,111

도 26,000

시 2,566,655

201 일반운영비 654,319 583,721 70,598

01 사무관리비 133,370 83,008 50,362

○ 수도계 업무추진 6,380

－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 업무 추진 1,000

－ 상수관망도 코팅책자 제작 2,500

－ 수도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880

○ 급수계 업무추진 11,236

－ 수돗물 단수에 따른 현수막 제작 2,400

－ 수돗물 단수,절수 안내문 제작 등 800

－ 비상급수(먹는물) 운송비 2,500

－ 급수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3,840

－ 개인급수공사 현장조사요원 피복비 1,312

－ 비상급수대책 급식비 384

○ 시설계 업무추진 38,744

－ 시설장 소모품 구입 2,000

－ 시설장 24시간 근무자용 침구세탁 1,200

－ 시설장 사무용품 및 프린터 유지비(4개소) 1,600

－ 시설장 무인경비 수수료(13개소) 18,720

－ 상수도시설장 비상근무 및 점검 급식비 2,240

－ 시설계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880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시설장운영 및 현업근무자 근무복 및 안전

화 2,624

－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7,480

○ 유수율제고계 업무추진 77,010

－ 구역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60,000

－ 상수도 자재보관소 복합기 임차료 3,120

－ 상수도 자재보관소 무인경비 수수료 1,920

－상수도 동파예방 홍보물 제작 1,250

－ 누수탐사 및 복구 종사원 야간 급식비 2,880

－ 상수도 생활 민원 휴일 근무자 급식비 3,840

－ 누수탐사, 누수지복구 급식비 및 피복비 4,000

02 공공운영비 520,949 500,713 20,236

○ 급수행정 공공운영비 14,200

○ 시설장운영 공공운영비 56,286

○ 유수율제고 업무 공공운영비 105,060

○ 시설장 전기요금(28개소) 178,728

－ 전기요금(기본료) 91,070

－ 전기요금(사용료) 87,658

○ 시설장 장판 및 도배 2,500

○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 164,175

202 여비 36,600 36,904 △304

01 국내여비 36,600 36,904 △304

○ 수도계 업무추진 여비 4,800

○ 급수행정 업무추진 여비 14,000

○ 시설계 업무추진 여비 4,800

○ 유수율 제고 업무추진 여비 13,000

206 재료비 29,787 29,787 0

01 재료비 29,787 29,787 0

○ 급수자재구입 2,220

○ 시설장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10,000

○ 유수율제고사업 자재구입 13,967

○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용 크롤칼키 구입 3,600

301 일반보상금 6,000 6,000 0

11 기타보상금 6,000 6,000 0

○ 누수신고자 보상금 지급 6,000

305 배상금등 10,000 10,000 0

01 배상금등 10,000 10,000 0

○ 상수도 생활민원관련 배상금 지급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55,949 1,671,132 184,817

도 26,000

시 1,829,949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1,855,949 1,671,132 184,817

○ 급수공사비(신설공사비) 1,362,739

○ 급수공사비(개조공사비) 62,524

○ 소규모 가압 급수시설 수선 교체 44,000

○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 16,000

○ 배수지 전동밸브 수선(구동기, 개도발신기) 10,125

○ 시설장 무정전 전원장치 수선교체 6,784

○ 시설장 전기설비 수선교체 9,800

○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 13,109

○ 승용 제초기 및 예,제초기 수선교체 4,000

○ 시설장 CCTV 수선교체 21,334

○ 시설장 휀스 수선교체 4,500

○ 배수지 밸브 및 배관(80~1100mm) 9,600

○ 시설장 자동제어(PLC) 수선교체 20,834

○ 수도시설물(군산호수외 6개소) 정밀점검 용

역비 68,000

도 26,000

시 42,000

○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비 84,800

○ 구역유량계시스템(TM) 유지관리 등 38,800

○ 구역유량계 시설물(감압변,유량계 등) 유지

관리비 75,000

○ 누수보수장비 및 누수탐사장비 유지보수비 4,000

상수도 요금징수 641,890 1,664,109 △1,022,219

101 인건비 53,032 68,981 △15,949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032 68,981 △15,949

○ 기간제근로자 보수(계량기 체납단수 2명) 47,350

○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5,682

201 일반운영비 102,988 88,144 14,844

01 사무관리비 49,768 49,324 444

○ 상하수도 고지서 등 전산용지 구입 16,200

○ 자동이체 EDI 수수료(금융결제원) 2,400

○ 체납관리에 따른 등기발급 및 압류촉탁 540

○ 단수, 체납 등 예고 스티커 3,600

○ 신용카드가맹점 후취정산 수수료 3,000

○ 고지서 고속레이져프린터 유지 보수용역 4,800

○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8,000

○ 전산업무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2,400

○ 고지서출력 및 전산자료입력등 특근매식비 4,800

○ 체납징수 특근매식 2,880

○ 요금검침 및 현장요원 피복비 1,148

02 공공운영비 53,220 38,820 14,400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수도요금고지서 및 민원 송달용 우표 39,600

