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ㆍ관ㆍ항ㆍ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2023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1 재산임대수입 (단위:천원)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총 계 55,822,447 66,516,586 △10,694,139

200 세외수입 44,255,354 46,755,354 △2,50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41,521,460 44,021,460 △2,500,000

211 재산임대수입 40,836 40,836 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0,836 40,836 0

< 수도과 > 40,836 40,836 0

○나운·오식도 배수지 태양광발전 토지사용료 39,336

○월명호수 건물임대료 1,500

212 사용료수입 41,390,000 43,890,000 △2,500,000

212-04 상수도사용료 41,390,000 43,890,000 △2,500,000

< 수도과 > 41,390,000 43,890,000 △2,500,000

○상수도 급수수입 41,390,000

－가정용 13,494,000

－일반용 13,607,000

－목욕,선박용 438,000

－전용공업용 13,851,000

213 수수료수입 10,624 10,624 0

213-05 기타수수료 10,624 10,624 0

< 수도과 > 10,624 10,624 0

○개전, 급수공사 부담 수수료 10,624

－개전수수료 450

－급수공사 부담 수수료 10,174

216 이자수입 80,000 8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0 80,000 0

< 수도과 > 80,000 80,000 0

○일반이자수입 80,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809,685 809,685 0

224 기타수입 209,685 209,685 0

224-07 그외수입 209,685 209,685 0

< 수도과 > 209,685 209,685 0

○파손 및 망실계량기 교체수수료 대금 410

○물이용부담 징수비용 교부금 209,275

225 지난년도수입 600,000 600,000 0

225-01 지난년도수입 600,000 600,000 0

< 수도과 > 600,000 600,000 0

○지난년도 수입(수용가미수금) 600,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924,209 1,924,209 0



장ㆍ관ㆍ항ㆍ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장: 200 세외수입
관: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항: 236 부담금 (단위:천원)

236 부담금 1,924,209 1,924,209 0

236-01 부담금 1,924,209 1,924,209 0

< 수도과 > 1,924,209 1,924,209 0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924,209

－급수공사수익 1,391,059

－시설분담금수익 533,150

500 보조금 6,659,600 13,298,000 △6,638,400

510 국고보조금등 4,444,000 10,210,000 △5,766,000

511 국고보조금등 4,444,000 10,210,000 △5,766,000

511-01 국고보조금 4,444,000 10,210,000 △5,766,000

< 수도과 > 4,444,000 10,210,000 △5,766,00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444,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2,215,600 3,088,000 △872,40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2,215,600 3,088,000 △872,400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2,215,600 3,088,000 △872,400

< 수도과 > 2,215,600 3,088,000 △872,40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30,00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대야) 50,00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성산) 50,000

－서수배수지 건설사업 1,330,00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41,000

○지하시설물 지반 탐사(GPR) 용역 39,200

○상수도 배수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소방안전교

부세) 5,4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07,493 6,463,232 △1,555,739

710 보전수입등 2,347,493 5,226,007 △2,878,514

711 잉여금 2,347,493 5,226,007 △2,878,514

711-01 순세계잉여금 2,347,493 5,226,007 △2,878,514

< 수도과 > 2,347,493 5,226,007 △2,878,514

○순세계잉여금 2,347,493

720 내부거래 2,560,000 1,237,225 1,322,775

721 전입금 1,300,000 700,000 600,000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00,000 700,000 0

< 수도과 > 700,000 700,000 0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7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600,000 0 600,000

< 수도과 > 600,000 0 600,000



장ㆍ관ㆍ항ㆍ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장: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관: 720 내부거래
항: 721 전입금 (단위:천원)

○수급자 감면분 일반회계 전입금 600,000

722 예탁금및예수금 1,260,000 537,225 722,775

722-04 예탁금이자수입 1,260,000 537,225 722,775

< 수도과 > 1,260,000 537,225 722,775

○예탁금 이자수입 1,26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3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수도과 55,822,447 66,516,586 △10,694,139

국 4,444,000

도 2,215,600

시 49,162,847

상수도공기업 관리 50,955,687 61,042,049 △10,086,362

국 4,444,000

도 2,215,600

시 44,296,087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6,014,266 35,923,091 91,175

