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익 적 수 입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600  사업수익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610  영업수익
세항: 611  사용료수익
목  : 001  가정용

△164,5534,843,2164,678,663600 사업수익

△124,3384,699,1554,574,817610 영업수익

△124,3384,698,0044,573,666611 사용료수익

△131,0741,893,1731,762,099001 가정용

○ 하수도 사용료(㎥/월)

    1~20 1,276,1705,150전X35톤X590원X12월

    21~30 211,554730전X35톤X690원X12월

    31이상 238,620410전X50톤X970원X12월

○ 지하수 사용료(㎥/월)

    1~20 26,266530전X7톤X590원X12월

    21~30 7,45230전X30톤X690원X12월

    31이상 2,0375전X35톤X970X12월

△40,8582,611,4072,570,549003 일반용

○ 하수도 사용료(㎥/월)

    1~50 306,1802,700전X15톤X630원X12월

    51~100 410,659490전X72톤X970원X12월

    101~300 580,320300전X130톤X1,240원X12월

    301~500 195,15630전X390톤X1,390원X12월

    501 이상 623,70030전X1,050톤X1,650원X12월

○ 지하수 사용료(㎥/월)

    1~50 24,040530전X6톤X630원X12월

    51~100 15,13220전X65톤X970원X12월

    101~300 281,23290전X210톤X1,240원X12월

    301~500 29,1905전X350톤X1,390원X12월

    501 이상 104,9405전X1,060톤X1,650원X12월

47,594193,424241,018004 대중탕용

○ 하수도 사용료(㎥/월)

    1~500 2,3947전X30톤X950원X12월

    501~700 5341전X45톤X990원X12월

    701~1,000 3,5311전X270톤X1,090원X12월

    1,001 이상 16,7641전X1,100톤X1,270원X12월

○ 지하수 사용료(㎥/월)

    1~500 13,6806전X200톤X950원X12월

    501~700 10,6922전X450톤X990원X12월

    701~1,000 4,4471전X340톤X1,090원X12월

    1,001 이상 188,9765전X2,480톤X1,270원X12월

01,1511,151661 기타영업수익

01,1511,151009 기타영업수익

○ 잡수입

1,1511,151,000원X1식

△40,215144,061103,846670 영업외수익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600  사업수익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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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135,00095,000671 이자수익

△40,000135,00095,000001 예금이자수익

○ 정기예금이자

50,00050,000,000원X1식

○ 공공예금이자

45,00045,000,000원X1식

07,0007,000672 타회계전입금수익

07,0007,000001 일반회계전입금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하수도요금 보전

7,0007,000,000원X1식

△2152,0611,846679 기타영업외수익

01,0001,000004 변상금및위약금수익

○ 변상금

500500,000원X1식

○ 위약금

500500,000원X1식

△2151,061846009 기타영업외수익

○ 잡수입

846846,000원X1식



수 익 적 지 출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700  사업비용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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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1311,731,0852,960,216700 사업비용

1,977,650862,5662,840,216710 영업비용

207,76769,500277,267714 관거비

180,2630180,263100 인력운영비

180,2630180,263101 인건비

156,0130156,013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무기계약근로자(준설2, 수용가관리1)

   기본급 82,2352,284,300원X3명X12월

   정근수당 6,8532,284,300원X50/100X3명X2회

   명절휴가비 8,2242,284,300원X60/100X3명X2회

   급량비 4,680130,000원X3명X12월

   연가보상비 4,882108,480원X3명X15일

   교통보조비 4,320120,000원X3명X12월

   위험수당 2,52070,000원X3명X12월

   대민지원비 1,08030,000원X3명X12월

   복리후생비 36010,000원X3명X12월

○ 가족수당

   배우자 1,44040,000원X1명X3명X12월

   첫째 자녀 72020,000원X1명X3명X12월

   둘째 자녀 2,16060,000원X1명X3명X12월

   셋째 자녀 3,600100,000원X1명X3명X12월

   기타자족 72020,000원X1명X3명X12월

○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14,64520,340원X3명X20시간X12월

   휴일근무수당 17,574162,720원X3명X3일X12월

24,250024,25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하수도 준설(1명)

