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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1 재산임대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46,280,507 54,897,150 △8,616,643

200 세외수입 22,999,212 26,004,150 △3,004,938

210 경상적세외수입 17,222,598 16,907,728 314,870

211 재산임대수입 342,895 102,895 240,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342,895 102,895 240,000

< 하수과 > 342,895 102,895 240,000

○ 공공하수처리장 토지점용료(증기이송배관) 2,263

○ 공공하수처리장 토지점용료(풍력발전기) 3,720

○ 공공하수처리장 토지점용료(태양광발전) 67,105

○ 폐수종말처리장 토지점용료(풍력발전기) 29,000

○ 폐수종말처리장 토지점용료(방류구 사용) 807

○ 폐수종말처리장 토지점용료(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기) 240,000

212 사용료수입 16,588,233 16,588,233 0

212-03 하수도사용료 16,588,233 16,588,233 0

< 하수과 > 16,588,233 16,588,233 0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588,233

－ 하수도 사용료(상수도분) 12,630,922

· 가정용 4,415,836

· 일반용 2,509,888

· 욕탕용 269,401

· 산업용 5,435,797

－ 하수도 사용료(지하수분) 3,957,311

· 가정용 11,643

· 일반용 3,054,561

· 욕탕용 170,956

· 산업용 720,151

213 수수료수입 91,470 72,600 18,870

213-04 기타수수료 91,470 72,600 18,870

< 하수과 > 91,470 72,600 18,870

○ 공공하수처리장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수료(1%) 4,500

○ 폐수종말처리장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수료(2%) 22,000

○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64,970

216 이자수입 200,000 144,000 56,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0 144,000 56,000



2018년도 본예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6 이자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하수과 > 200,000 144,000 56,000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5,776,614 9,096,422 △3,319,808

222 부담금 2,506,614 6,400,100 △3,893,486

222-02 일반부담금 2,506,614 6,400,100 △3,893,486

< 하수과 > 2,506,614 6,400,100 △3,893,486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506,614

－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506,614

224 기타수입 3,270,000 2,693,322 576,678

224-06 그외수입 3,270,000 2,693,322 576,678

< 하수과 > 3,270,000 2,693,322 576,678

○ 음식물찌꺼기 배출수 처리 수수료 150,000

○ 하수슬러지 처리 부산물 판매 수익금 70,000

○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유지관리비 2,900,000

○ 폐수종말처리장 유수지 수상태양광 지원금 150,000

500 보조금 14,901,750 22,893,000 △7,991,250

510 국고보조금등 14,193,000 22,057,000 △7,864,000

511 국고보조금등 14,193,000 22,057,000 △7,864,000

511-01 국고보조금 14,193,000 22,057,000 △7,864,000

< 하수과 > 14,193,000 22,057,000 △7,864,000

○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828,000

○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85,000

○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22,000

○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4,602,000

○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832,000

○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 500,000

○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955,000

○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89,000

○ 군산고도처리 융자금 원금 및 이자보전 180,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708,750 836,000 △127,25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708,750 836,000 △127,250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708,750 836,000 △127,250

< 하수과 > 708,750 836,000 △127,250

○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420,000



2018년도 본예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장: 500 보조금

관: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항: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군산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 시설 임대료 206,000

○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8,000

○ 물재이용시설 지원사업 4,75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79,545 6,000,000 2,379,545

710 보전수입등 2,000,000 0 2,000,000

711 잉여금 2,000,000 0 2,000,000

711-01 순세계잉여금 2,000,000 0 2,000,000

< 하수과 > 2,000,000 0 2,000,000

○ 순세계잉여금 2,000,000

720 내부거래 6,379,545 6,000,000 379,545

721 전입금 6,379,545 6,000,000 379,545

721-03 기타회계전입금 6,379,545 6,000,000 379,545

< 하수과 > 6,379,545 6,000,000 379,545

○ 일반회계 전입금 6,000,000

○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금강수계관리기금) 379,545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6,186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5,667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3,566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4,062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90,064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단위: 하수도사업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8년도 본예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과 46,280,507 54,897,150 △8,616,643

국 14,193,000

도 708,750

시 31,378,757

하수도공기업관리 43,191,377 52,057,801 △8,866,424

국 14,013,000

도 708,750

시 28,469,627

하수도사업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

별회계)

