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2년도 본예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1 재산임대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61,103,322 71,500,822 △10,397,500

200 세외수입 38,691,495 40,760,822 △2,069,327

210 경상적세외수입 34,039,495 34,399,822 △360,327

211 재산임대수입 348,640 350,510 △1,87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348,640 350,510 △1,870

< 하수과 > 348,640 350,510 △1,870

○ 공공하수처리장 토지점용료(증기이송배관) 2,100

○ 공공하수처리장 토지점용료(풍력발전기) 3,110

○ 공공하수처리장 토지점용료(태양광발전) 61,008

○ 공공폐수처리장 토지점용료(풍력발전기) 36,300

○ 공공폐수처리장 토지점용료(방류구사용) 810

○ 공공폐수처리장 토지점용료 243,038

○ 배수펌프장 토지점용료 2,274

212 사용료수입 33,519,694 33,872,752 △353,058

212-03 하수도사용료 33,519,694 33,872,752 △353,058

< 하수과 > 33,519,694 33,872,752 △353,058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3,519,694

－ 하수도 사용료(상수도분) 20,842,694

· 가정용 9,913,694

· 일반용 9,909,000

· 욕탕용 214,000

· 산업용 806,000

－ 하수도 사용료(지하수 및 공업용수분) 12,677,000

· 가정용 15,000

· 일반용 1,626,000

· 욕탕용 455,000

· 산업용 10,581,000

213 수수료수입 71,161 76,560 △5,399

213-05 기타수수료 71,161 76,560 △5,399

< 하수과 > 71,161 76,560 △5,399

○ 공공하수처리장 풍력발전기 전력판매수수료(2%) 3,666

○ 공공폐수처리장 풍력발전기 전력판매수수료(2%) 7,495

○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60,000

216 이자수입 100,000 100,000 0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6 이자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0 100,000 0

< 하수과 > 100,000 100,000 0

○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4,352,000 4,361,000 △9,000

224 기타수입 4,002,000 4,011,000 △9,000

224-07 그외수입 4,002,000 4,011,000 △9,000

< 하수과 > 4,002,000 4,011,000 △9,000

○ 음식물찌꺼기 배출수 처리 수수료 132,000

○ 하수슬러지 처리 부산물 판매 수익금 90,000

○ 공공폐수처리장 처리시설 사용료 3,780,000

225 지난년도수입 350,000 350,000 0

225-01 지난년도수입 350,000 350,000 0

< 하수과 > 350,000 350,000 0

○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350,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00,000 2,000,000 △1,700,000

236 부담금 300,000 2,000,000 △1,700,000

236-01 부담금 300,000 2,000,000 △1,700,000

< 하수과 > 300,000 2,000,000 △1,700,000

○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0,000

500 보조금 20,669,827 28,406,000 △7,736,173

510 국고보조금등 19,739,827 27,461,000 △7,721,173

511 국고보조금등 19,739,827 27,461,000 △7,721,173

511-01 국고보조금 19,739,827 27,461,000 △7,721,173

< 하수과 > 19,739,827 27,461,000 △7,721,173

○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407,000

○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894,000

○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355,000

○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948,000

○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 1,653,000

○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248,000

○ 다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04,000

○ 봉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38,000

○ 하장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0,000

○ 정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3,000

○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456,000



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4,696,000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3차) 757,000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570,827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930,000 945,000 △15,0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930,000 945,000 △15,000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930,000 945,000 △15,000

< 하수과 > 930,000 945,000 △15,000

○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420,000

○ 군산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 시설 임대료 201,000

○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68,000

○ 시내일원(수송동) 오수관로 보수공사 10,000

○ 소룡길 경사구간 침수방지 사업 16,000

○ 개정동 장군샘 배수로정비 공사 15,000

10,000,000

16,000,000

15,00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42,000 2,334,000 △592,000

