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간이상수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수도사업소 20,460,950 15,552,060 4,908,890

도 288,000

시 20,172,950

상수도 관리(환경/상하수도ㆍ수질) 1,354,950 1,267,060 87,890

도 288,000

시 1,066,950

간이상수도 관리 1,354,950 1,267,060 87,890

도 288,000

시 1,066,950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 176,390 186,660 △10,270

201 일반운영비 100,515 101,660 △1,145

01 사무관리비 20,500 20,500 0

  ○수도 미보급지역 취약 관정 이용가구 먹는 샘물 지원
20,500

    ―차량운반비(임차료) 3,000

    ―생수 구입(2ℓ) 17,500

02 공공운영비 80,015 81,160 △1,145

  ○마을상수도 정기검사 수수료(전항목)
19,470

  ○마을상수도 정기검사 수수료(13개 항목)
10,620

  ○마을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10,709

  ○마을상수도 계곡수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614

  ○마을상수도 수질감시항목(우라늄) 수질검사 수수료
2,502

  ○마을상수도 수질감시항목(라돈) 수질검사 수수료
23,600

  ○마을상수도 관리시스템 통신비
6,000

  ○마을상수도 관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6,500

206 재료비 10,375 10,000 375

01 재료비 10,375 10,000 375

  ○마을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
5,900

  ○마을상수도 수위조절기 배터리 구입
3,000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
885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590

    ―2ℓ 354

    ―4ℓ 236

401 시설비및부대비 65,500 75,000 △9,500

01 시설비 65,500 75,000 △9,500

500,000원*6회

700원*25,000개

    330,000원*118개소*50%

    30,000원*118개소*3회

    267,720원*20개소*2회

    30,700원*10개소*2회

10,600원*118개소*4회*50%

100,000원*118개소*2회

    500,000원*12월

    6,500,000원*1식

    500원*50L*118개소*2회

    50,000원*60개소

    7,500원*118개소

1,000원*118개소*3회

2,000원*118개소*1회



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상수도 관리(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간이상수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20,000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소모품 교체
14,000

  ○마을상수도 노후 염소소독기 교체
31,500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 890,560 780,400 110,160

401 시설비및부대비 890,560 780,400 110,160

01 시설비 890,560 780,400 110,160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
155,760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 용역
47,200

  ○마을상수도 예초 용역
23,600

  ○마을상수도 긴급수리
100,000

  ○마을상수도 노후 기계시설물 교체
100,000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지하수법 제7조의3   
    규정) 54,000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청소, 검사 및 정비
    (지하수법 제9조의5 규정)

50,000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마을상수도 시설물 철거공사
30,000

  ○마을상수도 전자수도미터기 교체공사(풍기지구)
330,000

(도)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전환사업) 288,000 300,000 △12,000

도 28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88,000 300,000 △12,000

도 288,000

01 시설비 288,000 300,000 △12,00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풍기읍 백리 희여골 지구)
288,000

도 288,000

재무활동(수도사업소)(환경/상하수도ㆍ수질) 19,106,000 14,285,000 4,821,000

내부거래지출 19,106,000 14,285,000 4,821,000

내부거래 지출 19,106,000 14,285,000 4,821,0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9,106,000 14,285,000 4,821,000

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9,106,000 14,285,000 4,821,000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106,000

    ―상수도분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 4,538,000

      ㆍ가흥정수장 개량사업
3,178,000

      ㆍ노후상수도 정비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156,000

    10,000,000원*2개소

    2,000,000원*7개소

    4,500,000원*7개소

    110,000원*118개소*12월

    200,000원*118개소*2회

    100,000원*118개소*2회

    1,000,000원*100회

    4,000,000원*25개소

3,000,000원*18개소

    5,000,000원*10개소

30,000,000원*1식

600,000원*550개소

144,000원*2,000m

        3,178,000,000원*1식

1,156,000,000원*1식



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재무활동(수도사업소)(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내부거래지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ㆍ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140,000

      ㆍ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
64,000

    ―수도사업소 신축이전 공사
4,000,000

    ―영주배수지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00,000

    ―풍기읍 삼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700,000

    ―풍기읍 금계리(용천마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600,000

    ―순흥면 태장리 상태장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300,000

    ―상수관로매설 지하시설물 DB구축(GIS)용역
300,000

    ―내진성능평가용역(생현배수지, 두전배수지)
45,000

    ―이산건널목 ~ 파머스마켓 상수관로 매설
      덧씌우기포장공사 200,000

    ―평은면 오운지구 상수관로 매설 덧씌우기포장공사
300,000

    ―평은면 지곡지구 상수관로 매설 덧씌우기포장공사
100,000

    ―장수면 성곡지구 상수관로 매설 덧씌우기포장공사
250,000

    ―풍기읍 산법리 상수관로 매설 덧씌우기포장공사
50,000

    ―풍기읍 바깥매끼실 ~ 돌고개간 상수관로 매설   
      덧씌우기포장공사

30,000

    ―읍면지역 상수도 복구포장 침하구간 보수공사
100,000

    ―도로 신설 공사구간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200,000

    ―풍기읍 삼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외
      2개소 감리용역 112,000

    ―풍기읍 유수율 제고사업
536,000

    ―풍기읍 서부리 160-27 일원 노후관 개체공사
150,000

    ―풍기읍 성내리 10-1 일원 노후관 개체공사
200,000

    ―풍기읍 동부리 499-6 일원 노후관 개체공사
150,000

    ―감·가압장 시설, 계측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긴급공사

250,000

    ―북부권역 누수탐사용역
400,000

        140,000,000원*1식

        64,000,000원*1식

      4,000,000,000원*1식

600,000,000원*1식

      700,000,000원*1식

6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45,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3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12,000,000원*1식

      536,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250,000,000원*1식

      400,000,000원*1식



부서: 수도사업소
정책: 재무활동(수도사업소)(환경/상하수도ㆍ수질)
단위: 내부거래지출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문정동 장수배수지 ~ 폴리텍가압장간 배수관로  
      매설공사 100,000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도 관세척 사업
300,000

    ―부석 낙화암천지구 상수관로 이설공사(우곡교)
70,000

    ―순흥면 죽계천지구 상수관로 이설공사
50,000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일원 소규모 유량계    
      설치공사 200,000

    ―서부초등학교 ~ 나무고개교차로 노후관 개체공사
500,000

    ―가흥1동 택지 일원 저수압 및 수량부족에 따른  
      관로매설공사

300,000

    ―영주 시가지, 순흥, 단산, 부석 노후관 개체공사
1,500,000

    ―풍기읍 성내교회 인근 외 4개소 아스콘 복구공사
200,000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35-17 일원 노후관 개체공사
75,000

    ―영주시 풍기읍 동부빌라 인근 노후관 개체공사
175,000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108-5일원 노후관 개체공사
125,000

    ―풍기읍 서부리 152-6일원 노후관 개체공사
150,000

    ―순흥면 석교1리 일원 노후관 개체공사
500,000

    ―순흥면 석교리 233-1일원 외7개소 아스콘
      복구공사 650,000

    ―영주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100,000

1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70,000,000원*1식

      5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300,000,000원*1식

1,500,000,000원*1식

200,000,000원*1식

75,000,000원*1식

175,000,000원*1식

125,000,000원*1식

      150,000,000원*1식

      500,000,000원*1식

650,000,000원*1식

      100,000,000원*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