도 5,400

시 36,008,866

원수 및 취수 사업 32,246,342 32,267,032 △20,690

201 일반운영비 38,636 59,326 △20,690

01 사무관리비 1,000 6,000 △5,000

○군산호수 고압수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60
0KW) 1,000

02 공공운영비 37,636 53,326 △15,690

○군산호수 모터보트 연료비 1,373

○군산호수 시설물 수선 유지비 32,500

－양수시설보수(모터펌프,역지변,전동밸브
등) 7,000

－군산호수 전기시설 보수(CCTV,전등,전열등) 5,500

－군산호수 모터보트 보수 20,000

○군산호수 전기요금 3,763

－저압 전기요금(10KW) 3,763

202 여비 2,880 2,880 0

01 국내여비 2,880 2,880 0

○군산호수 기계, 전기설비 점검 추진 2,880

206 재료비 32,204,826 32,204,826 0

01 재료비 32,204,826 32,204,826 0

○한국수자원공사 용수료(생활용수) 19,035,626

○한국수자원공사 용수료(공업용수) 13,169,200

맑은물 보급 수질관리 사업 66,527 64,981 1,546

201 일반운영비 38,427 36,881 1,546

01 사무관리비 26,927 26,881 46

○수질관리 운영 업무추진 24,911

－수도꼭지 노후관 수질검사비 1,980

－수도꼭지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5,280

－배수지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4,160

－수질민원 검사비(전항목) 3,300

－수돗물 시민참여 수당 2,771

－수돗물품질보고서 등 홍보물 제작 5,500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1,92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수질검사요원 특근매식비 2,016

02 공공운영비 11,500 10,000 1,500

○수질관리차량 유지관리비 3,500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비 3,000

○수질검사장비 유지관리비 5,000

202 여비 9,600 9,600 0

01 국내여비 9,600 9,600 0

○수돗물 표본수 수질검사 활동여비 2,880

○건축물저수조 점검·수질검사 및 채수 활동
여비 4,320

○수질민원 등 현장민원 활동여비 2,400

206 재료비 18,500 18,500 0

01 재료비 18,500 18,500 0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9,000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구입 7,500

○배수지 소독약품(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2,000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1,547,801 1,442,560 105,241

도 5,400

시 1,542,401

101 인건비 29,150 27,914 1,236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150 27,914 1,236

○생활민원 업무보조(1명) 29,150

－인건비 25,850

－4대보험 3,300

201 일반운영비 386,561 582,701 △196,140

01 사무관리비 74,988 66,326 8,662

○누수방지계 업무추진 18,170

－상수도 자재보관소 복합기 임차료 3,000

－상수도 자재보관소 무인경비 수수료 1,920

－상수도 동파예방 홍보물 제작 3,000

－자재보관소 소모품 구입 1,000

－누수방지계 일반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360

－상수도 생활 민원 휴일 근무자 급식비 1,440

－누수탐사 및 복구 종사원 야간 급식비 2,400

－공무직 야간작업 급식비 800

－공무직 누수지복구 피복비 1,250

○수도계 업무추진 4,016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 업무 추진 2,000

－수도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016

○급수계 업무추진 9,906

－수돗물 단수에 따른 현수막 제작 2,400

－수돗물 단수, 절수 안내문 제작 등 8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비상급수(먹는물) 운송비 2,000

－급수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3,072

－비상급수대책 급식비 384

－개인급수공사 현장조사요원 피복비 1,250

○시설계 업무추진 및 시설장 무인경비 수수
료 42,896

－시설장 소모품 구입 3,100

－시설계 사무용품 및 프린터 유지비 3,900

－군봉권역 시설장 무인경비 수수료 15,600

－오식도권역 시설장 무인경비 수수료 7,680

－상수도시설장 비상근무 및 점검 급식비 1,920

－시설계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016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 4,680

－시설장운영 현업근무자 피복비 4,000

02 공공운영비 311,573 516,375 △204,802

○누수방지계 공공운영비 및 제세 94,700

○급수행정 공공운영비 14,200

－휴대전화 요금 3,600

－차량유지보수비(보험료,제세공과,유류비
포함) 10,600

○시설장 공공운영비 및 제세 46,190

－전화요금 8,400

－전용회선 사용료 23,760

－제초기 및 예초기 유류비 1,530

－시설장 차량관리 유류비 12,000

－시설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 500

○시설장(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154,753

－전기요금(기본료) 49,998

－전기요금(사용료) 104,755

○비상급수차량 물탱크 청소 1,730

202 여비 32,220 29,150 3,070

01 국내여비 32,220 29,150 3,070

○누수방지계 업무추진 여비 10,130

○공무직(도로보수원) 선진지 견학 3,000

○수도계 업무추진 여비 3,770

○급수행정 업무추진 여비 11,000

○시설계 시설장 관리 업무 추진 4,320

206 재료비 25,300 25,300 0

01 재료비 25,300 25,300 0

○누수방지사업 자재구입 13,100

○급수 자재구입 2,200

○시설계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기계,전기
등) 1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시설장 소모품류 구입 10,000