710 보전수입등 100,000 200,000 △100,000

711 잉여금 100,000 200,000 △100,000

711-01 순세계잉여금 100,000 200,000 △100,000

< 하수과 > 100,000 200,000 △100,000

○ 순세계잉여금 100,000

720 내부거래 1,642,000 2,134,000 △492,000

721 전입금 1,642,000 2,134,000 △492,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642,000 2,134,000 △492,000

< 하수과 > 1,642,000 2,134,000 △492,000

○ 일반회계 전입금 645,000

－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645,000

○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금강수계관리기금) 997,000

－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4,000

－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000

－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197,000

－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19,000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52,000

－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54,000

－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7,000

6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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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본예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하수과 61,103,322 71,500,822 △10,397,500

국 19,739,827

도 930,000

시 40,433,495

하수도공기업관리 57,488,107 67,051,921 △9,563,814

국 19,739,827

도 930,000

시 36,818,280

하수도사업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공기업특

별회계)

51,612,311 61,393,864 △9,781,553

국 19,739,827

도 930,000

시 30,942,484

하수처리시설 운영 15,998,351 15,134,670 863,681

도 420,000

시 15,578,351

201 일반운영비 3,572,660 3,638,250 △65,590

01 사무관리비 1,400 0 1,400

○ 평가위원회 수당 1,400

02 공공운영비 3,571,260 3,638,250 △66,990

○ 공공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 14,000

○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 1,830,000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 103,500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통신(전용회선)요금 18,600

○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도시가스) 950,000

○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5개소) 450,000

○ 공공하수처리장 소방시설 종합정밀 및 작동

기능점검 수수료 3,300

○ 하수처리장 법정검사 35,420

－ 생태독성 분석 수수료 12,863

－ 하수처리장 악취분석 수수료 13,104

－ 유입/방류 중금속 분석 수수료 9,453

○ 하수슬러지 법정검사 7,975

－ 하수 및 분뇨 찌꺼기 분석 수수료 1,776

－ 소화가스 분석 수수료 5,798

－ 하수찌꺼기 중금속 분석 수수료 401

○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19,800

○ 하수처리장 작업환경측정 2,500

○ 슬러지자원화시설 법정검사 17,868

－ 슬러지자원화시설 대기오염물질 분석 3,990

－ 슬러지자원화시설 유해성 대기감시물질(스

틸렌,아세트알데이드) 분석 12,926

－ 슬러지자원화시설 부산물 성분검사 952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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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공하수처리장 호이스트 크레인 검사 수수

료 222

○ 슬러지자원화시설 수관실 보일러 안전검사 818

○ 슬러지자원화시설 압력용기 안전검사 280

－ 1종 압력용기 120

－ 2종 압력용기 160

○ 슬러지자원화시설 가스안전검사 550

○ 슬러지자원화시설 환경책임보험료 3,000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운반비 46,567

○ 폐기물처분 부담금 지급수수료 10,000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인증서 발급/연회비 660

○ 하수처리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보험료, 유

류비 등) 8,700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8,500

○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성과 평가 39,000

202 여비 7,270 7,342 △72

01 국내여비 7,270 7,342 △72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출장여비 2,056

○ 관리대행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점검 1,014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확인 4,200

206 재료비 3,400 0 3,400

01 재료비 3,400 0 3,400

○ 소규모처리장 소모품 구입 3,400

307 민간이전 10,913,822 10,408,108 505,714

도 420,000

시 10,493,822

05 민간위탁금 10,913,822 10,408,108 505,714

○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 5,890,000

○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5개소) 사용료

및 운영비 5,017,322

도 420,000

시 4,597,322

○ 분뇨처리 징수대행 교부금 6,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84,000 1,055,970 428,030

01 시설비 1,482,000 1,053,970 428,030

○ 유입동 유입펌프 교체 170,000

○ 침사지 유입수문 보수 100,000

○ 자원화시설 슬러지건조기 등 보수 200,000

○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여재교체 공사 180,000

○ 하수처리장 탈수기 보수공사 300,000

○ TMS TOC측정기기 교체 350,000

○ 처리시설 방폭설비 보강공사 150,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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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차집관로 맨홀보수 32,000

