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 식수 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도과

수도과 22,005,547 16,960,973 5,044,574

국 254,000

균 1,074,500

도 156,579

시 20,520,468

상수도 식수 관리 2,398,339 2,132,820 265,519

균 1,074,500

도 102,151

시 1,221,688

마을상수도 사업 2,237,520 1,768,415 469,105

균 1,074,500

도 102,151

시 1,060,869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 95,520 90,772 4,748

201 일반운영비 84,680 77,532 7,148

01 사무관리비 84,680 77,532 7,148

정수검사 수수료(3개항목) 3,010

정수검사 수수료(13개항목) 15,820

정수검사 수수료(61개항목) 47,180

라돈 수질검사 수수료(1항목) 14,000

원수검사(반기1회) 수질검사 수수료 270

원산도(사창) 마을상수도 토지 임차료 600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도유재산 사용료(4개도서) 300

마을상수도 비상급수 병물 구입 3,500

206 재료비 10,840 13,240 △2,400

01 재료비 10,840 13,240 △2,400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1ℓ ) 840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2ℓ ) 400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4ℓ ) 600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5,000

마을상수도 시험초자기구 2,000

마을상수도 수질시험 시약 2,000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235,000 165,000 7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5,000 165,000 70,000

01 시설비 234,550 165,000 69,550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50,000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개량 40,000

마을상수도 관정 보호시설 개량 39,000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16,000

현장(송학3리) 마을상수도 개량 40,000

사현(옥서2리) 마을상수도 개량 49,550

03 시설부대비 450 0 450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 식수 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사현(옥서2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45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135,000 377,143 757,857

균 794,500

도 102,151

시 238,349

401 시설비및부대비 1,135,000 377,143 757,857

균 794,500

도 102,151

시 238,349

01 시설비 1,134,028 374,320 759,708

밤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34,028

균 93,820

도 12,063

시 28,145

삽시도(진너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300,000

균 210,000

도 27,000

시 63,000

외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00,000

균 140,000

도 18,000

시 42,000

장고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500,000

균 350,000

도 45,000

시 105,000

03 시설부대비 972 2,823 △1,851

밤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972

균 680

도 88

시 204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400,000 475,000 △75,000

균 280,000

시 1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475,000 △75,000

균 280,000

시 120,000

01 시설비 396,940 471,400 △74,460

작은샘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99,100

균 69,370

시 29,730

늑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128,830

균 90,181

시 38,649

송중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49,550

균 34,685

시 14,865

관창1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59,460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 식수 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균 41,622

시 17,838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60,000

균 42,000

시 18,000

03 시설부대비 3,060 3,600 △540

작은샘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900

균 630

시 270

늑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1,170

균 819

시 351

송중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450

균 315

시 135

관창1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540

균 378

시 162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90,000 200,000 △1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 200,000 △110,000

01 시설비 89,550 198,470 △108,920

석포(죽림2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40,000

향천(향천1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49,550

03 시설부대비 450 1,530 △1,080

향천(향천1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450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자체) 282,000 460,500 △178,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2,000 460,500 △178,500

01 시설비 282,000 460,500 △178,500

호도 도서식수원 개량 60,000

육도 도서식수원 개량 60,000

원산도 저두 도서식수원 개량 150,000

고대도 도서식수원 개량 12,000

하수도 수질개선 160,819 164,405 △3,586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160,819 164,405 △3,586

201 일반운영비 130,000 129,585 415

02 공공운영비 130,000 62,640 67,36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전기,통신) 13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0,819 34,820 △4,001

11 기타부담금 30,819 34,820 △4,001

보령댐 상류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30,819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62,857 1,447,000 △1,084,143

국 254,000



부서: 수도과

정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단위: 농촌마을하수도처리시설(보조)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도 54,428

시 54,429

농촌마을하수도처리시설(보조) 362,857 1,447,000 △1,084,143

국 254,000

도 54,428

시 54,429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보령

호 상류지역

362,857 223,000 139,857

국 254,000

도 54,428

시 54,429

401 시설비및부대비 362,857 223,000 139,857

국 254,000

도 54,428

시 54,429

01 시설비 360,244 221,418 138,826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360,244

국 252,170

도 54,037

시 54,037

03 시설부대비 2,613 1,582 1,031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2,613

국 1,830

도 391

시 392

행정운영경비 11,920 140,012 △128,092

기본경비 11,920 11,200 720

청사유지관리 11,920 11,200 720

201 일반운영비 11,920 11,200 720

02 공공운영비 11,920 11,200 720

청사(사무실) 유지관리비 10,000

청사 소방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 1,920

재무활동 19,232,431 13,241,141 5,991,290

내부거래지출 19,232,431 13,241,141 5,991,290

내부거래지출 19,232,431 13,241,141 5,991,29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9,232,431 13,241,141 5,991,290

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9,232,431 13,241,141 5,991,290

배수지 자동수질측정기기 설치 200,000

배수지 정밀안전 진단 238,000

오천 영보1리 상수도 시설(2차) 50,000

오천 수정동마을 상수도 시설 350,000

주교 신대1리 상수도 시설(2차) 50,000

국도40호(성주~미산)상수도관 이설 1,000,000



부서: 수도과

정책: 재무활동

단위: 내부거래지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도40호(주포~오천)상수도관 이설 300,000

주교3리 상수도 시설 250,000

보령시 수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1,500,000

청라 신산리 상수도 시설(폐광기금) 804,000

청라 상수도 개인급수 지원사업(폐광기금) 150,000

성주 상수도 개인급수 지원사업(폐광기금) 50,000

내항1통 상수도시설공사 20,000

남포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313,715

오천(원산도,효자도)지방상수도 시설 151,200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128,573

성주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128,573

웅천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128,573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849,970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TMS)유지관리 25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460,000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 시설 500,000

성주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개선공사 1,000,000

죽정동 하수관로 매설부지 구입 500,000

국도40호(도화담)하수도 이설공사 1,020,000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임대료 989,000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운영비 770,000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1,789,56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시설관리공단) 2,606,472

남포 하수처리장 여과기 설치 및 환경정리 150,000

대천배수지 보수보강 350,000

무창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 291,000

명천동 빗물배수로 설치 587,000

주포주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300,000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259,072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78,000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214,286

원산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07,000

보령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사업 348,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