301 일반보전금 6,000 8,000 △2,000

14 기타보상금 6,000 6,000 0

○누수신고자 보상금(품) 지급 6,000

305 배상금등 10,000 10,000 0

01 배상금등 10,000 10,000 0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지급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58,570 751,795 306,775

도 5,400

시 1,053,170

01 시설비 1,057,615 750,795 306,820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비 110,000

○구역유량계시스템(T/M) 유지보수비 23,800

○구역유량계 시설물(감압변, 유량계 등) 유
지보수비 50,000

○누수보수 및 누수탐사 장비 유지보수비 4,000

○소규모 가압 급수시설 수선 교체 84,000

○시설장 계측제어설비 수선 교체 56,000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교체(수위계,현장감
시반 등) 18,900

－시설장 무정전 전원장치 수선교체 8,250

－시설장 자동제어(PLC외) 수선교체 28,850

○시설장 전기설비 수선교체 9,800

○시설장 밸브 펌프 등 수선 교체 64,075

－시설장 전동밸브 수선교체(구동기,개도발
신기 등) 17,625

－가압장 모터 펌프 수선교체 25,200

－시설장 배수지 밸브 및 배관(80~1100mm) 수선
교체 17,250

－승용제초기 및 예제초기 수선교체 4,000

○시설장 CCTV 수선 30,240

○시설장 시설물 수선 교체 37,600

－시설장 펜스 수선교체 19,600

－시설장 도장, 방수, 도배 18,000

○상수도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05,000

－정밀안전점검 용역(소방안전교부세) 18,000

도 5,400

시 12,600

－정기안전점검 용역(상반기14, 하반기15) 87,000

○상수도 시설장 설비 보수공사 172,000

○상수도 시설장 환경정비(입목) 132,600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 178,500

－군봉권역 배수지 청소 108,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오식도권역 배수지 청소 33,000

－공업용수 배수지 청소 37,500

03 시설부대비 955 1,000 △45

○상수도시설장 환경정비(입목) 부대비 955

상수도 요금징수 660,749 681,119 △20,370

101 인건비 65,744 55,826 9,918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744 55,826 9,918

○계량기 검침 및 단수 등(2명) 65,744

201 일반운영비 197,205 196,053 1,152

01 사무관리비 140,925 139,773 1,152

○상하수도 고지서 등 전산용지 구입 35,280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18,847

○고지서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 보수비 5,136

○업무용 프린터기 및 복사기 임차 용역 5,880

○상하수도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비 29,618

○체납관리에 따른 등기발급 및 압류촉탁 360

○상하수도요금 농협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6,720

○자동이체 지로EDI 수수료(금융결제원) 3,000

○신용카드 납부대행 및 휴대폰 본인인증서
비스 수수료 20,400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 10,000

○요금계 업무추진 특근매식 5,184

○요금검침 및 체납징수 현장요원 피복비 500

02 공공운영비 56,280 56,280 0

○상하수도요금고지서 및 민원 송달용 우표 36,120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5,400

○공공휴대폰 요금 1,440

○원격검침용 태블릿 PC 요금 720

○원격검침 단말기(수집기)및 문자서비스(문
자고지) 통신 사용료 12,600

202 여비 15,640 13,240 2,400

01 국내여비 13,600 11,200 2,400

○상수도업무추진 모범지역 견학 및 자료수
집 1,600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등 업무추진 12,000

02 월액여비 2,040 2,040 0

○상수도 검침직원 월액여비 2,040

206 재료비 7,000 7,000 0

01 재료비 7,000 7,000 0

○계량기 검침 및 체납계량기 단수 등 소모품
구입 7,000

307 민간이전 375,160 409,000 △33,84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요금징수 및 급수공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05 민간위탁금 375,160 409,000 △33,840

○일반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249,600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21,840

○원격검침지역 고지서 송달 수수료 63,000

○민간검침원 교통비 16,320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3,840

○민간검침원 급식비 15,360

○민간검침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 400

○민간검침원 모범지역 견학 2,400

○민간검침원 상해보험 가입 2,400

상수도 공기업 운영 관리 101,788 76,340 25,448

201 일반운영비 67,740 66,740 1,000

01 사무관리비 46,600 45,600 1,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용역 12,000

○경영평가에 따른 고객 만족도 조사비용 3,000

○상수도공기업 운영 업무추진 10,000

○결산서,경영평가서,일반수도사업평가 인쇄
비 5,400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3,000