03 시설부대비 2,000 2,000 0

○ 하수처리시설 시설유지 보수 시설부대비 2,000

405 자산취득비 17,199 25,000 △7,801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199 25,000 △7,801

○ 처리시설 문서보관 캐비넷 구매 1,050

○ 근로자 휴게시설 7,349

○ 실험실 운영물품 구입 8,800

－ 전자저울 6,600

－ SS분석용 진공펌프 2,200

중계펌프장 등 운영관리 1,129,920 729,000 400,920

201 일반운영비 788,920 639,000 149,920

02 공공운영비 788,920 639,000 149,920

○ 제1중계펌프장 외 44개소 전력비 715,000

○ 제1중계펌프장 등 6개소 통신(전용회선)요금 7,200

○ 맨홀펌프 41개소 통신(전용회선)요금 43,200

○ 중계펌프장 상수도 요금 240

○ 호이스트 크레인 검사 수수료 280

○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미룡) 500

○ 중계펌프장 등 소규모 수선비 22,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41,000 90,000 251,000

01 시설비 341,000 90,000 251,000

○ 은파중계펌프장 동력제어반 교체 65,000

○ 제1중계펌프장 외 자동제진기 교체 276,000

하수도 민원처리 2,189,700 3,303,700 △1,114,000

도 41,000

시 2,148,700

201 일반운영비 7,700 1,700 6,000

01 사무관리비 7,700 1,700 6,000

○ 하수관로 매립구간 국유재산 사용료 7,700

202 여비 4,000 4,000 0

01 국내여비 4,000 4,000 0

○ 하수도 민원 현장 확인 등 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178,000 3,298,000 △1,120,000

도 41,000

시 2,137,000

01 시설비 2,161,000 3,281,000 △1,120,000

○ 개정동 장군샘 침수방지 사업 15,000

도 15,000

○ 시내일원(수송동) 오수관로 보수공사 10,000

도 10,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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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룡길 경사구간 침수방지 사업 16,000

도 16,000

○ 옥구읍 상평리 등 하수도공사 30,000

○ 옥산면 쌍봉리 등 하수도공사 30,000

○ 회현면 고사리 등 하수도공사 30,000

○ 임피면 미원리 등 하수도공사 30,000

○ 서수면 서수리 등 하수도공사 30,000

○ 대야면 보덕리 등 하수도공사 30,000

○ 개정면 발산리 등 하수도공사 30,000

○ 성산면 둔덕리 등 하수도공사 30,000

○ 나포면 옥곤리 등 하수도공사 30,000

○ 옥서면 선연리 등 하수도공사 30,000

○ 옥도면 고군산지역 등 하수도공사 30,000

○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 250,000

○ 산북분구 하수관로 정밀조사 200,000

○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 320,000

○ 동부지역 등 민원처리 긴급보수공사 단가계

약 100,000

○ 서부지역 등 민원처리 긴급보수공사 단가계

약 100,000

○ 남부지역 등 민원처리 긴급보수공사 단가계

약 100,000

○ 북부지역 등 민원처리 긴급보수공사 단가계

약 100,000

○ 동부지역 등 민원처리 하수도준설 단가계약 100,000

○ 서부지역 등 민원처리 하수도준설 단가계약 100,000

○ 북부지역 등 민원처리 하수도준설 단가계약 100,000

○ 남부지역 등 민원처리 하수도준설 단가계약 100,000

○ 하수관 CCTV촬영 단가계약 20,000

○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용역 200,000

03 시설부대비 17,000 17,000 0

○ 하수도 민원처리 등 시설부대비 17,000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198,926 134,600 64,326

101 인건비 55,826 0 55,82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826 0 55,826