39,257,156 46,457,698 △7,200,542

국 14,013,000

도 708,750

시 24,535,406

하수처리시설 운영 14,161,742 11,645,258 2,516,484

도 420,000

시 13,741,742

201 일반운영비 3,313,684 3,224,606 89,078

01 사무관리비 85,000 167,400 △82,400

○공공하수처리장 외 단순관리대행 성과평가 수

수료 42,000

○제1중계펌프장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15,000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5개소) 복합관리

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28,000

02 공공운영비 3,228,684 3,057,206 171,478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096,00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간이중계펌

프장 포함) 102,000

○공공하수처리장 소방시설 종합정밀 및 작동기

능점검 수수료 3,000

○1중계펌프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100

○공공하수처리장 실험실 분석장비 및 현장계측

기 검교정 수수료 9,928

○공공하수처리장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3,530

○공공하수처리장 토양오염시설 누출검사 수수

료 1,550

○공공하수처리장 생태독성(유입, 방류) 분석

수수료 12,863

○공공하수처리장 중금속(유입, 방류) 분석 수

수료 9,453

○공공하수처리장 복합악취 분석 수수료 10,113

○공공하수처리장 하수분뇨찌꺼기 분석 수수료 1,800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중금속 분석 수수

료 401

○슬러지자원화시설 (특정)대기오염물질 분석

수수료 15,783

○슬러지자원화시설 건조오니 분석 수수료 1,903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단위: 하수도사업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슬러지자원화시설 환경책임보험료 2,530

○슬러지자원화시설 보일러(5톤) 안전검사 수수

료 1,100

○슬러지자원화시설 가스안전/압력용기 검사 수

수료 800

○슬러지자원화시설 연료비(도시가스) 900,00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인증서 발급/연회비 660

○공공하수처리장 호이스트 및 크레인 검사 수

수료 400

○분뇨처리장 계근대 검정 수수료 75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4,000

○중계펌프장 및 마을하수도 통신전용 회선료 40,320

○하수처리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보험료, 유

류비 등) 8,700

202 여비 42,964 42,964 0

01 국내여비 42,964 42,964 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출장여비 2,564

○관리대행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점검 1,268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확인 5,340

○국내출장여비(국비확보 부처방문 등) 33,792

307 민간이전 9,398,892 7,342,988 2,055,904

도 420,000

시 8,978,892

05 민간위탁금 9,398,892 7,342,988 2,055,904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민간대행 4,863,198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5개소) 사용료 및

운영비 4,529,194

도 420,000

시 4,109,194

○ 분뇨처리 징수대행 교부금 6,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55,792 965,500 390,292

01 시설비 1,331,000 960,000 371,000

○1중계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350,000

○2중계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350,000

○공공하수처리장 여과지 여과포 교체공사 115,000

○공공하수처리장 1차침전지 생슬러지펌프 교체

공사 110,000

○슬러지자원화시설 건조기 보수공사 97,000

○슬러지자원화시설 건조기 슬러지 이송컨베이

어 보수공사 54,000

○공공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점검발판 보수공

사 35,000

○ 창오리 마을하수도 보수공사 120,000

○ 공공하수처리장 자동급수설비 보수공사 30,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단위: 하수도사업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공하수처리장 접합정 설비 보수공사 70,000

02 감리비 20,000 0 20,000

○중계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감리비 20,000

03 시설부대비 4,792 5,500 △708

○시설부대비 4,792

405 자산취득비 50,410 69,200 △18,79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410 69,200 △18,790

○가시자외선 분광광도계 구입 21,780

○실험실 무균작업대 구입 3,630

○특고압 유지관리용 측정기기 구입 15,000

○냉방기 구입(UV안정기실, 탈수기제어반) 6,00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PC 및 프린터 구입 4,000