○ 차량 유지보수비 6,000

○ 미군 수도요금 요구 전산망 사용료 1,440

○ 공공휴대폰 요금 1,680

○ 원격검침용 태블릿 PC 요금 840

○ 원격검침 수집기 통신요금 3,660

202 여비 25,080 25,064 16

01 국내여비 21,000 21,224 △224

○ 상수도 요금관련 업무추진 여비 21,000

02 월액여비 4,080 3,840 240

○ 상수도 검침직원 월액여비 4,080

206 재료비 7,000 7,000 0

01 재료비 7,000 7,000 0

○ 요금민원관련 자재구입(단수,밸브 장치 등) 7,000

301 일반보상금 3,840 3,840 0

11 기타보상금 3,840 3,840 0

○ 팀장급 민간검침원에 대한 활동지원비 3,840

307 민간이전 449,950 445,450 4,500

05 민간위탁금 449,950 445,450 4,500

○ 일반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384,000

○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33,600

○ 민간검침원 기본경비 27,600

○ 검침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400

○ 검침원 팀장급 모범지역 견학 600

○ 민간검침원 보험료 3,750

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219,193 12,810,108 △1,590,915

지 140,000

시 11,079,193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9,352,734 11,790,248 △2,437,514

401 시설비및부대비 9,151,634 11,364,148 △2,212,514

01 시설비 9,120,204 11,328,818 △2,208,614

○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 170,000

○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공사 1,000,000

○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500,000

○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4개소) 352,000

○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 350,000

○ 상수도 시설장 수목제거 및 풀깍기 48,000

○ 군봉배수지 보수공사(2차분) 926,526

○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3,000,000

○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급배수관누수지

등) 1,008,000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상수맨홀 등) 500,000

○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노후, 고장, 동파) 893,211

○ 고장, 동파 수도미터 교체 공사 372,467

03 시설부대비 31,430 35,330 △3,900

○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8,000

○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공사외 3건 8,000

○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누수지 등) 5,500

○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상수맨홀 등) 5,500

○ 상수도 시설장 수목제거 및 풀 깍기 430

○ 군봉배수지 보수공사 4,000

405 자산취득비 201,100 426,100 △225,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1,100 426,100 △225,000

○ 나운배수지 냉,난방기 구입 1,100

○ 상수도 누수진단시스템 구입 200,000

예비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30,459 946,840 683,619

801 예비비 1,630,459 946,840 683,619

01 일반예비비 1,630,459 946,840 683,619

○ 예비비 1,630,459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대야) 100,000 73,020 26,980

지 70,000

시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73,020 26,980

지 70,000

시 30,000

01 시설비 100,000 72,500 27,500

○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대야) 100,000

지 70,000

시 30,00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성산) 100,000 0 100,000

지 70,000

시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지 70,000

시 30,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성산) 100,000

지 70,000

시 30,000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6,000 0 36,000

405 자산취득비 36,000 0 36,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6,000 0 36,000

○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36,000



부서: 수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수도과)

단위: 인력운영비(수도과)(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행정운영경비(수도과) 5,400,856 4,651,848 749,008

인력운영비(수도과)(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541,688 3,882,772 658,916

인력운영비(수도과) 4,541,688 3,882,772 658,916

101 인건비 4,315,336 3,652,244 663,092

01 보수 2,778,217 2,496,421 281,796

○ 기본급 1,996,987

－ 봉급 1,840,820

·4급(연봉제) 78,338

·5급(연봉제) 71,090

·6급 545,386

·7급 826,224

·8급 149,160

·9급 170,622

－ 정근수당 156,167

○ 시간외근무수당 241,994

－ 일반직 180,535

－ 24시간 교대근무자 61,459

○ 24시간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38,942

○ 24시간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39,240

○ 가족수당 30,480

－ 배우자 17,280

－ 부양가족 13,200

○ 자녀학비 보조수당 18,380

○ 정근수당가산금 51,600

－ 5년이상~10년미만 1,800

－ 10년이상~15년미만 4,320

－ 20년이상~25년미만 15,840

－ 25년이상 29,640

○ 대우공무원수당 24,000

○ 위험근무수당(을종) 4,800

○ 기술업무수당 정액분 5,880

－ 6~7급 4,680

－ 8급 1,200

○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4,800

－ 기능장,기사 2,880

－ 산업기사 1,920

○ 육아휴직수당 9,600

○ 정액급식비 67,080

○ 장려수당 25,800

－ 정액분(일반직 등) 25,800

○ 명절휴가비 187,400



부서: 수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수도과)