○부속실 근무직원 피복비 800

○상수도 직무전문 위탁 교육비 3,900

○상수관망관리사 자격증 과정 교육비 4,500

○자산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등 4,000

02 공공운영비 21,140 21,140 0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40

○지방공기업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9,500

○한국상수도협회 회비 9,000

202 여비 27,948 3,500 24,448

01 국내여비 24,448 0 24,448

○상수도 공기업관리 업무 추진 여비 24,448

05 공무원 교육여비 3,500 3,500 0

○상수도 직무전문 교육 여비 3,500

203 업무추진비 6,100 6,1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100 6,100 0

○상수도 공기업운영 시책업무추진 6,100

급수공사(수탁공사) 1,391,059 1,391,059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91,059 1,391,059 0

01 시설비 1,391,059 1,391,059 0

○신설급수공사 1,317,213

○개조급수공사 73,846

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941,421 25,118,958 △10,177,537

국 4,444,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도 2,210,200

시 8,287,221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4,739,023 3,747,560 991,463

401 시설비및부대비 4,739,023 3,747,560 991,463

01 시설비 4,719,000 3,737,000 982,000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1,600,000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누수지, 맨홀 등
) 1,000,000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150,000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노후, 고장, 동파) 442,000

○교체용 수도미터 공사비(노후, 고장, 동파) 547,000

○군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300,000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300,000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4개소) 280,000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 100,000

03 시설부대비 20,023 10,560 9,463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등 5,760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누수지, 맨홀 등
) 6,300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1,080

○군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2,000

○급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외 2건 4,883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대야)(전환사업) 71,000 71,000 0

도 50,000

시 2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1,000 71,000 0

도 50,000

시 21,000

01 시설비 71,000 71,000 0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대야)(전환사
업) 71,000

도 50,000

시 21,00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성산)(전환사업) 71,000 71,000 0

도 50,000

시 2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1,000 71,000 0

도 50,000

시 21,000

01 시설비 71,000 71,000 0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성산)(전환사
업) 71,000

도 50,00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공기업 관리
단위: 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시 21,000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서수)(전환사업) 1,907,398 1,920,398 △13,000

도 1,330,000

시 577,398

401 시설비및부대비 1,907,398 1,920,398 △13,000

도 1,330,000

시 577,398

01 시설비 1,900,000 1,918,398 △18,398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서수 배수지
건설공사)(전환사업) 1,900,000

도 1,330,000

시 570,000

03 시설부대비 7,398 2,000 5,398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전환사업) 7,398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407,000 16,500,000 △9,093,000

국 4,444,000

도 741,000

시 2,222,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407,000 16,500,000 △9,093,000

국 4,444,000

도 741,000

시 2,222,000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407,000 16,500,000 △9,093,000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407,000

국 4,444,000

도 741,000

시 2,222,000

지하시설물 지반 탐사(GPR) 사업 196,000 0 196,000

도 39,200

시 156,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6,000 0 196,000

도 39,200

시 156,800

01 시설비 196,000 0 196,000

○지하시설물 지반 탐사(GPR) 용역 196,000

도 39,200

시 156,800

예비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50,000 0 550,000

801 예비비 550,000 0 550,000

01 일반예비비 550,000 0 550,000

○예비비 550,000

행정운영경비(수도과) 4,866,760 4,874,537 △7,777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수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수도과)
단위: 인력운영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인력운영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793,080 4,752,619 40,461

인력운영비(수도과) 4,793,080 4,752,619 40,461

101 인건비 3,926,992 3,931,969 △4,977

01 보수 2,511,096 2,574,821 △63,725

○기본급 1,833,736

－봉급 1,706,376

·4급(연봉제) 94,424

·5급(연봉제) 83,632

·6급 556,248

·7급 827,496

·8급 99,648

·9급 44,928

－정근수당 127,360

○시간외근무수당 226,971

－일반직 159,681

－현업근무자(24시간 교대근무자) 67,290

○현업근무자 야간근무수당(24시간 교대근무
자) 42,644

○현업근무자 휴일근무수당(24시간 교대근무
자) 42,961

○가족수당 30,480

－배우자 17,280

－부양가족 13,200

○정근수당가산금 39,600

－5년이상~10년미만 2,400

－10년이상~15년미만 2,160

－15년이상~20년미만 3,840

－20년이상 31,200

○위험근무수당(병종) 3,840

○기술업무수당 정액분 5,520

－6~7급 4,320

－8급 1,200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3,480

－기능장, 기사 2,520

－산업기사 960

○장려수당 5,400

－정액분(일반직 등) 5,400

○정액급식비 62,160

○대우공무원수당 36,000

○명절휴가비 152,832

○연가보상비 25,472

02 기타직보수 835,935 795,422 40,51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수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수도과)
단위: 인력운영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청원경찰(9명) 738,688

