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9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2 사용료수입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1,484,895 20,849,772 △9,364,877

200 세외수입 1,480,860 1,087,702 393,158

210 경상적세외수입 1,214,700 865,000 349,700

212 사용료수입 80,000 80,000 0

212-03 하수도사용료 80,000 80,000 0

< 시설관리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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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9,400 720,000 369,400

214-01 사업장생산수입 3,400 720,000 △716,600

< 환경자원사업소 > 3,400 720,000 △716,600

○퇴비판매수입 3,4003,400원*1,000포

214-05 분담금수입 1,086,000 0 1,086,000

< 시설관리사업소 > 1,086,000 0 1,086,00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86,000

216 이자수입 300 20,000 △19,7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00 20,000 △19,700

< 환경자원사업소 > 300 0 300

○일상경비통장 이자 수입 3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66,160 222,702 43,458

222 부담금 10,000 10,000 0

222-02 일반부담금 10,000 10,000 0

< 시설관리사업소 > 10,000 10,000 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000

224 기타수입 253,160 212,702 40,458

224-06 그외수입 253,160 212,702 40,458

< 시설관리사업소 > 253,160 212,702 40,458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 253,160

225 지난연도수입 3,000 0 3,000

225-01 지난연도수입 3,000 0 3,000

< 시설관리사업소 > 3,000 0 3,000

○지난연도수입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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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500 보조금 6,753,192 15,519,775 △8,766,583

510 국고보조금등 6,593,952 15,267,559 △8,673,607

511 국고보조금등 6,593,952 15,267,559 △8,673,607

511-01 국고보조금 2,106,000 9,099,000 △6,993,000

< 시설관리사업소 > 2,106,000 9,099,000 △6,993,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오연지

구)

127,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시설)(장수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22,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시설)(장계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267,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로정비)(노후하수관로정비사

업) 1,590,000

511-03 기금 4,487,952 6,118,559 △1,630,607

< 환경위생과 > 579,857 601,875 △22,018

○관리청별주민지원(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431,372

―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비 431,372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금강수계) 27,800

―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6,100

― 인력지원비 21,700

○오염총량관리사업(금강수계) 72,581

― 이행평가(금강수계) 55,000

―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금강수계) 17,581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48,104

< 시설관리사업소 > 3,025,095 4,213,931 △1,188,836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하수처리장) 1,305,109

○비점오염저감사업(인공습지 설치·관리) 28,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오연지

구)

48,986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로정비)(노후하수관로정비사

업) 1,431,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장수공공하수처리

장 확충사업)

110,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장계공공하수처리

장 확충사업)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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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00 보조금

관: 510 국고보조금등

항: 511 국고보조금등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환경자원사업소 > 883,000 1,302,753 △419,753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가축분뇨처리장 운영) 550,000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가축분뇨처리장 인력운영) 333,00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59,240 252,216 △92,976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59,240 252,216 △92,976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159,240 252,216 △92,976

< 환경위생과 > 12,000 0 12,000

○옛도랑복원사업(도랑살리기사업) 12,000

< 시설관리사업소 > 147,240 252,216 △104,976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 135,24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장수공공하수처리

장 확충사업)

6,0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장계공공하수처리

장 확충사업)

6,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50,843 4,242,295 △991,452

720 내부거래 3,250,843 4,242,295 △991,452

721 전입금 3,250,843 4,242,295 △991,452

721-03 기타회계전입금 3,250,843 4,242,295 △991,452

< 환경위생과 > 52,436 54,001 △1,565

○일반회계전입금 52,436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군비분 4,436

― 옛도랑 복원사업 군비분 48,000

< 시설관리사업소 > 1,397,024 3,807,803 △2,410,779

○일반회계전입금 1,397,024

―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건비 90,849

― 계남양돈단지 정비사업 500,000

― 하수관거 유지 보수 256,500

― 오수처리시설관리 7,984

―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하수처리장) 군비분 58,534

― 비점오염저감사업(인공습지 설치·관리) 군비분 12,919

―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36,285

―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 인건비 57,510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오연지

구) 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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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관: 720 내부거래

항: 721 전입금 (단위:천원)

장ㆍ관ㆍ항ㆍ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시설)(장수공공하수처리

장 확충사업) 6,000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로정비)(노후하수관로정비

사업) 159,000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시설)(장계공공하수처리

장 확충사업) 6,000

― 장수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200,000

< 환경자원사업소 > 1,801,383 380,491 1,420,892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군비부담금 1,80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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