○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기간제근로자보수(2명) 55,826

201 일반운영비 61,100 55,600 5,500

01 사무관리비 6,300 1,800 4,500

○ 하수도 유지관리 작업도구 1,800

○ 설해 및 재해근무자(준설원) 피복비 4,500

02 공공운영비 54,800 53,800 1,000

○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유류비, 세금 등) 29,8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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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3,000

○ 빗물받이 준설토사 처리 21,000

○ 준설원 사무실 공공요금 1,000

202 여비 7,000 4,000 3,000

01 국내여비 7,000 4,000 3,000

○ 하수도 생활민원 현장점검 등 4,000

○ 준설원 선진지 견학 3,000

206 재료비 45,000 45,000 0

01 재료비 45,000 45,000 0

○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구입 45,000

305 배상금등 30,000 30,000 0

01 배상금등 30,000 30,000 0

○ 하수도 생활민원관련 손해배상금 3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중앙,미룡분

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6,296,000 5,856,000 440,000

국 4,407,000

시 1,88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296,000 5,856,000 440,000

국 4,407,000

시 1,889,000

01 시설비 6,096,000 5,456,000 640,000

○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6,096,000

국 4,267,000

시 1,829,000

02 감리비 200,000 400,000 △200,000

○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000

국 140,000

시 6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금암분구 하수

관거 정비사업

2,706,000 5,065,000 △2,359,000

국 1,894,000

시 81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706,000 5,065,000 △2,359,000

국 1,894,000

시 812,000

01 시설비 2,456,000 4,565,000 △2,109,000

○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456,000

국 1,719,000

시 737,000

02 감리비 250,000 500,000 △250,000

○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250,000

국 175,000

시 75,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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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936,000 2,682,000 △746,000

국 1,355,000

시 58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36,000 2,682,000 △746,000

국 1,355,000

시 581,000

01 시설비 1,736,000 2,472,000 △736,000

○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736,000

국 1,215,000

시 521,000

02 감리비 200,000 210,000 △10,000

○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200,000

국 140,000

시 6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개정분구 하수

관거 정비사업

1,354,000 714,000 640,000

국 948,000

시 40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54,000 714,000 640,000

국 948,000

시 406,000

01 시설비 1,244,000 714,000 530,000

○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244,000

국 871,000

시 373,000

02 감리비 110,000 0 110,000

○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110,000

국 77,000

시 33,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

2,253,000 3,156,000 △903,000

국 1,653,000

시 6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253,000 3,156,000 △903,000

국 1,653,000

시 600,000

01 시설비 2,053,000 2,656,000 △603,000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53,000

국 1,553,000

시 500,000

02 감리비 200,000 500,000 △300,000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200,000

국 100,000

시 100,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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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다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34,000 355,000 79,000

국 304,000

시 1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34,000 355,000 79,000

국 304,000

시 130,000

01 시설비 434,000 355,000 79,000

○ 다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34,000

국 304,000

시 13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봉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83,000 393,000 90,000

국 338,000

시 14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83,000 393,000 90,000

국 338,000

시 145,000

01 시설비 483,000 393,000 90,000

○ 봉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83,000

국 338,000

시 145,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정수

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0,000 100,000 △30,000

국 23,000

시 4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0,000 100,000 △30,000

국 23,000

시 47,000

01 시설비 70,000 100,000 △30,000

○ 정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0,000

국 23,000

시 47,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하장

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32,000 338,000 △206,000

국 90,000

시 4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2,000 338,000 △206,000

국 90,000

시 42,000

01 시설비 132,000 338,000 △206,000

○ 하장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32,000

국 90,000

시 42,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산북분구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2,080,000 3,896,000 △1,816,000

국 1,456,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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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624,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80,000 3,896,000 △1,816,000

국 1,456,000

시 624,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80,000 3,896,000 △1,816,000

○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2,080,000

국 1,456,000

시 624,000

하수도 설치 및 관리(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성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1,783,000 1,914,000 △131,000

국 1,248,000

도 268,000

시 267,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83,000 1,914,000 △131,000