－기본급 425,412

－정근수당 35,451

－24시간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77,913

－24시간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16,452

－24시간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66,327

－가족수당 10,560

·배우자 4,320

·부양가족 6,240

－감독수당(반장) 480

－감독수당(조장) 1,080

－정근수당가산금 14,040

－정액급식비 15,120

－명절휴가비 42,542

－연가보상비 7,091

－직급보조비 17,580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640

○임기제(일반)(1명) 69,312

－연봉 55,877

－시간외수당 5,310

－시간외수당(비상근무) 2,065

－가족수당 480

－정액급식비 1,680

－직급보조비 1,980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0

○실무수습(2명) 27,935

－기본급 20,238

－정액급식비 1,680

－직급보조비 1,860

－시간외수당 2,133

－명절휴가비 2,024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79,961 561,726 18,235

○기본급(행정실무 3명) 86,026

○정근수당 7,169

○정근수당가산금 2,880

○정근수당추가가산금 360

○시간외근무수당 7,182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30,163

○장기근속수당 7,200

○가족수당 4,320

－배우자 1,440

－부양가족 2,880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수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수도과)
단위: 인력운영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정액급식비 5,040

○대민지원수당 1,800

○명절휴가비 8,603

○연가보상비 1,893

○기본급(도로보수원 5명) 184,674

○정근수당 15,390

○시간외수당(150%) 62,432

○시간외수당(200%) 10,406

○가족수당 5,280

－배우자 2,400

－부양가족 2,880

○위험수당 3,000

○대민활동비 3,000

○정액급식비 7,800

○장려수당 4,200

○명절휴가비 18,468

○연가보상비 4,163

○정규직전환자(3명) 98,512

－기본급(3호봉) 70,225

－정근수당 1,171

－시간외근무수당 5,609

－장기근속수당 1,080

－가족수당 4,320

·배우자 1,440

·부양가족 2,880

－정액급식비 5,040

－대민지원수당 1,800

－명절휴가비 7,023

－연가보상비 2,244

204 직무수행경비 77,700 75,720 1,980

02 직급보조비 77,700 75,720 1,980

○직급보조비 77,700

－4급 4,800

－5급 3,000

－6급 23,100

－7급 35,640

－8급~9급 11,160

304 연금부담금등 788,388 744,930 43,458

01 연금부담금 583,762 558,732 25,030

○연금부담금(일반직및기타직보수) 270,770

○보전금(일반직및기타직보수) 218,932

○퇴직수당부담금(일반직및기타직보수) 88,253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부서: 수도과
정책: 행정운영경비(수도과)
단위: 인력운영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재해보상부담금(일반직및기타직보수) 5,807

02 국민건강보험금 130,238 144,837 △14,599

○일반직 및 기타직보수(건강보험부담금) 110,529

○일반직 및 기타직보수(노인장기요양보험) 6,781

○청경(고용보험) 12,928

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74,388 41,361 33,027

○행정실무원 고용보험부담금 2,744

○행정실무원 산재보험부담금 3,920

○도로보수원 고용보험부담금 5,578

○도로보수원 산재보험부담금 7,968

○정규직전환자 고용보험부담금 2,126

○정규직전환자 산재보험부담금 3,038

○행정실무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5,480

○행정실무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337

○도로보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1,140

○도로보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684

○정규직전환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246

○정규직전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261

○행정실무원 국민연금부담금 7,056

○도로보수원 국민연금부담금 14,343

○정규직전환자 국민연금부담금 5,467

기본경비(수도과)(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3,680 121,918 △48,238

기본경비(수도과) 73,680 121,918 △48,238

201 일반운영비 22,000 31,000 △9,000

01 사무관리비 22,000 22,000 0

○상수행정운영 업무추진 등 13,000

○신문구독료 6,000

○상수도 관리행정 추진 특근매식비 3,000

203 업무추진비 11,120 10,550 57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00 2,700 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0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30 2,400 3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3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990 5,450 54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990

204 직무수행경비 40,560 55,920 △15,360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0 6,000 0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0

－4급 4,800

－5급 1,200

03 특정업무경비 34,560 49,920 △15,360

○특정업무수행경비 34,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