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상하수도과

정책: 상수도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30,191,798 23,454,575 6,737,223

도 438,000

시 29,753,798

상수도관리 2,115,277 2,095,759 19,518

도 438,000

시 1,677,277

마을상수도 2,115,277 2,095,759 19,518

도 438,000

시 1,677,277

상수도시설물위탁관리 171,000 183,000 △12,000

도 38,000

시 133,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71,000 183,000 △12,000

도 38,000

시 133,000

01 시설비 171,000 183,000 △12,000

○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199개소) 171,000

도 38,000

시 133,000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전환사업) 571,429 571,429 0

도 400,000

시 171,429

401 시설비및부대비 571,429 571,429 0

도 400,000

시 171,429

01 시설비 571,429 571,429 0

○ 삼랑진 남촌 소규모수도시설개량(노후관로

교체) 150,000

도 105,000

시 45,000

○ 소규모수도시설 노후시설 개량 및 정비 421,429

도 295,000

시 126,429

상수도시설물 관리 1,372,848 1,341,330 31,518

201 일반운영비 245,848 209,330 36,518

01 사무관리비 161,558 145,700 15,858

○ 일반수용비 161,558

― 소규모수도시설 분기 수질검사비(15항목)

49,253

― 소규모수도시설 년간 수질검사비(60항목)

73,829

―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감시항목 수질검사비(

라돈) 21,890

― 소규모수도시설 원수 수질검사비(지하수)

16,450

82,500원*199개소*3회

371,000원*199개소*1회

55,000원*199개소*2회

83,500원*197개소*1회



부서: 상하수도과

정책: 상수도관리

단위: 마을상수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소규모수도시설 원수 수질검사비(표류수,

1회/반기) 13634,000원*2개소*2회

02 공공운영비 84,290 63,630 20,660

○ 공공요금 및 제세 4,290

―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통신요금

4,290

○ 시설장비유지비 80,000

―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보수(기계,전기,누

수 등) 80,000

5,500원*65개소*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127,000 1,132,000 △5,000

01 시설비 1,124,000 1,127,000 △3,000

○ 소규모수도시설 실시설계비 30,000

○ 소규모수도시설물 실태 전수조사용역(관정,

배수지) 30,000

○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장치시설 유지관리(55개

소) 22,000

○ 소규모수도시설 소독기 필터 및 약품교체(8

회) 80,000

○ 소규모수도시설물 노후관 수선,폐공 130,500

○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에어써징 등 노후시설

정비(5개소) 20,000

○ 수질우심지역 정수장치 설치(4개소) 80,000

○ 소규모수도시설 수위조절기 설치 및 교체(10

개소) 60,000

○ 소규모수도시설 염소투입기 설치 및 교체(20

개소) 80,000

○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장치 여과재 교체(84개

소) 500,000

○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4

개소) 24,000

○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사후관리(15개소) 67,500

03 시설부대비 3,000 5,000 △2,000

○ 소규모수도시설 업무추진 3,000

하수도관리 2,319,878 1,572,218 747,660

하수처리시설 2,319,878 1,572,218 747,660

하수처리시설 관리 2,319,878 1,572,218 747,66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19,878 1,572,218 747,660

01 시설비 2,317,878 1,572,218 745,660

○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1,406,138

― 생물반응조 담체 교체 700,000

― 반류수 유량계 설치 293,800

― 슬러지설비 교체 300,000

― 소방설비 개선공사 71,000

― 탈수기동 조작판넬 이설 41,338



부서: 상하수도과

정책: 하수도관리

단위: 하수처리시설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226,000

― H-RBC조 노후설비 개량 226,000

○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285,000

― 종침 배수관로 정비 285,000

○ 분뇨공공처리시설 60,000

― 터보브로워 교체 60,000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64,940

― 여과기 및 유량계 설치 164,940

○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85,800

― 침사지 개량 85,800

○ 하수처리시설 주변 환경경비 30,000

○ 환경기초시설 미사용시설 철거 60,000

03 시설부대비 2,000 0 2,000

○ 환경기초시설 설비 교체 2,000

재무활동(상하수도과) 25,756,643 19,786,598 5,970,045

내부거래지출 25,756,643 19,786,598 5,970,045

내부거래지출 25,756,643 19,786,598 5,970,045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25,756,643 19,786,598 5,970,045

02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4,732,680 4,377,442 355,238

○시설관리공단 4,732,680

03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21,023,963 15,409,156 5,614,807

○시설관리공단 80,432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6,890,013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053,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