단위: 인력운영비(수도과)(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연가보상비 31,234

02 기타직보수 751,816 727,277 24,539

○ 청원경찰(11명) 686,295

－ 급여 414,520

－ 정근수당 34,544

－ 24시간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85,587

－ 24시간교대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54,123

－ 24시간교대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59,607

－ 가족수당 11,520

·배우자 5,280

·부양가족 6,240

－ 자녀학비 보조수당 5,514

－ 감독수당(반장) 480

－ 감독수당(조장) 720

－ 정근수당가산금 17,040

－ 장려수당 2,640

○ 정액급식비 17,160

○ 명절휴가비 41,452

○ 연가보상비 6,909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58,462 405,757 352,705

○ 기본급(행정실무8명) 146,957

○ 기말수당 48,986

○ 시간외근무수당 45,108

○ 휴일근무수당 25,776

○ 연가보상비 4,009

○ 명절휴가비 16,065

○ 장기근속수당 12,300

○ 정액급식비 12,480

○ 교통보조비 11,520

○ 자녀학비수당 12,866

○ 기본급(도로보수원5명) 155,494

○ 시간외수당 60,610

○ 휴일근무수당 51,350

○ 연가보상비 3,562

○ 위험수당 2,400

○ 직무수당 10,800

○ 교통보조비 2,400

○ 가계보조금 4,800

○ 명절휴가비 16,558

○ 가족수당 5,520

－ 배우자 2,400

－ 부양가족 3,120



부서: 수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수도과)

단위: 인력운영비(수도과)(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정액급식비 4,800

○ 부상치료비 500

○ 실무직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 1,300

○ 국민연금부담금 35,870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4,193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585

○ 고용보험부담금 11,957

○ 산재보험부담금 28,69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841 22,789 4,052

○ 기간제 근로자(1명) 26,841

－ 기본급 19,512

－ 주차수당 3,383

－ 월차수당 781

－ 4대보험 3,165

204 직무수행경비 95,520 93,180 2,340

02 직급보조비 95,520 93,180 2,340

○ 직급보조비 95,520

－ 4급 4,800

－ 5급 3,000

－ 6급 22,320

－ 7급 33,600

－ 8급 11,340

－ 청원경찰(6급상당) 20,460

304 연금부담금등 130,832 137,348 △6,516

02 국민건강보험금 130,832 137,348 △6,516

○ 일반직 및 청경(건강보험부담금) 111,525

○ 일반직 및 청경(노인장기요양보험) 7,305

○ 청경(고용보험) 12,002

기본경비(수도과)(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59,168 769,076 90,092

기본경비(수도과) 859,168 769,076 90,092

201 일반운영비 116,640 93,093 23,547

01 사무관리비 104,640 83,093 21,547

○ 수도과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4,000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 10,500

○ 경영평가에 따른 고객 만족도 조사비용 2,000

○ 사무실 유지보수비(바닥광택등) 2,000

○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40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노바스) 유

지보수비 9,500

○ 상수도 공기업 업무장비 유지비(복사기, 토

너 등) 20,000



부서: 수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수도과)

단위: 기본경비(수도과)(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상수도공기업평가 및 결산서 관련 책자 제작

비 6,000

○ 자산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등 4,000

○ 상수도 관리행정 추진 특근매식비(공기업예

산,결산,통계등) 7,000

○ 서비스품질우수분야 인증기술자문료 17,000

02 공공운영비 12,000 10,000 2,000

○ 한국 상하수도협회 회비 5,000

○ 관리업무 추진 공공요금 및 제세등 7,000

202 여비 46,560 46,560 0

01 국내여비 38,560 38,560 0

○ 상수도 공기업관리 업무추진 38,560

03 국외업무여비 8,000 8,000 0

○ 상수도공기업 해외선진지(교육,세미나등) 시

찰 국외여비 8,000

203 업무추진비 17,174 15,436 1,738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15 3,300 △285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15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81 1,512 769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81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50 5,950 0

○ 시책업무추진비 5,95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928 4,674 1,25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928

204 직무수행경비 74,280 74,280 0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0 4,200 0

○ 직책급업무추진비 4,200

－4급 4,200

03 특정업무경비 70,080 70,080 0

○ 특정업무수행경비 70,080

303 포상금 6,700 6,500 200

01 포상금 6,700 6,500 200

○ 상수도 종사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6,700

304 연금부담금등 597,814 533,207 64,607

01 연금부담금 597,814 533,207 64,607

○ 연금부담금 278,771

○ 보전금 134,171

○ 퇴직수당부담금 179,296

○ 재해보상부담금 5,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