하수도 민원처리 2,569,216 2,670,000 △100,784

401 시설비및부대비 2,569,216 2,670,000 △100,784

01 시설비 2,560,000 2,660,000 △100,000

○ 옥구읍 상평리 등 하수도공사 50,000

○ 옥산면 쌍봉리 등 하수도공사 50,000

○ 회현면 고사리 등 하수도공사 50,000

○ 임피면 미원리 등 하수도공사 50,000

○ 서수면 영창리 등 하수도공사 50,000

○ 대야면 보덕리 등 하수도공사 50,000

○ 개정면 발산리 등 하수도공사 50,000

○ 성산면 둔덕리 등 하수도공사 50,000

○ 나포면 옥곤리 등 하수도공사 50,000

○ 옥서면 선연리 등 하수도공사 50,000

○ 옥도면 고군산지역 하수도공사 50,000

○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 200,000

○ 동부지역 민원처리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50,000

○ 서부지역 민원처리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50,000

○ 남부지역 민원처리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50,000

○ 북부지역 민원처리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50,000

○ 동부지역 민원처리 하수도준설 단가계약 60,000

○ 서부지역 민원처리 하수도준설 단가계약 60,000

○ 남부지역 민원처리 하수도준설 단가계약 60,000

○ 북부지역 민원처리 하수도준설 단가계약 60,000

○ 하수관 CCTV촬영 단가계약 20,000

○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 400,000

○ 임피처리구역 하수도 정비공사 300,000

○ 월명체육관 주변 오수관거 정비공사 200,000

○ 미룡동 용둔마을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50,000

○ 군산의료원 주변 오수관로 정비공사 300,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단위: 하수도사업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강천상가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100,000

03 시설부대비 9,216 10,000 △784

○ 시설부대비 9,216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185,940 125,940 60,000

201 일반운영비 55,800 55,800 0

01 사무관리비 2,000 2,000 0

○ 하수도 유지관리(작업도구) 2,000

02 공공운영비 53,800 53,800 0

○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4,500

○ 관용차량 유류대 및 세금 28,300

○ 빗물받이 준설토사 처리 21,000

202 여비 2,640 2,640 0

01 국내여비 2,640 2,640 0

○ 하수도민원 현장점검 2,640

206 재료비 37,500 37,500 0

01 재료비 37,500 37,500 0

○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 구입 37,500

305 배상금등 30,000 30,000 0

01 배상금등 30,000 30,000 0

○ 하수도 생활민원관련 손해배상금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0,000 0 60,000

01 시설비 60,000 0 60,000

○ 하수도 준설원 휴게공간 및 창고 신축 60,000

지하수관리 개선사업 115,860 51,148 64,712

101 인건비 49,794 40,948 8,84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794 40,948 8,846

○ 기간제근로자(지하수검침 및 불법지하수 적

발,부과) 보수 49,794

201 일반운영비 6,900 10,200 △3,300

01 사무관리비 3,300 6,600 △3,300

○ 지하수 요금정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300

02 공공운영비 3,600 3,600 0

○ 지하수검침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3,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586 0 10,586

01 시설비 10,586 0 10,586

○ 디지털계량기 유지보수 단가계약 10,586

405 자산취득비 48,580 0 48,58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48,580 0 48,580

○ 무선원격검침기 구입 48,58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단위: 하수도사업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중앙,미룡분

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440,000 1,000,000 2,440,000

국 2,828,000

시 61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40,000 1,000,000 2,440,000

국 2,828,000

시 612,000

01 시설비 2,930,000 845,000 2,085,000

○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930,000

국 2,828,000

시 102,000

02 감리비 500,000 150,000 350,000

○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500,000

03 시설부대비 10,000 5,000 5,000

○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금암분구 하수

관거 정비사업

500,000 0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01 시설비 300,000 0 300,000

○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00,000

02 감리비 198,000 0 198,000

○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98,000

0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옥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0,064 3,688,000 △1,687,936

국 1,832,000

도 78,000

시 90,064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64 3,688,000 △1,687,936

국 1,832,000

도 78,000

시 90,064

01 시설비 1,635,064 3,183,000 △1,547,936

○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635,064

국 1,482,000

도 63,000

시 90,064

02 감리비 365,000 500,000 △135,000

○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65,000

국 350,000

도 15,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

1,000,000 0 1,000,000

국 500,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단위: 하수도사업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5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국 500,000

시 500,000

01 시설비 1,000,000 0 1,000,000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 1,000,000

국 500,000

시 50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고군

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729,062 5,425,000 △4,695,938

