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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600  사업수익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610  영업수익
세항: 611  사용료수익
목  : 002  가정용하수도사용료

955,2644,678,6635,633,927600 사업수익

150,8724,574,8174,725,689610 영업수익

150,8724,573,6664,724,538611 사용료수익

659,8341,762,0992,421,933002 가정용하수도사용료

○ 하수도 사용료(㎥/월)

    1~20 5,600전X35톤X590원X12월 1,387,680

    21~30 1,800전X35톤X690원X12월 521,640

    31이상 800전X50톤X970원X12월 465,600

○ 지하수 사용료(㎥/월)

    1~20 530전X10톤X590원X12월 37,524

    21~30 30전X30톤X690원X12월 7,452

    31이상 5전X35톤X970X12월 2,037

△381,2892,570,5492,189,260006 일반용하수도사용료

○ 하수도 사용료(㎥/월)

    1~50 2,150전X15톤X630원X12월 243,810

    51~100 350전X70톤X970원X12월 285,180

    101~300 200전X130톤X1,240원X12월 386,880

    301~500 30전X390톤X1,390원X12월 195,156

    501 이상 30전X1,050톤X1,650원X12월 623,700

○ 지하수 사용료(㎥/월)

    1~50 530전X6톤X630원X12월 24,040

    51~100 20전X65톤X970원X12월 15,132

    101~300 90전X210톤X1,240원X12월 281,232

    301~500 5전X350톤X1,390원X12월 29,190

    501 이상 5전X1,060톤X1,650원X12월 104,940

△127,673241,018113,345008 대중탕용하수도사용료

○ 하수도 사용료(㎥/월)

    1~500 7전X50톤X950원X12월 3,990

    501~700 1전X80톤X990원X12월 950

    701~1,000 1전X70톤X1,090원X12월 915

    1,001 이상 1전X1,000톤X1,270원X12월 15,240

○ 지하수 사용료(㎥/월)

    1~500 6전X100톤X950원X12월 6,840

    501~700 2전X250톤X990원X12월 5,940

    701~1,000 1전X250톤X1,090원X12월 3,270

    1,001 이상 5전X1,000톤X1,270원X12월 76,200

01,1511,151661 기타영업수익

01,1511,151009 기타영업수입

○ 잡수입

    1,151,000원X1식 1,151

804,392103,846908,238670 영업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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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600  사업수익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670  영업외수익
세항: 671  이자수익
목  : 001  예금이자수입

405,00095,000500,000671 이자수익

405,00095,000500,000001 예금이자수입

○ 정기예금이자

    450,000,000원X1식 450,000

○ 공공예금이자

    50,000,000원X1식 50,000

07,0007,000672 타회계전입금수익

07,0007,000001 일반회계전입금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하수도요금 보전

    7,000,000원X1식 7,000

399,3921,846401,238679 기타영업외수익

01,0001,000004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 변상금

    500,000원X1식 500

○ 위약금

    500,000원X1식 500

399,392846400,238009 기타영업외수입

○ 잡수입

   400,238,000원X1식 4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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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익 적 지 출



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700  사업비용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710  영업비용
세항: 714  관거비
목  : 101  인건비

△959,7402,960,2162,000,476700 사업비용

△1,259,7402,840,2161,580,476710 영업비용

△26,888277,267250,379714 관거비

△47,408182,067134,659100 인건비

△47,408182,067134,659101 인건비

△49,460157,817108,357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무기계약근로자(준설1, 사무보조1)

   기본급 2,339,900원X2명X12월 56,158

   정근수당 2,339,900원X50/100X2명X2회 4,680

   정근수당 가산금 55,000원X2명X12월 1,320

   명절휴가비 2,339,900원X60/100X2명X2회 5,616

   급량비 140,000원X2명X12월 3,360

   연가보상비 111,160원X2명X15일 3,335

   교통보조비 120,000원X2명X12월 2,880

   위험수당 70,000원X2명X12월 1,680

   대민지원비 30,000원X2명X12월 720

   복리후생비 10,000원X2명X12월 240

○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X1명X2명X12월 960

   첫째 자녀 20,000원X1명X2명X12월 480

   둘째 자녀 60,000원X1명X2명X12월 1,440

   셋째 자녀 100,000원X1명X2명X12월 2,400

   기타가족 20,000원X1명X2명X12월 480

○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20,840원X2명X20시간X12월 10,004

   휴일근무수당 166,720원X2명X3일X12월 12,004

○ 하수도 준설(1명) 피복 및 안전화 구입

   300,000원X1명X2회 600

2,05224,25026,302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하수도 준설(1명)