   기본급 16,80070,000원X1명X240일

   주휴수당 3,64070,000원X1명X52일

   월차수당 77070,000원X1명X11월

   급량비 1,680140,000원X1명X12월

   교통비 36030,000원X1명X12월

   명절휴가비 1,000500,000원X1명X2회

27,50469,50097,004200 경비

7,20007,200202 여비

7,20007,200202-08 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

○ 하수도 준설 및 관거관리(준설원2, 수용가관리1)

7,20020,000원X3명X10일X12월

3,60403,604212 복리후생비

1,80401,804212-01 사회보험부담금

○ 하수도 준설 및 관로관리(공무직)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700  사업비용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710  영업비용
세항: 714  관거비
목  : 212  복리후생비

   산재보험료 1,561156,013,000원X1/100

○ 하수도 준설 및 관로관리(기간제)

   산재보험료 24324,250,000원X1/100

1,80001,800212-09 기타복리후생비

○ 하수도 준설 및 요금관리업무 피복 및 안전화 구입

1,800300,000원X3명X2회

50069,50070,000214 수선유지교체비

50069,50070,000214-05 수선유지비

○ 지하수검침기 유지보수

20,00020,000,000원X1식

○ 하수도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

50,00050,000,000원X1식

16,200016,200215 동력비

○ 명천, 무창포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12,000500,000원X2개소X12월

○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000250,000원X12월

○ 대천해수욕장 3지구 펌프장 전기요금

1,200100,000원X12월

021,00021,000715 펌프장비

021,00021,000200 경비

021,00021,000214 수선유지교체비

021,00021,000214-05 수선유지비

○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21,0007,000,000원X3개소

1,797,82201,797,822716 처리장비

1,797,82201,797,822200 경비

1,797,82201,797,822219 감가상각비

○ 자산감가상각비

1,797,8221,797,822,000원X1식

△27,939772,066744,127751 일반관리비

△56,795389,057332,262100 인력운영비

△59,735373,157313,422101 인건비

57,968255,454313,422101-01 보수

○ 기본급

   6급 96,1734,007,200원X2명X12월

   7급 58,8822,453,400원X2명X12월

   8급 21,0871,757,200원X1명X12월

   9급 21,0701,755,800원X1명X12월

○ 상여수당

  정근수당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700  사업비용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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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8,0154,007,200원X2명X50/100X2회

   7급 4,9072,453,400원X2명X50/100X2회

   8급 1,7581,757,200원X1명X50/100X2회

   9급 1,7561,755,800원X1명X50/100X2회

  정근수당 가산금

   20년 이상 2,400100,000원X2명X12월

   10년 이상~15년 미만 1,44060,000원X2명X12월

  추가 가산금

   25년 이상 72030,000원X2명X12월

   20년 이상~25년 미만 12010,000원X1명X12월

○ 기계보전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2,88040,000원X6몀X12월

   첫째 자녀 1,44020,000원X6명X12월

   둘째 자녀 4,32060,000원X6명X12월

   셋째 자녀 1,200100,000원X1명X12월

   기타 가족 24020,000원X1명X12월

○ 특수근무수당

   기술수당 1,08030,000원X3명X12월

   기술수당 가산금 1,08030,000원X3명X12월

   장려수당 3,60050,000원X6명X12월

○ 초과근무수당 등

   6급 15,84312,002원X2명X55시간X12월

   7급 14,31110,841원X2명X55시간X12월

   8급 6,4249,733원X1명X55시간X12월

   9급 5,8078,798원X1명X55시간X12월

○ 실비보상금 등

   정액급식비 10,080140,000원X6명X12월

   명절휴가비 19,722197,212,000원X1/12X60%X2회

   연가보상비 7,067197,212,000원X1/12X86%X1/30X15일

2,94015,90018,840106 직무수행경비

1,9809,18011,160106-02 직급보조비

○ 실비보상금 등

   직급보조비

   6급 3,960165,000원X2명X12월

   7급 3,720155,000원X2명X12월

   8급~9급 3,480145,000원X2명X12월

9606,7207,680106-03 특정업무수행경비

○ 공기업종사 공무원

5,76080,000원X6명X12월

   하수관거 유지관리업무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700  사업비용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710  영업비용
세항: 751  일반관리비
목  : 106  직무수행경비