국 685,000

시 44,062

401 시설비및부대비 729,062 5,425,000 △4,695,938

국 685,000

시 44,062

01 시설비 309,062 5,420,000 △5,110,938

○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309,062

국 265,000

시 44,062

02 감리비 420,000 0 420,000

○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420,000

국 42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가산

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793,000 0 2,793,000

국 1,955,000

시 83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793,000 0 2,793,000

국 1,955,000

시 838,000

01 시설비 2,543,000 0 2,543,000

○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543,000

국 1,780,000

시 763,000

02 감리비 250,000 0 250,000

○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50,000

국 175,000

시 75,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여로

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13,000 0 1,413,000

국 989,000

시 42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13,000 0 1,413,000

국 989,000

시 424,000

01 시설비 1,163,000 0 1,163,000

○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63,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단위: 하수도사업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814,000

시 349,000

02 감리비 250,000 0 250,000

○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50,000

국 175,000

시 75,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어청

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622,000 0 622,000

국 62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22,000 0 622,000

국 622,000

01 시설비 517,000 0 517,000

○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17,000

국 517,000

02 감리비 105,000 0 105,000

○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5,000

국 105,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6,664,000 6,664,000 0

국 4,602,000

도 206,000

시 1,856,000

402 민간자본이전 6,664,000 6,664,000 0

국 4,602,000

도 206,000

시 1,856,000

03 민간위탁사업비 6,664,000 6,664,000 0

○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6,664,000

국 4,602,000

도 206,000

시 1,856,000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1,440,000 1,410,000 30,000

402 민간자본이전 1,440,000 1,410,000 30,000

03 민간위탁사업비 1,440,000 1,410,000 30,000

○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1,440,000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846,274 842,274 4,000

101 인건비 46,800 46,800 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800 46,800 0

○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46,800

201 일반운영비 139,134 132,134 7,000

01 사무관리비 73,634 66,634 7,000

○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보수비 등 62,034

○ 공중 및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11,600

02 공공운영비 65,500 65,500 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단위: 하수도사업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중화장실 전기,상하수도, 분뇨수거 처리비

등 65,500

202 여비 760 760 0

01 국내여비 760 760 0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세미나 참석 등 760

206 재료비 5,580 10,580 △5,000

01 재료비 5,580 10,580 △5,000

○ 공중화장실 소독약품등 구입 5,580

307 민간이전 652,000 652,000 0

05 민간위탁금 652,000 652,000 0

○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652,000

405 자산취득비 2,000 0 2,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0 2,000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장비 점검장치 구입 2,000

펌프장등 운영관리 767,498 801,058 △33,560

201 일반운영비 767,498 771,058 △3,560

02 공공운영비 767,498 771,058 △3,560

○ 1중계펌프장 외 25개소 전기요금 641,160

○ 해수역류방지시설 수문(12개소) 전기요금 14,400

○ 지방산단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500

○ 비응도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4,320

○ 새만금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36,000

○ 군산2국가산단 배수갑문/펌프장 전기요금(저

압) 13,200

○ 군산2국가산단 배수갑문/펌프장 전기요금(고

압) 30,000

○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상수도요금 618

○ 배수펌프장 소방시설 종합정밀 및 작동기능

점검 수수료 1,500

○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연료비 7,800

○ 비응도 오수펌프장 수선유지비 5,000

○ 군산2국가산단 배수갑문/펌프장 수선유지비 10,000

물재이용시설지원사업 9,500 0 9,500

도 4,750

시 4,750

401 시설비및부대비 9,500 0 9,500

도 4,750

시 4,750

01 시설비 9,500 0 9,500

○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9,500

도 4,750

시 4,75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단위: 폐수처리시설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폐수처리시설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934,221 5,600,103 △1,665,882

폐수처리장 운영 3,934,221 5,600,103 △1,665,882

201 일반운영비 1,099,793 821,000 278,793

01 사무관리비 82,000 50,000 32,000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82,000

02 공공운영비 1,017,793 771,000 246,793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960,000

○폐수종말처리장 상수도요금 35,000

○폐수종말처리장 소방시설 종합정밀 및 작동기

능점검 수수료 1,800

○폐수종말처리장 크레인(호이스트) 안전검사

수수료 330

○폐수종말처리장 생태독성(유입, 방류) 분석

수수료 12,863

○폐수종말처리장 특정수질오염물질 분석 수수

료 6,600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200

202 여비 4,428 4,428 0

01 국내여비 4,428 4,428 0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견학 및 연찬회 2,700

