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7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2 사용료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22,751,122 32,520,022 △9,768,900

200 세외수입 1,072,464 1,423,553 △351,089

210 경상적세외수입 865,000 1,225,000 △360,000

212 사용료수입 80,000 80,000 0

212-03 하수도사용료 80,000 80,000 0

< 환경위생과 > 80,000 80,000 0

○하수도사용료 80,000

213 수수료수입 45,000 45,000 0

213-04 기타수수료 45,000 45,000 0

< 환경자원사업소 > 45,000 45,000 0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수수료 45,0002원*22,500,000ℓ

214 사업수입 720,000 1,080,000 △360,000

214-01 사업장생산수입 720,000 1,080,000 △360,000

< 환경자원사업소 > 720,000 1,080,000 △360,000

○퇴비판매수입 720,0003,600원*200,000포

216 이자수입 20,000 2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 20,000 0

< 환경위생과 > 20,000 20,000 0

○이자수입 20,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07,464 198,553 8,911

222 부담금 10,000 10,000 0

222-02 일반부담금 10,000 10,000 0

< 환경위생과 > 10,000 10,000 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000

224 기타수입 197,464 188,553 8,911

224-06 그외수입 197,464 188,553 8,911

< 환경위생과 > 197,464 188,553 8,911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 197,464

500 보조금 15,825,358 25,375,633 △9,550,275

510 국고보조금등 15,682,530 25,275,567 △9,593,037

511 국고보조금등 15,682,530 25,275,567 △9,593,037

511-01 국고보조금 11,256,000 17,941,000 △6,685,000

< 환경위생과 > 10,616,000 17,941,000 △7,325,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장계(4단계)) 3,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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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오연지

구)

30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장수지구) 4,496,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구암마

을)

1,18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시설)(장수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50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시설)(장계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500,000

< 환경자원사업소 > 640,000 0 640,00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640,000640,000,000원*1식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000 50,000 0

< 환경위생과 > 50,000 50,000 0

○생태하천복원사업(강살리기 추진단 하천네트워크) 50,000

511-03 기금 4,376,530 7,284,567 △2,908,037

< 환경위생과 > 3,075,431 6,051,884 △2,976,453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구암마

을)

455,4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오연지

구)

116,100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하수처리장) 1,479,320

○비점오염저감사업(인공습지 설치·관리) 24,000

○관리청별주민지원(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481,511

―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비 481,511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금강수계) 22,100

―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6,100

― 인력지원비 16,000

○오염총량관리사업(금강수계) 71,800

― 이행평가(금강수계) 55,000

―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금강수계) 16,800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4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장수공공하수처리

장 확충사업)

1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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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장계공공하수처리

장 확충사업)

192,600

< 환경자원사업소 > 1,301,099 1,232,683 68,416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 1,173,09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28,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42,828 100,066 42,762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42,828 100,066 42,762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142,828 100,066 42,762

< 환경위생과 > 142,828 100,066 42,762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 104,328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2,5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장수공공하수처리

장 확충사업)

25,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장계공공하수처리

장 확충사업)

1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53,300 5,720,836 132,464

710 보전수입등 99,090 0 99,090

712 전년도이월금 99,090 0 99,09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9,090 0 99,090

< 환경위생과 > 99,090 0 99,09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9,090

720 내부거래 5,754,210 5,720,836 33,374

721 전입금 5,754,210 5,720,836 33,374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754,210 5,720,836 33,374

< 환경위생과 > 5,388,145 5,720,836 △332,691

○일반회계전입금 5,388,145

― 하수관거 긴급개보수 280,000

―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하수처리장) 군비분 659,180

― 오수처리시설관리 7,900

― 비점오염저감사업(인공습지 설치·관리) 군비분 12,433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구암

마을) 군비분

50,310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장수지구) 군비분 2,20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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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관: 720 내부거래

항: 721 전입금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오연

지구) 군비분

12,470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장계(4단계)) 군

비분

1,560,000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장계공공하수처

리장 확충사업) 군비분

10,690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장수공공하수처

리장 확충사업) 군비분

282,400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 35,000

― 도랑살리기 지원(우리마을도랑살리기) 군비분 50,000

―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36,037

―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건비 136,624

―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 인건비 군비분 44,712

―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군비분 2,500

―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금강수계) 2,914

< 환경자원사업소 > 366,065 0 366,065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군비부담금 36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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