   기본급 74,000원X1명X240일 17,760

   주휴수당 74,000원X1명X52일 3,848

   월차수당 74,000원X1명X11월 814

   급량비 140,000원X1명X12월 1,680

   교통비 50,000원X1명X12월 600

   명절휴가비 500,000원X1명X2회 1,000

○ 하수도 준설 피복비 및 안전

   300,000원X1명X2회 600

20,52095,200115,720200 물건비

89,2001,80091,000201 일반운영비

91,000091,000201-02 공공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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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700  사업비용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710  영업비용
세항: 714  관거비
목  : 201  일반운영비

○ 지하검침기 유지보수

   20,000,000원X1식 20,000

○ 하수도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

   50,000,000원X1식 50,000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7,000,000X3개소 21,000

△3,6007,2003,600202 여비

△3,6007,2003,600202-08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 하수도 준설업무 추진

   10,000원X20일X1명X12월 2,400

○ 하수도업무 추진(사무보조)

   20,000원X5일X1명X12월 1,200

4,92016,20021,120215 동력비

○ 명천, 무창포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550,000원X2개소X12월 13,200

○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00,000원X12월 3,600

○ 대천해수욕장 3지구 펌프장 전기요금

   110,000원X12월 1,320

○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50,000원X12월 3,000

△1,325,0331,797,822472,789716 처리장비

△1,325,0331,797,822472,789700 내부거래

△1,325,0331,797,822472,789706 기타내부거래

△1,325,0331,797,822472,789706-01 감가상각비

○ 자산감가상각비

   472,789,000원X1식 472,789

113,181744,127857,308751 일반관리비

129,256313,422442,678100 인건비

129,256313,422442,678101 인건비

129,256313,422442,678101-01 보수

○ 기본급

   6급 4,079,933 원X3명X12월 146,878

   8급 1,952,050원X2명X12월 46,850

   9급 1,773,600원X1명X12월 21,284

   봉급인상분

       215,012,000X1.4%   3,011

  정근수당

   6급 40,079,933원X3명X50/100X2회 120,240

   8급 1,952,050원X2명X50/100X2회 3,905

   9급 1,773,600원X1명X50/100X2회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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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700  사업비용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710  영업비용
세항: 751  일반관리비
목  : 101  인건비

  정근수당 가산금

   20년 이상 100,000원X3명X12월 3,600

  추가 가산금

   25년 이상 30,000원X1명X12월 360

   20년 이상~25년 미만 10,000원X2명X12월 240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X6명X12월 2,880

   첫째 자녀 20,000원X6명X12월 1,440

   둘째 자녀 60,000원X6명X12월 4,320

   셋째 자녀 100,000원X6명X12월 7,200

   기타 가족 20,000원X6명X12월 1,440

○ 특수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30,000원X2명X12월 720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25,000원X2명X12월 600

   장려수당 50,000원X3명X12월 1,800

○ 초과근무수당 등

   6급 12,124원X2명X55시간X12월 16,004

   8급 9,832원X2명X55시간X12월 12,979

   9급 8,887원X1명X55시간X12월 5,866

○ 실비보상금 등

   정액급식비 140,000원X6명X12월 10,080

   명절휴가비 215,012,000원X1/12X60%X2회 21,502

   연가보상비 215,012,000원X1/12X86%X1/30X15일 7,705

△22,470211,100188,630200 물건비

10,430129,860140,290201 일반운영비

△16,600113,34096,740201-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일반행정운영비 8,000,000원X1식 8,000

   회계양식 인쇄 120,000원X7종 840

   도서 구입 100,000원X5종 500

   공기업 결산서 및 경영평가보고서 인쇄

   30,000원X100부 3,000

   하수도사업 결산검사 용역

   21,000,000원X1식 21,000

  사무기기 유지관리 5,000,000원X1식 5,000

   기타 비품 5,000,000원X1식 5,000

○ 운영수당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위원회 평가수당

   280,000원X5명X4회 5,600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위원 수당

   3,000,000원X1식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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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700  사업비용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710  영업비용
세항: 751  일반관리비
목  : 201  일반운영비