○폐수종말처리장 현장확인 출장여비 1,728

307 민간이전 2,800,000 2,159,802 640,198

05 민간위탁금 2,800,000 2,159,802 640,198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대행 2,8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585,000 △555,000

01 시설비 30,000 585,000 △555,000

○폐수종말처리장 가압부상조 약품투입배관 개

선공사 30,000

행정운영경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63,335 2,283,349 △120,014

인력운영비(하수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54,989 2,188,646 △133,657

인력운영비(하수과) 2,054,989 2,188,646 △133,657

101 인건비 1,767,551 1,953,551 △186,000

01 보수 1,475,115 1,595,766 △120,651

○ 봉급(23명) 952,096

○ 정근수당 79,342

○ 정근수당가산금 24,720

○ 초과근무수당 126,979

○ 가족수당 22,080

○ 자녀학비보조수당 5,957

○ 기술정보수당 및 가산금 10,080

○ 정액급식비 35,880



부서: 하수과

정책: 행정운영경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인력운영비(하수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대우공무원수당 12,000

○ 명절휴가비 95,210

○ 연가보상비 39,671

○ 위험수당 1,200

○ 직급보조비 40,140

○ 특정업무수행경비 29,760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67,539 357,785 △90,246

○ 봉급(준설원 4명) 120,687

○ 시간외근무수당 24,594

○ 명절휴가비 12,069

○ 연가보상비 6,389

○ 토요근무수당 23,611

○ 휴일근무수당 23,611

○ 가족수당 5,760

○ 감독자수당 480

○ 위험근무수당 1,920

○ 정액급식비 3,840

○ 교통보조비 1,920

○ 직무수당 8,640

○ 4대보험료(산재,건강,장기요양,연금,고용) 29,098

○ 설해 및 재해근무자 급식비 및 피복비 3,920

○ 준설원 선진지견학 1,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897 0 24,897

○ 기간제근로자(공기업회계업무보조) 보수 24,897

304 연금부담금등 287,438 235,095 52,343

01 연금부담금 287,438 235,095 52,343

○ 연금부담금 241,622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5,816

기본경비(하수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8,346 94,703 13,643

기본경비(하수과) 108,346 94,703 13,643

201 일반운영비 95,517 82,299 13,218

01 사무관리비 87,917 74,699 13,218

○ 하수시설운영 일반수용비 등 13,600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용역 15,000

○ 경영평가에 따른 고객 만족도 조사비용 3,000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7,853

○ 결산서, 경영평가서, 하수평가서 인쇄비 6,000

○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2,400

○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40

○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일반수용비 5,000

○ 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용역비 10,344



부서: 하수과

정책: 행정운영경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기본경비(하수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시간외근무자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2,080

02 공공운영비 7,600 7,600 0

○ 상하수도 협회비 7,600

202 여비 5,000 5,000 0

01 국내여비 5,000 5,000 0

○ 하수도 공기업 업무추진 5,000

203 업무추진비 7,829 7,404 425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75 864 311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75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50 2,550 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5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104 3,990 11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104

재무활동(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25,795 556,000 369,795

국 180,000

시 745,795

재무활동(하수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20,795 250,000 170,795

내부거래지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0,000 250,000 50,0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300,000 250,000 50,000

02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300,000 0 300,000

○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상수도공기업 특

별회계) 300,000

예비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0,795 0 120,795

801 예비비 120,795 0 120,795

01 일반예비비 120,795 0 120,795

○ 예비비 120,795

보전지출(하수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05,000 306,000 199,000

국 180,000

시 325,000

하수도융자원리금 상환(보조) 180,000 181,000 △1,000

국 180,000

311 차입금이자상환 2,800 18,100 △15,300

국 2,800

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2,800 18,100 △15,300

○ 군산고도처리 융자금 이자상환 2,800

국 2,800

601 차입금원금상환 177,200 162,900 14,300

국 177,200

03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77,200 162,900 14,300

○ 군산고도처리 융자금 원금상환 177,200

국 177,200



부서: 하수과

정책: 재무활동(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보전지출(하수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수도융자원리금 상환 325,000 125,000 200,000

311 차입금이자상환 125,000 125,000 0

01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125,000 125,000 0

○ 하수관거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125,000

601 차입금원금상환 200,000 0 200,000

01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200,000 0 200,000

○ 하수관거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