국 1,248,000

도 268,000

시 267,000

01 시설비 1,643,000 1,744,000 △101,000

○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43,000

국 1,150,000

도 247,000

시 246,000

02 감리비 140,000 170,000 △30,000

○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140,000

국 98,000

도 21,000

시 21,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6,799,000 6,664,000 135,000

국 4,696,000

도 201,000

시 1,902,000

402 민간자본이전 6,799,000 6,664,000 135,000

국 4,696,000

도 201,000

시 1,902,000

03 민간위탁사업비 6,799,000 6,664,000 135,000

○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6,799,000

국 4,696,000

도 201,000

시 1,902,000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1,551,200 1,521,200 30,000

201 일반운영비 1,200 1,200 0

01 사무관리비 1,200 1,200 0

○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1,200

402 민간자본이전 1,550,000 1,520,000 30,000

03 민간위탁사업비 1,550,000 1,520,000 30,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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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1,550,000

하수도공기업 운영관리 67,796 61,561 6,235

201 일반운영비 46,010 41,775 4,235

01 사무관리비 38,410 34,175 4,235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용역 12,000

○ 경영평가에 따른 고객 만족도 조사비용 3,000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10,370

○ 결산서, 경영평가서, 하수평가서 인쇄비 6,000

○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2,400

○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40

○ 하수도 직무전문 위탁교육 훈련 2,000

02 공공운영비 7,600 7,600 0

○ 상하수도 협회비 7,600

202 여비 19,786 19,786 0

01 국내여비 16,986 16,986 0

○ 하수도 공기업운영 업무추진 16,986

05 공무원 교육여비 2,800 2,800 0

○ 하수도 직무전문교육 2,800

203 업무추진비 2,000 0 2,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0 2,000

○ 하수도공기업 운영 시책업무추진 2,000

지하수관리 개선사업 111,370 73,270 38,100

201 일반운영비 17,870 15,870 2,000

01 사무관리비 9,470 7,470 2,000

○ 지하수 요금정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400

○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일반수용비 4,070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급식비 2,000

02 공공운영비 8,400 8,400 0

○ 지하수검침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3,400

○ 지하수관리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000

202 여비 4,000 2,400 1,600

01 국내여비 4,000 2,400 1,600

○ 지하수 민원 현장 확인 및 검침 등 2,400

○ 지하수 검침원 업무추진 등 1,000

○ 지하수 검침원 선진지견학 600

206 재료비 1,000 0 1,000

01 재료비 1,000 0 1,000

○ 지하수관리 작업도구 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2,500 55,000 27,5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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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82,500 55,000 27,500

○ 디지털계량기 설치 및 교체 단가계약 10,000

○ 지하수 관측시설(보조관측망) 자동관측설비

구축 45,000

○ 지하수 관측시설(보조관측망) 자동관측설비

유지보수 11,000

○ 지하수 공인 유량계 및 차량검침 단말기 구

입 16,500

405 자산취득비 6,000 0 6,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0 6,000

○ 지하수관리 자재창고(컨테이너)구입 6,000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1,426,048 1,408,292 17,756

101 인건비 63,936 52,752 11,184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936 52,752 11,184

○ 생활권역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63,936

201 일반운영비 229,788 1,040,472 △810,684

01 사무관리비 174,608 182,000 △7,392

○ 공중화장실 부속품 교체 등 71,000

○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 15,000

○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88,608

02 공공운영비 55,180 858,472 △803,292

○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분뇨수거비 등 49,680

○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보수비 5,500

202 여비 4,608 4,608 0

01 국내여비 4,608 4,608 0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세미나 참석 등 608

○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정화조 준공검사

등 1,920

○ 관내 공중화장실 위생 등 점검 2,080

206 재료비 9,940 9,380 560

01 재료비 9,940 9,380 560

○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등 구입 9,940

307 민간이전 816,696 0 816,696

05 민간위탁금 816,696 0 816,696

○ 권역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816,696

401 시설비및부대비 301,080 301,080 0

01 시설비 300,000 300,000 0

○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공사(늘푸른도서관

뒤) 100,000

○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조촌동 시청

주변 4개소) 200,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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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설부대비 1,080 1,080 0