○ 하수도 업무추진

   급량비 8,000원X5명X10회X12월 4,800

○ 공공하수 연계 처리에 따른 하수처리비용

   20,000,000원X2개소 40,000

23,400023,400201-11 지급수수료

○ 원인자부담금 등 카드이용 수수료

   1,000,000원X1식 1,000

○ 회계장부 및 전산보조 매체 작성

   1,400,000원X1식 1,400

○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21,000,000원X1식 21,000

5000500201-13 임차료

○ 임차료

   하수도 국유재산대부료 500,000X1식 500

12,650012,650201-21 공공요금 및 제세

○ 영조물(하수관로, 맨홀) 보험료

   5,500,000X1식 5,500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하수도 협회비 4,200,000원X1식 4,200

   하수도 준설차량 보험료 1,000,000원X1식 1,000

   하수도 준설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50,000원X1식 150

   하수도 준설차량 자동차세 300,000원X2회 600

○ 하수처리장 TMS 모니터링 통신비

   100,000X12개월 1,200

7,00007,000201-22 차량·선박비

○ 하수도 준설차량 유지비

   7,000,000X1식 7,000

△2,40012,40010,000202 여비

△2,40012,40010,000202-01 국내여비

○ 공기업 결산업무 추진

   1,000,000원X1식 1,000

○ 공기업 경영평가업무 추진

   3,000,000원X1식 3,000

○ 하수도업무 추진

   20,000원X5명X5일X12월 6,000

018,84018,840204 직무수행경비

011,16011,160204-02 직급보조비

○ 실비보상금 등

   직급보조비

   6급 165,000원X3명X12월 5,940

   8급~9급 145,000원X3명X12월 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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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700  사업비용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710  영업비용
세항: 751  일반관리비
목  : 204  직무수행경비

07,6807,680204-03 특정업무수행경비

○ 공기업종사 공무원

   80,000원X6명X12월 5,760

   하수관거 유지관리업무

   80,000원X1명X12월 960

   예산.결산.계약업무

   80,000원X1명X12월 960

△30,50050,00019,500207 연구개발비

△10,50030,00019,500207-02 전산개발비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운영 통합프로그램 유지 보수

   17,000,000원X1식 17,000

○ 하수도 공기업 신속집행시스템(BBEMS)유지보수

   2,500,000원X1식 2,500

6,395219,605226,000300 경상이전

010,00010,000305 배상금 등

010,00010,000305-01 배상금 등

○ 하수도 시설관련 손해배상금

   10,000,000원X1식 10,000

0141,000141,000308 자치단체 등 이전

0141,000141,000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성과평가 위탁수수

   9,000,000원X4회 36,000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성과평가 업무대행비

   105,000,000원X1식 105,000

6,39568,60575,000317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5,000,000,000원X1.5% 75,000

020,00020,000770 영업외비용

020,00020,000782 전기손익수정손실

020,00020,000800 예비비 및 기타

020,00020,000802 반환금기타

020,00020,000802-14 전기손익수정손실

○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금

   20,000,000원X1식 20,000

300,000100,000400,000800 예비비

300,000100,000400,000800 예비비 및 기타

300,000100,000400,000801 예비비

300,000100,000400,000801-01 일반예비비

○ 예비비

   400,000,000원X1식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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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적 수 입



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100  자본적수입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170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171  시설분담금수입
목  : 001  시설분담금수입

6,938,73620,402,33727,341,073100 자본적수입

9,185,38617,808,68726,994,073170 자본잉여금수입

0400,000400,000171 시설분담금수입

0400,000400,000001 시설분담금수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00,000,000원X1식 400,000

9,185,38617,408,68726,594,073173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7,465,7687,315,00014,780,768001 국고보조금수입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임대료

   2,132,000,000원X1식 2,132,000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306,000,000원X1식 306,000

○ 주교.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700,000,000원X1식 700,000

○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1,395,100,000원X1식 1,395,100

○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61,100,000원X1식 261,100

○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413,000,000원X1식 2,413,000

○ 흑포.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14,000,000원X1식 1,014,000

○ 웅천 성동.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500,000,000원X1식 500,000