96080,000원X1명X12월

   예산.결산.계약업무

96080,000원X1명X12월

20,722171,538192,260200 경비

24,200100,860125,060201 일반운영비

24,00089,340113,340201-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일반행정운영비 8,0008,000,000원X1식

   회계양식 인쇄 840120,000원X7종

   도서 구입 500100,000원X5종

   공기업 결산서 및 경영평가보고서 인쇄

3,00030,000원X100부

   하수도사업 결산검사 용역

21,00021,000,000원X1식

   하수도 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

21,00021,000,000원X1식

   회계장부 및 전산보조 매체 작성

1,4001,400,000원X1식

   하수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10,00010,000,000원X1식

   사무기기 유지관리 5,0005,000,000원X1식

   기타 비품 5,0005,000,000원X1식

○ 운영수당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위원회 평가수당

5,600280,000원X5명X4회

공공하수도시설수질자동측정기기(TMS)정도검사 수수료

25,00025,000,000원X1식

   원인자부담금 등 카드이용 수수료

1,0001,000,000원X1식

   영조물(하수관로, 맨홀)보험료

5,5005,500,000원X1식

○ 임차료

   하수도 국유재산대부료 500500,000원X1식

20011,52011,720201-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하수도 협회비 4,0004,000,000원X1식

   하수도 준설차량 보험료 1,0001,000,000원X1식

   하수도 준설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20120,000원X1식

   하수도 준설차량 자동차세 600300,000원X2회

   하수도 준설차량 유지비 6,0006,000,000원X1식

△2,40014,80012,400202 여비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700  사업비용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710  영업비용
세항: 751  일반관리비
목  : 202  여비

2,40010,00012,400202-01 국내여비

○ 공기업 결산업무 추진

1,0001,000,000원X1식

○ 공기업 경영평가업무 추진

3,0003,000,000원X1식

○ 하수도 체납요금 독려

2,40020,000원X2명X5회X12월

○ 하수도업무 추진

6,00020,000원X5명X5일X12월

5,50044,50050,000207 연구개발비

△5,00025,00020,000207-01 연구용역비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산정 용역

20,00020,000,000원X1식

10,50019,50030,000207-02 전산개발비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운영 통합프로그램 유지 보수

17,00017,000,000원X1식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율통제시템 구축

5,5005,500,000원X1식

○ 하수도 공기업 계약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5,0005,000,000원X1식

○ 하수도 공기업 신속집행시스템(BBEMS)유지보수

2,5002,500,000원X1식

△2,3787,1784,800212 복리후생비

△1,2006,0004,800212-09 기타복리후생비

○ 하수도 업무추진

   급량비 4,8008,000원X5명X10회X12월

8,134211,471219,605300 경상이전

10,000010,000305 배상금등

○ 하수도 시설관련 손해배상금

10,00010,000,000원X1식

0141,000141,000316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성과평가 위탁수수

36,0009,000,000원X4회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성과평가 업무대행비

105,000105,000,000원X1식

△1,86670,47168,605317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68,6054,573,666,000원X1.5%

020,00020,000780 특별손실

020,00020,000782 전기손익수정손실

020,00020,000758 전기손익수정손실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700  사업비용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780  특별손실
세항: 782  전기손익수정손실
목  : 758  전기손익수정손실

○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과오납반환금

20,00020,000,000원X1식

△748,519848,519100,000800 예비비

△748,519848,519100,000801 예비비

△748,519848,519100,000801 예비비

○ 예비비

100,000100,000,000원X1식



자 본 적 수 입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100  자본적수입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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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2,55317,629,78420,402,337100 자본적수입

1,907,90315,900,78417,808,687170 자본잉여금수입

0400,000400,000171 시설분담금수입

0400,000400,000001 시설분담금수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00,000400,000,000원X1식

1,907,90315,500,78417,408,687173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763,6004,551,4007,315,000001 국고보조금수입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임대료

2,132,0002,132,000,000원X1식

○ 주교처리분구(관창. 은포, 송학리)하수관거 정비

70,00070,000,000원X1식

○ 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하수관거 정비

50,00050,000,000원X1식

○ 흑포. 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하수관거 정비

140,000140,000,000원X1식

○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479,000479,000,000원X1식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95,000395,000,000원X1식