○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1,08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3차) 1,157,000 0 1,157,000

국 757,000

시 4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157,000 0 1,157,000

국 757,000

시 400,000

01 시설비 1,157,000 0 1,157,000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3차) 1,157,000

국 757,000

시 400,000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200,000 0 2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0 200,000

01 시설비 200,000 0 200,000

○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200,000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1,256,000 0 1,256,000

국 570,827

시 685,173

401 시설비및부대비 1,256,000 0 1,256,000

국 570,827

시 685,173

01 시설비 1,256,000 0 1,256,000

○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 1,123,000

국 510,427

시 612,573

○ 슬러지반송펌프 교체 133,000

국 60,400

시 72,600

폐수처리시설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662,896 5,235,757 427,139

폐수처리장 운영 5,662,896 5,235,757 427,139

201 일반운영비 1,490,640 1,359,140 131,500

01 사무관리비 3,800 0 3,800

○ 평가위원 수당 1,400

○ 고지서 봉함기 임차료 2,400

02 공공운영비 1,486,840 1,359,140 127,700

○ 폐수처리요금고지서 구입 등 6,000

○ 폐수처리장 기술진단(기존, 증설) 106,000

○ 폐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증설) 35,000

○ 폐수처리장 전력비 1,015,000

○ 비응도, 새만금 오수중계펌프장 전력비 50,400

○ 폐수처리장 상수도 요금 72,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단위: 폐수처리시설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새만금 오수중계펌프장 상수도요금 240

○ 폐수처리장 소방시설 종합 및 작동점검 2,100

○ 폐수처리장 법정검사(생태,특정수질,악취) 30,000

○ 폐수처리장 작업환경측정 2,400

○ 폐수처리장 안전관리 용품 구입 1,000

○ 폐수처리장 호이스트 크레인 검사(11건)수수

료 1,200

○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분 부담금 1,000

○ 폐수관로 송연조사 164,500

202 여비 3,542 3,542 0

01 국내여비 3,542 3,542 0

○ 폐수처리장 운영 견학 및 연찬회 2,160

○ 폐수처리장 현장확인 출장여비 1,382

307 민간이전 3,310,000 3,232,125 77,875

05 민간위탁금 3,310,000 3,232,125 77,875

○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 3,3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99,714 619,450 180,264

01 시설비 798,714 618,450 180,264

○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척 140,000

○ 증설처리장 탈취기 수선 100,000

○ 고효율 송풍기 교체 360,000

○ 사여과지 여재 교체 69,344

○ 증설처리장 유입펌프 인버터 설치 20,000

○ 무산소조, 혐기조 교반기 교체공사 32,000

○ 설비동 지붕 교체공사 44,370

○ 비응항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18,000

○ 잉여슬러지펌프 교체 15,000

03 시설부대비 1,000 1,000 0

○ 폐수처리장 운영 등 시설부대비 1,000

405 자산취득비 59,000 21,500 37,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9,000 21,500 37,500

○ 실험실 운영 장비 구입 59,000

－ 항온항습기 15,000

－ 실험대, 진열장 26,000

－ 분광광도계 18,000

우수배제시설 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2,900 422,300 △209,400

배수펌프장 등 운영 212,900 422,300 △209,400

201 일반운영비 196,400 209,800 △13,400

02 공공운영비 196,400 209,800 △13,400

○ 해수역류방지시설 수문 전력비 12,000



부서: 하수과

정책: 하수도공기업관리

단위: 우수배제시설 관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지방산단 배수펌프장 전력비 7,200