○ 신대2리 하수관거 설치사업

   500,000,000원X1식 500,000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44,000,000원X1식 1,644,000

○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1,900,568,000원X1식 1,900,568

○ 국도36호선 주면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2,015,000,000원X1식 2,015,000

683,7189,794,68710,478,405002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 임대료

   989,000,000원X1식 989,000

○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시설운영비

   1,789,568,000원X1식 1,789,568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267,937,000원X1식 3,267,937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55,000,000원X1식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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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100  자본적수입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170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173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목  : 002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 수부3리(이야기마을) 하수관로 정비

   400,000,000원X1식 400,000

○ 신대3리 하수관로 정비(추가분)

   30,000,000원X1식 30,000

○ 보령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306,000,000원X1식 306,000

○ 주교.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300,000,000원X1식 300,000

○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298,950,000원X1식 298,950

○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5,950,000원X1식 55,950

○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90,000,000원X1식 790,000

○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978,000,000원X1식 978,000

○ 흑포.사곡 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435,000,000원X1식 435,000

○ 웅천 성동.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215,000,000원X1식 215,000

○ 신대2리 하수관거 설치사업

   215,000,000원X1식 215,000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53,000,000원X1식 353,000

1,035,900299,0001,334,900003 시도비보조금수입

○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시설운영

   111,000,000원X1식 111,000

○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298,950,000원X1식 298,950

○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55,950,000원X1식 55,950

○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17,000,000원X1식 517,000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52,000,000원X1식 352,000

△2,395,6502,593,650198,000180 유보자금

104,35093,650198,000182 미수금

104,35093,650198,000001 영업(수용가)미수금

90,000090,000001-01 21년영업(수용가)미수금

○ 2021년도 수용가 미수금

  90,000,000X1식 90,000

- 9 -

user
사각형


user
사각형




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100  자본적수입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180  유보자금
세항: 182  미수금
목  : 001  영업(수용가)미수금

090,00090,000001-02 20년영업(수용가)미수금

○ 2020년도 수용가미수금

   90,000,000원X1식 90,000

6,0002,0008,000001-03 19년영업(수용가)미수금

○ 2019년도 수용가 미수금

   8,000,000원X1식 8,000

4,0001,0005,000001-04 18년영업(수용가)미수금

○ 2018년도 수용가 미수금

   5,000,000원X1식 5,000

4,3506505,000001-05 17년이전영업(수용가)미수금

○ 2017년도 이전 수용가 미수금

  5,000,000원X1식 5,000

149,0000149,000190 기타자본적수입

149,0000149,000191 기타자본적수입

149,0000149,000009 기타자본적수입

○ 보령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49,000,000X1식 1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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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적 지 출



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200  자본적지출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230  유형자산취득
세항: 234  구축물
목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8,853,74022,120,78430,974,524200 자본적지출

14,360,845국

1,244,989도

15,368,690시

10,619,0007,904,00018,523,000230 유형자산취득

10,328,277국

1,133,989도

7,060,734시

10,618,5007,902,50018,521,000234 구축물

10,328,277국

1,133,989도

7,058,734시

10,618,5007,902,50018,521,000400 자본지출

10,328,277국

1,133,989도

7,058,734시

10,618,5007,902,50018,521,000401 시설비 및 부대비

10,328,277국

1,133,989도

7,058,734시

8,877,2627,677,27816,554,540401-01 시설비

9,402,919국

1,033,397도

6,118,224시

○ 대천해수욕장3지구이주단지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용역

   12,000,000원X1식 12,000

○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사업

   70,000,000원X1식 70,000

○ 북부지역 하수도 준설

   80,000,000원X1식 80,000

○ 남부지역 하수도 준설

   100,000,000원X1식 100,000

○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00,000,000원X1식 100,000

○ 준설토 폐기물 처리

   20,000,000원X1식 20,000

○ 동대동 하수관로 이설

   90,000,000원X1식 90,000

○ 보령하수처리장 실험실 내부수리공사

   150,000,000원X1식 150,000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TMS)유지관리

   500,000,000원X1식 500,000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55,000,000원X1식 55,000

○ 성주 하수관로 조사

   60,000,000원X1식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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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200  자본적지출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230  유형자산취득
세항: 234  구축물
목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 하수관로 정비공사

   200,000,000원X1식 200,000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612,000,000원X1식 612,000