○ 국도36호 주변마을하수관로 설치

611,000611,000,000원X1식

○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926,0002,926,000,000원X1식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512,000512,000,000원X1식

△627,94710,422,6349,794,687002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 임대료

989,000989,000,000원X1식

○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 운영비

770,000770,000,000원X1식

○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시설운영비

1,789,5681,789,568,000원X1식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195,6193,195,619,000원X1식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900,000900,000,000원X1식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300,000300,000,000원X1식

○ 주교처리분구(관창, 은포, 송학리)하수관거 정비

30,00030,000,000원X1식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100  자본적수입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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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하수관거 정비

21,50021,500,000원X1식

○ 흑포.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하수관거 정비

60,00060,000,000원X1식

○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103,000103,000,000원X1식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85,00085,000,000원X1식

○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297,000297,000,000원X1식

○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254,0001,254,000,000원X1식

△227,750526,750299,000003 시도비보조금수입

○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시설운영

111,000111,000,000원X1식

○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103,000103,000,000원X1식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85,00085,000,000원X1식

1,013,6501,580,0002,593,650180 유보자금

1,000,0001,500,0002,500,000181 순세계잉여금

1,000,0001,500,0002,500,000001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2,500,0002,500,000,000원X1식

13,65080,00093,650182 미수금

13,65080,00093,650001 영업(수용가)미수금

10,00080,00090,000001-01 20년영업(수용가)미수금

○ 2020년도 수용가미수금

90,00090,000,000원X1식

2,00002,000001-02 19년영업(수용가)미수금

○ 2019년도 수용가 미수금

2,0002,000,000원X1식

1,00001,000001-03 18년영업(수용가)미수금

○ 2018년도 수용가 미수금

1,0001,000,000원X1식

1500150001-04 17년영업(수용가)미수금

○ 2017년도 수용가 미수금

150150,000원X1식

5000500001-05 16년이전영업(수용가)미수금

○ 2016년도 이전 수용가 미수금

500500,000원X1식



자 본 적 지 출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200  자본적지출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230  유형자산취득
세항: 234  구축물
목  : 401  시설비및부대비

1,378,86920,741,91522,120,784200 자본적지출

7,315,000국

299,000도

14,506,784시

△37,7707,941,7707,904,000230 유형자산취득

2,257,000국

188,000도

5,459,000시

△39,2707,941,7707,902,500234 구축물

2,257,000국

188,000도

5,457,500시

△39,2707,941,7707,902,500401 시설비및부대비

2,257,000국

188,000도

5,457,500시

271,8567,405,4227,677,278401-01 시설비

2,105,374국

172,470도

5,399,434시

○ 대천해수욕장3지구이주단지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용역

10,00010,000,000원X1식

○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사업

70,00070,000,000원X1식

○ 북부지역 하수도 준설

148,920148,920,000원X1식

○ 남부지역 하수도 준설

148,920148,920,000원X1식

○ 하수 중계펌프장 준설

30,00030,000,000원X1식

○ 하수도 불량맨홀 교체

20,00020,000,000원X1식

○ 보령하수처리장생물막여과기동 포기용송풍기 오버홀

30,00030,000,000원X1식

○ 중계펌프장 펌프교체

30,00030,000,000원X1식

○ 야동하수처리시설 반응조개선

30,00030,000,000원X1식

○ 보령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슬러지제거기 수선

50,00050,000,000원X1식

○ 웅천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교체

297,840297,840,000원X1식

○ 보령처리장 침사지동 침사세정기 바-스크린 교체

15,00015,000,000원X1식

○ 보령처리장 침사지동 전동기 기동반 교체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200  자본적지출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230  유형자산취득
세항: 234  구축물
목  : 401  시설비및부대비

25,00025,000,000원X1식

○ 보령처리장생물막여과지동감시제어설비및송풍기인

120,000120,000,000원X1식

○ 보령처리장 여과기동 잡용수 공급펌프 교체

25,00025,000,000원X1식

○ 보령처리장 벨트프레스 탈수기 수선

70,00070,000,000원X1식

○ 소성리 하수처리장 전기실 급배기시설 설치

25,00025,000,000원X1식

○ 동대동 하수관로 이설

80,00080,000,000원X1식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TMS)유지관리

