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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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도과

수도과 16,863,441 22,005,547 △5,142,106

도 280,000

시 16,583,441

상수도 식수 관리 1,733,851 2,398,339 △664,488

도 280,000

시 1,453,851

마을상수도 사업 1,573,032 2,237,520 △664,488

도 280,000

시 1,293,032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 130,732 95,520 35,212

201 일반운영비 119,892 84,680 35,212

01 사무관리비 119,892 84,680 35,212

정수검사 수수료(14개항목)

28,182

정수검사 수수료(60개항목)

47,180

라돈 수질검사 수수료(1항목)

28,000

원수검사 표류수(반기2회) 수질검사 수수료 270

원수검사 표류수(2년 1회) 수질검사 수수료 1,100

원수검사 지하수(2년 1회) 수질검사 수수료 10,260

원산도(사창) 마을상수도 토지 임차료 600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도유재산 사용료(4개도서) 300

마을상수도 비상급수 병물 구입 4,000

67,100원*140개소*3회

337,000원*140개소*1회

100,000원*140개소*2회

206 재료비 10,840 10,840 0

01 재료비 10,840 10,840 0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1ℓ ) 840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2ℓ ) 400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4ℓ ) 600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5,000

마을상수도 시험초자기구 2,000

마을상수도 수질시험시약 2,000

120,000원*7박스

100,000원*4박스

120,000원*5박스

10,000원*500통

500,000원*4종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272,500 235,000 37,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72,500 235,000 37,500

01 시설비 272,500 234,550 37,950

마을상수도 시설보수(140개소) 50,000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 개량

40,000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36,000

마을상수도 라돈제거장치 설치(라돈제거장치 10

개소) 62,000

4,000,000원*10개소

4,000,000원*9개소

6,200,000원*10개소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 식수 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보안시설 13개소)

84,5006,500,000원*1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도 전환) 400,000 400,000 0

도 280,000

시 1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0 400,000 0

도 280,000

시 120,000

01 시설비 397,120 396,940 180

윗잉낭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89,190

도 62,433

시 26,757

신흥동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49,460

도 34,622

시 14,838

심곡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79,280

도 55,496

시 23,784

장밭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89,190

도 62,433

시 26,757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90,000

도 63,000

시 27,000

03 시설부대비 2,880 3,060 △180

윗잉낭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부대비 810

도 567

시 243

신흥동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부대비 540

도 378

시 162

심곡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부대비 720

도 504

시 216

장밭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부대비 810

도 567

시 243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100,000 90,000 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90,000 10,000

01 시설비 99,100 89,550 9,550

하조(봉성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49,550

늑전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49,550

03 시설부대비 900 450 450

하조(봉성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450

늑전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450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자체) 669,800 282,000 387,800



부서: 수도과

정책: 상수도 식수 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사업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669,800 282,000 387,800

01 시설비 665,858 282,000 383,858

고대도 도서식수원 개량 60,000

삽시도(밤섬) 도서식수원 개량 148,920

삽시도(윗말) 도서식수원 개량 60,000

효자도 도서식수원 개량 158,848

원산도 도서식수원 개량 19,800

원산도 도서식수원 개량 148,920

녹도 도서식수원 개량 69,370

03 시설부대비 3,942 0 3,942

삽시도(밤섬) 도서식수원 개량 1,080

효자도 도서식수원 개량 1,152

원산도 도서식수원 개량 1,080

녹도 도서식수원 개량 630

하수도 수질개선 160,819 160,819 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160,819 160,819 0

201 일반운영비 130,000 130,000 0

02 공공운영비 130,000 130,000 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전기, 통신

등) 13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0,819 30,819 0

11 기타부담금 30,819 30,819 0

보령댐 상류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30,819

행정운영경비 17,920 11,920 6,000

기본경비 17,920 11,920 6,000

청사유지관리 17,920 11,920 6,000

201 일반운영비 17,920 11,920 6,000

01 사무관리비 6,000 0 6,000

3종 시설물(수도과 청사)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6,0003,000,000원*2회

02 공공운영비 11,920 11,920 0

청사(사무실) 유지관리비 10,000

청사 소방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 1,920

재무활동 15,111,670 19,232,431 △4,120,761

내부거래지출 15,111,670 19,232,431 △4,120,761

내부거래지출 15,111,670 19,232,431 △4,120,761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5,111,670 19,232,431 △4,120,761

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5,111,670 19,232,431 △4,120,761

배수지 자동수질측정기기 설치 150,000



부서: 수도과

정책: 재무활동

단위: 내부거래지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989,000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 운영비 770,000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1,789,56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시설관리공단) 3,082,316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90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300,000

보령 하수처리시설 반응조 덮개설치공사 1,100,000

성주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밀조사 120,000

웅천 수부3리 상수도 시설공사 300,000

주포 관산리 상수도 시설공사(2차) 100,000

청라면 상수도 시설공사(폐광) 914,000

내항동(현대자동차학원)앞 상수도 시설공사 200,000

남포면 제석리 상수도 시설공사 200,000

신송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50,000

청라면 상수도 개인급수 지원사업(폐광기금) 300,000

성주면 상수도 개인급수 지원사업(폐광기금) 200,000

남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474,643

오천 농어촌(원산도, 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 124,285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107,143

성주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128,572

웅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107,143

보령 노후상수관망 정비 1,237,250

보령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96,000

웅천처리구역 오수관로정비사업 200,000

보령시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수립 550,000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121,000

주포·주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51,000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146,750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24,000

원산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94,000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 8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