306,000국

306,000시

○ 슬러지건조시설 슬러지건조기 수선공사

   90,000,000원X1식 90,000

○ 무창포, 웅천하수처리장 보수보강공사

   70,000,000원X1식 70,000

○ 금암 소규모처리시설 PLC교체공사

   130,000,000원X1식 130,000

○ 도화담 소규모처리시설 PLC교체공사

   60,000,000원X1식 60,000

○ 성주하수처리장 PLC교체공사

   130,000,000원X1식 130,000

○ 진죽 소규모하수처리시설 PLC교체공사

   150,000,000원X1식 150,000

○ 죽정동 유성1차아파트 하수관로 정비

   79,300,000원X1식 79,300

○ 수부3리(이야기마을) 하수관로 정비

   397,100,000원X1식 397,100

○ 신대3리 하수관로 정비(추가분)

   30,000,000원X1식 30,000

○ 보령하수처리장 탈수기동외벽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5,000,000원X1식 25,000

○ 주교.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1,000,000,000원X1식 1,000,000

700,000국

300,000시

○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1,793,000,000원X1식 1,793,000

1,255,100국

268,950도

268,950시

○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73,000,000원X1식 273,000

191,100국

40,950도

40,950시

○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320,000,000원X1식 3,320,000

2,153,538국

461,40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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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200  자본적지출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230  유형자산취득
세항: 234  구축물
목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705,054시

○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2,693,000,000원X1식 2,693,000

1,813,029국

879,971시

○ 흑포.사곡 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89,000,000원X1식 1,089,000

762,075국

326,925시

○ 웅천 성동.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713,570,000원X1식 713,570

499,000국

214,570시

○ 신대2리 하수관거 설치사업

   713,570,000원X1식 713,570

499,000국

214,570시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749,000,000원X1식 1,749,000

1,224,077국

262,089도

262,834시

1,760,000200,0001,960,000401-02 감리비

923,358국

100,592도

936,050시

○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200,000,000원X1식 200,000

140,000국

30,000도

30,000시

○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00,000,000원X1식 100,000

70,000국

15,000도

15,000시

○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00,000,000원X1식 400,000

259,462국

55,592도

84,946시

○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300,000,000원X1식 300,000

201,971국

98,029시

○ 흑포.사곡 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360,000,000원X1식 360,000

251,925국

108,07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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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200  자본적지출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230  유형자산취득
세항: 234  구축물
목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00,000,000원X1식 600,000

△18,76225,2226,460401-03 시설부대비

2,000국

4,460시

○ 죽정동 유성1차아파트 하수관로 정비

   700,000원X1식 700

○ 수부3리(이야기마을) 하수관로 정비

   2,900,000원X1식 2,900

○ 웅천 성동.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1,430,000원X1식 1,430

1,000국

430시

○ 신대2리 하수관거 설치사업

   1,430,000원X1식 1,430

1,000국

430시

5001,5002,000237 공기구비품

5001,5002,000400 자본지출

5001,5002,000405 자산취득비

5001,5002,000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업무추진용 프린터 구입

   2,000,000원X1대 2,000

△1,907,11414,067,18712,160,07326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032,568국

111,000도

8,016,505시

△1,907,11414,067,18712,160,073261 건설중인자산

4,032,568국

111,000도

8,016,505시

△1,907,11414,067,18712,160,073400 자본지출

4,032,568국

111,000도

8,016,505시

2,272,8869,887,18712,160,073402 민간자본이전

4,032,568국

111,000도

8,016,505시

2,272,8869,887,18712,160,073402-03 민간위탁사업비

4,032,568국

111,000도

8,016,505시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 임대료

   3,121,000,000원X1식 3,121,000

2,132,000국

989,000시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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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200  자본적지출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26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세항: 261  건설중인자산
목  : 402  민간자본이전

   770,000,000원X1식 770,000

○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시설운영비

   3,801,136,000원X1식 3,801,136

1,900,568국

111,000도

1,789,568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시설관리공단)

   3,267,937,000원X1식 3,267,937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1,200,000,000원X1식 1,200,000

141,854149,597291,451800 예비비

141,854149,597291,451800 예비비 및 기타

141,854149,597291,451801 예비비

141,854149,597291,451801-01 일반예비비

○ 예비비

   291,451,000원X1식 2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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