450,000450,000,000원X1식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300,000300,000,000원X1식

○ 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자동측정기기(TMS)측정소보강

150,000150,000,000원X1식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TMS)교체

1,460,0001,460,000,000원X1식

○ 동대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유출배관 설치

31,00031,000,000원X1식

○ 대천배수펌프장 옥상방수 및 실내외 도색

25,00025,000,000원X1식

○ 궁촌배수펌프장 수문 교체

13,00013,000,000원X1식

○ 죽정동 하수관로 정비

30,00030,000,000원X1식

○ 신대2리 하수관거 정비

307,770307,770,000원X1식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017,5481,017,548,000원X1식

508,774국

508,774시

○ 주교처리분구(관창, 은포, 송학리)하수관거 정비

99,10099,100,000원X1식

69,370국

29,730시

○ 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하수관거 정비

70,86070,860,000원X1식

49,550국

21,310시

○ 흑포.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하수관거 정비

198,570198,570,000원X1식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200  자본적지출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230  유형자산취득
세항: 234  구축물
목  : 401  시설비및부대비

139,000국

59,570시

○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1,035,0001,035,000,000원X1식

479,000국

103,000도

453,000시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61,460461,460,000원X1식

322,520국

69,470도

69,470시

○ 국도36호 주변마을하수관로 설치

802,290802,290,000원X1식

537,160국

265,130시

△310,000510,000200,000401-02 감리비

140,000국

15,000도

45,000시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00,000100,000,000원X1식

70,000국

15,000도

15,000시

○ 국도36호 주변마을하수관로 설치

100,000100,000,000원X1식

70,000국

30,000시

△1,12626,34825,222401-03 시설부대비

11,626국

530도

13,066시

○ 북부지역 하수도 준설

1,080150,000,000원X0.72/100

○ 남부지역 하수도 준설

1,080150,000,000원X0.72/100

○ 웅천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교체

2,160300,000,000원X0.72/100

○ 신대2리 하수관거 정비

2,2302,230,000원X1식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6,4521,024,000,000원X0.63/100

3,226국

3,226시

○ 주교처리분구(관창, 은포, 송학리)하수관거 정비

900900,000원X1식

630국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200  자본적지출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항  : 230  유형자산취득
세항: 234  구축물
목  : 401  시설비및부대비

270시

○ 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하수관거 정비

640640,000원X1식

450국

190시

○ 흑포.사곡처리분구(강당마을)하수과거 정비

1,4301,430,000원X1식

1,000국

430시

○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5403,540,000원X1식

2,480국

530도

530시

○ 국도36호 주변마을하수관로 설치

5,7105,710,000원X1식

3,840국

1,870시

1,50001,500237 공기구비품

1,50001,500405 자산취득비등

1,50001,500405-01 자산취득비

○ 수도과 2층(TV)구입

1,5001,500,000원X1대

4,010,30310,056,88414,067,187260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058,000국

111,000도

8,898,187시

4,010,30310,056,88414,067,187261 건설중인자산

5,058,000국

111,000도

8,898,187시

113,3039,773,8849,887,187402 민간자본이전

2,132,000국

111,000도

7,644,187시

113,3039,773,8849,887,187402-02 민간대행사업비

2,132,000국

111,000도

7,644,187시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 임대료

3,121,0003,121,000,000원X1식

2,132,000국

989,000시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 운영비

770,000770,000,000원X1식

○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시설운영비

1,900,5681,900,568,000원X1식

111,000도



2021년도  본예산

예 산 액
당초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관  : 200  자본적지출

(단위:천원)

관ㆍ항ㆍ세항ㆍ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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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9,568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시설관리공단)

3,195,6193,195,619,000원X1식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900,000900,000,000원X1식

3,897,000283,0004,180,000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926,000국

1,254,000시

3,897,000283,0004,180,000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926,000국

1,254,000시

○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

4,180,0004,180,000,000원X1식

2,926,000국

1,254,000시

△2,573,6642,723,261149,597800 예비비

△2,573,6642,723,261149,597801 예비비

△2,573,6642,723,261149,597801 예비비

○ 예비비

149,597149,597,000원X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