○ 전기안전검사(지방,2국가 배수펌프장) 3,000

○ 군산2산단 법정점검 1,900

－ 제진기 컨베이어 검사 100

－ 실내석면 농도측정 검사 600

－ 소방 종합 및 작동기능 점검 1,200

○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연료비 25,000

○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갑문 수선유지비 25,000

○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갑문 저압 전력비 12,000

○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갑문 고압전력비 96,000

○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갑문 상하수도요

금 300

○ 해수역류방지시설 수문시설 통신회선요금 12,000

○ 안전시설물 보수 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6,500 212,500 △196,000

01 시설비 15,000 211,000 △196,000

○ 군산2국가산단 유수지 관측장비 보수 15,000

03 시설부대비 1,500 1,500 0

○ 군산2국가산단 유수지 관측장비 보수 시설부

대비 1,500

행정운영경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226,670 2,504,118 △277,448

인력운영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91,990 2,468,988 △276,998

인력운영비 2,191,990 2,468,988 △276,998

101 인건비 1,883,245 2,187,937 △304,692

01 보수 1,414,424 1,406,776 7,648

○ 기본급(24명) 946,535

○ 정근수당 78,878

○ 정근수당가산금 21,840

○ 초과근무수당 138,781

○ 가족수당 23,040

○ 기술정보수당 및 가산금 11,880

○ 정액급식비 40,320

○ 대우공무원수당 12,000

○ 명절휴가비 94,654

○ 연가보상비 15,776

○ 특정업무수행경비 30,720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468,821 781,161 △312,340

○ 기본급(준설원 6명) 214,799

○ 시간외근무수당 65,531

○ 정액급식비 9,360

○ 명절휴가비 21,480



부서: 하수과

정책: 행정운영경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인력운영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연가보상비 8,089

○ 가족수당 7,200

○ 감독자수당 1,800

○ 위험근무수당 2,880

○ 정근수당 17,900

○ 장려수당 5,040

○ 대민지원비 3,600

○ 기본급(지하수검침원 2명) 59,591

○ 시간외근무수당(지하수검침원 2명) 7,128

○ 연가보상비(지하수검침원 2명) 2,260

○ 봉급(행정실무원1명) 28,280

○ 명절휴가비(행정실무원1명) 2,828

○ 시간외수당(행정실무원1명) 2,366

○ 연가보상비(행정실무원1명) 1,052

○ 정액급식비(행정실무원1명) 1,680

○ 근속수당(행정실무원 1명) 2,400

○ 가족수당(행정실무원1명) 1,200

○ 기말수당(행정실무원1명) 2,357

204 직무수행경비 45,300 0 45,300

02 직급보조비 45,300 0 45,300

○ 직급보조비 45,300

－ 5급 3,000

－ 6급 9,900

－ 7~9급 32,400

304 연금부담금등 263,445 281,051 △17,606

01 연금부담금 179,382 281,051 △101,669

○ 연금부담금 158,283

○ 연금부담금(공무직) 21,099

02 국민건강보험금 62,025 0 62,025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6,315

○ 국민건강보험부담금(공무직) 15,710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22,038 0 22,038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부담금 등 22,038

기본경비(하수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4,680 35,130 △450

기본경비(하수과) 34,680 35,130 △450

201 일반운영비 27,630 27,630 0

01 사무관리비 27,630 27,630 0

○ 하수행정운영 업무추진 등 27,630

203 업무추진비 5,250 7,500 △2,25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0 1,200 0



부서: 하수과

정책: 행정운영경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기본경비(하수과)(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50 4,100 △5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50

204 직무수행경비 1,800 0 1,800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0 0 1,800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0

재무활동(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88,545 1,944,783 △556,238

내부거래지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88,545 1,342,283 46,262

내부거래지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00,000 1,200,000 △500,0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700,000 1,200,000 △500,000

02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700,000 600,000 100,000

○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상수도공기업 특

별회계) 700,000

예비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88,545 142,283 546,262

801 예비비 688,545 142,283 546,262

01 일반예비비 588,545 112,283 476,262

○ 예비비 588,545

03 내부유보금 100,000 30,000 70,000

○ 내부유보금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