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경제교통과

정책: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단위: 농공지구 활성화(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1년도 본예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723,740 956,899 △233,159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723,740 956,899 △233,159

농공지구 활성화(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723,740 956,899 △233,159

농공지구 운영 93,640 94,640 △1,000

201 일반운영비 60,640 59,640 1,000

01 사무관리비 12,400 11,400 1,000

○일반수용비 3,000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400

○야로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정도검사

수수료 4,000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분부

담금 500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500

○급량비 2,000

3,000,000원

200,000원*12월

4,000,000원*1회

500,000원

500,000원

2,000,000원

02 공공운영비 48,240 48,240 0

○공공요금및제세 48,240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39,600

― 야로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인터넷

전용수수료 840

―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7,800

39,600,000원

70,000원*1개소*12월

650,000원*12월

202 여비 3,000 5,000 △2,000

01 국내여비 3,000 5,000 △2,000

○국내여비 3,000

― 관내 생산제품 판로개척 및 홍보

1,000

― 농공단지 업무추진 관련자료 수집

1,000

― 기업운영 애로 및 건의사업 현장점검 지원

1,000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30,000 0

01 시설비 30,000 29,676 324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30,00030,000,000원

예비비 5,000 165,517 △160,517

801 예비비 5,000 165,517 △160,517

01 일반예비비 5,000 165,517 △160,517

○예비비 5,0005,000,000원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 625,100 696,742 △71,642

206 재료비 30,000 30,000 0

01 재료비 30,000 30,000 0



부서: 경제교통과

정책: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단위: 농공지구 활성화(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소모품 및 시약

구입 30,00030,000,000원

207 연구개발비 77,700 111,700 △34,000

01 연구용역비 77,700 111,700 △34,000

○연구용역비 77,700

― 폐수종말처리장 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용역 42,700

―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

용역 20,000

―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15,000

42,7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307 민간이전 280,000 327,642 △47,642

05 민간위탁금 280,000 327,642 △47,64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 280,000

― 야로농공단지 150,000

― 율곡농공단지 130,000

12,500,000원*12월

10,833,300원*12월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90,000 10,000

01 시설비 100,000 89,568 10,43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리수선비 100,000

― 야로폐수처리시설 가압부상조 펌프 및 밸브

교체 10,000

― 야로폐수처리시설 가압부상조 FRP라이닝 공

사 20,000

― 야로폐수처리시설 재이용수조 펌프, 유랑계

및 탈수기 세척수 펌프 수선 및 교체

20,000

― 율곡폐수처리시설 유입펌프장 토출배관 및

밸브 교체 10,000

― 율곡폐수처리시설 방류수조 유량계 및 pH,

산소이온농도 측정기 교체 20,000

― 율곡폐수처리시설 침전조 FRP라이닝 공사

10,000

― 야로·율곡 폐수처리시설 소규모 기기수선

10,000

1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706 기타내부거래 137,400 137,400 0

01 감가상각비 137,400 137,400 0

○기적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137,400137,4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