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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 출 근 거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08년
예산구분 : 추경 2 회
부 서 : 상하수도사업소
회 계 명 : 일반회계

총 계 19,239,815 19,777,591 △537,776

상하수도사업소 19,239,815 19,777,591 △537,776

상수도 · 식수 관리 2,635,608 2,425,608 210,000

상수도 관리 2,635,608 2,425,608 210,000

마을상수도 개·보수 592,000 382,000 21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92,000 382,000 210,000

589,480 379,480 210,000 210,00004 시설비

 210,000

○마을상수도 개보수

경정 407,480,000 - 기정 197,480,000원=

하수도 관리 8,517,328 9,260,228 △742,900

하수종말처리장 2,858,950 2,769,950 89,000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2,150,950 2,061,950 89,000

207 연구개발비 41,000 0 41,000

41,000 0 41,000 41,00001 연구용역비

 31,000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자문
용역  =

10,000○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관리비 산정 용역 =

402 민간자본이전 2,109,950 2,061,950 48,000

2,109,950 2,061,950 48,000 48,00002 민간대행사업비

 48,000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민간대행사업비)

경정 491,000,000 - 기정 443,000,000원=

[도 48,000][도 경정 48,000 기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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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상하수도사업소
정 책 : 하수도 관리
단 위 :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00,000 1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0

100,000 100,000 0 002 실시설계비

0○실시설계비

―화순읍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0경정 100,000,000 - 기정 100,000,000원=

[도 4,000][도 경정 4,000 기정 0]

[군 △4,000][군 경정 26,000 기정 30,000]

하수시설 정비 3,194,700 4,026,600 △831,900

하수관거정비 사업 380,000 759,000 △379,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80,000 759,000 △379,000

368,561 736,122 △367,561

8,292 16,584 △8,292

3,147 6,294 △3,147

△367,56104 시설비

△367,561

○남면 하수관거정비

경정 368,561,000 - 기정 736,122,000원=

[국 △349,000][국 경정 350,000 기정 699,000]

[군 △18,561][군 경정 18,561 기정 37,122]

△8,29205 감리비

△8,292

○남면 하수관거정비

경정 8,292,000 - 기정 16,584,000원=

△3,14706 시설부대비

△3,147

○남면 하수관거정비

경정 3,147,000 - 기정 6,294,000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132,100 1,585,000 △4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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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상하수도사업소
정 책 : 하수도 관리
단 위 : 하수시설 정비

401 시설비및부대비 1,132,100 1,585,000 △452,900

1,114,163 1,558,207 △444,044

13,422 19,422 △6,000

4,515 7,371 △2,856

△444,04404 시설비

△115,879

○도장마을하수도

경정 411,755,000 - 기정 527,634,000원=

[국 △83,000][국 경정 295,000 기정 378,000]

[군 △32,879][군 경정 116,755 기정 149,634]

△328,165
○효산마을하수도

경정 287,408,000 - 기정 615,573,000원=

[국 △234,000][국 경정 207,000 기정 441,000]

[군 △94,165][군 경정 80,408 기정 174,573]

△6,00005 감리비

△1,972

○도장마을하수도

경정 6,992,000 - 기정 8,964,000원=

△4,028

○효산마을하수도

경정 6,430,000 - 기정 10,458,000원=

△2,85606 시설부대비

△749

○도장마을하수도

경정 2,653,000 - 기정 3,402,000원=

○효산마을하수도



△2,107경정 1,862,000 - 기정 3,969,000원=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1,212,000 1,212,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12,000 1,212,000 0

740,000 650,000 90,000 90,00002 실시설계비

90,000○광덕택지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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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상하수도사업소
정 책 : 하수도 관리
단 위 : 하수시설 정비

472,000 562,000 △90,000 △90,00004 시설비

△90,000

○광덕택지 1,2차 CCTV조사용역(L=12.6km)

경정 0 - 기정 90,000,000원=

행정운영경비(재난안전관리과) 48,464 53,340 △4,876

기본경비 48,464 53,340 △4,876

기본경비 48,464 53,340 △4,876

201 일반운영비 36,144 39,060 △2,916

36,144 39,060 △2,916 △2,91601 사무관리비

△2,916

○급량비(부서운영)

경정 11,184,000 - 기정 14,100,000원=

202 여비 12,320 14,280 △1,960

12,320 14,280 △1,960 △1,96001 국내여비

△1,960○부서운영 경정 12,320,000 - 기정 14,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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