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전년도 이월액조서(이월비 결산조서)

(단위 : 원)

합   계 91,488,042,000 70,529,475,520 20,958,566,480

본   부 62,536,696,000 45,706,156,500 16,830,539,500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29,695,000,000                  15,141,800,000 14,553,200,000 구의 및 자양취수장이전 건설공사(1,2,3공구-1치) 건설개량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감리비 867,770,000                      241,650,000 626,120,000 구의 및 자양취수장이전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1,2,3공구-1치) 건설개량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자산취득비 1,304,500,000                                      - 1,304,500,000 자양취수장이전 건설공사 토지보상비 건설개량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60,944,000 60,944,000                                      -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139,363,000 139,362,300                                   700 급수차 조달구매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121,002,000 120,400,390                            601,610 서울상수도 100년사 편찬용역(2차)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13,398,000 12,214,980                          1,183,020 수도전문박물관 청사 청소 및 경비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183,000 400,632,200                            550,800 광암정수장 성능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94,764,000 94,764,000                                      - 광암정수장 성능개선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509,790,000 508,230,000                          1,560,000 광암암사정수장 환경이미지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129,660,000 129,660,000                                      - 구의정수장1,2공장 문화재시설물 보수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재료비 48,800,000 48,800,000                                      - 탈수기 여과포구매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감리비 41,450,000 41,450,000                                      - 수도박물관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403,700,000 311,630,000                        92,070,000 수운영센터 시스템구축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134,164,000 131,450,000                          2,714,000 남산배수지외 6개배수지 송배수관정비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96,800,000 96,800,000                                      - 송배수관망 최적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17,820,000 417,820,000                                      - 개운산배수지건설공사 설계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101,220,000 101,220,000                                      - 개운산배수지건설공사 설계감리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215,650,000 215,650,000                                      - 자양취수장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141,460,000 141,460,000                                      -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101,689,000 76,689,000                        25,000,000 불광터널, 대현산배수지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11,471,200,000 11,471,200,000                                      - 영등포정수장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공사(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감리비 433,340,000 433,340,000                                      - 영등포정수장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704,700,000 704,700,000                                      - 장군봉배수지건설공사 (3차) 사고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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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7,572,000 7,572,000                                      - 장군봉배수지건설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328,910,000 328,451,530                            458,470 장군봉배수지건설공사 전기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감리비 45,420,000 45,420,000                                      - 장군봉배수지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3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303,182,000 4,287,575,500                        15,606,500 진관배수지건설공사(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114,625,000 82,290,000                        32,335,000 진관배수지건설공사폐기물처리용역(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297,797,000 280,633,000                        17,164,000 진관배수지건설공사전기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감리비 163,500,000 163,500,000                                      - 진관배수지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3,443,617,000 3,436,254,000                          7,363,000 자양취수장이전건설공사(4공구-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35,456,000 35,456,000                                      - 자양취수장이전 건설 공사 폐기물처리용역(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감리비 282,230,000 282,230,000                                      - 자양취수장이전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2,052,830,000 1,957,707,000                        95,123,000 올림픽대로상수도관비상관로 부설공사(1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35,170,000 24,460,000                        10,710,000 우면산가압장연결 배수관부설공사외1건(올림픽대로)폐기물처리용역(1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감리비 1,457,700,000 1,457,700,000                                      - 2007년 송배수관부설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비 350,064,000 305,785,000                        44,279,000 대형상수도시설물조사 점검위탁용역(700㎜이상-2차)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비 356,904,000 356,904,000                                      - 대형상수도시설물조사 점검위탁용역(400~700㎜미만-1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278,207,000 1,278,206,600                                   400 2007주전산기이중화체계구축사업(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334,145,000 334,145,000                                      - 상수도 GIS고도화용역 사고이월

4,872,589,000 3,776,862,700 1,095,726,300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929,265,000 898,944,570 30,320,430 의주로로터리~만리가압장입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144,400,000 123,741,590 20,658,410 을지로라인 상수도비방식 관로 전기방식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1,636,320,000 1,176,974,680 459,345,320 공덕동R~삼각지R 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1,265,215,000 1,015,542,870 249,672,130 용문동사거리~삼성아파트 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496,388,000 180,000,000 316,388,000 반도아파트~한강대교 북단 간산배관공사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비 95,001,000 88,010,000 6,991,000 인수배수지구조물보수보강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306,000,000 293,648,990 12,351,010 동선동2가 1-11~안암동4가41-37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동부수도사업소 4,655,787,000 4,247,767,920 408,019,080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249,665,000                                      - 249,665,000 화양동50-1~구의동 244-50번지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11,857,000 11,857,000                                      - 화양동50-1~구의동244-50번지간 송배수관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735,876,000 647,323,360 88,552,640 성수1가동656-1119~성수2가3동12-24번지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중부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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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13,879,000 10,953,000 2,926,000
성수1가동656-1119~성수2가3동12-24번지간송배수관정비공사 폐기물처
리용역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비 3,500,684,000 3,462,091,220 38,592,780 아차산배수지 구조물보수보강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18,124,000 10,125,860 7,998,140 면목53블럭 상수도관 세척사업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125,702,000 105,417,480 20,284,520 상수도비방식관로 전기방식공사 사고이월

서부수도사업소 58,089,000 58,089,000                                    -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58,089,000 58,089,000                                      - 상수도비방식관로 전기방식공사 사고이월

강서수도사업소 3,060,534,000 2,818,628,430 241,905,570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비 1,834,457,000 1,782,602,000 51,855,000 목동배수지 구조물보수보강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802,278,000 685,275,000 117,003,000 신월3동 207-11～신정3동 739-15간 송배수관정비공사(비굴착)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145,922,000 98,351,000 47,571,000 신월3동 207-11～신정3동 739-15간 송배수관정비공사(굴착)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277,877,000 252,400,430 25,476,570 상수도비방식관로 전기방식공사 사고이월

남부수도사업소 4,473,650,000 3,285,862,330 1,187,787,670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459,354,000 236,133,610                      223,220,390 봉천동967-15~봉천동622-150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684,000,000 653,499,000                        30,501,000 신림8동1655-28~신림8동1649번지간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544,922,000 484,995,170                        59,926,830 신림8동1649~봉천동894-15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638,300,000 290,396,960                      347,903,040 신림본동10-601~봉천1동967-15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883,379,000 826,920,540                        56,458,460 봉천4동1587-7~봉천10동859-32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비 167,192,000 155,556,680                        11,635,320 신림2배수지외 2개소 구조물보수보강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506,365,000 353,173,870                      153,191,130 상수도관전기방식공사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비 74,309,000 74,308,500                                   500 노량진배수지펌프 효율 부품교체수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452,862,000 192,528,000                      260,334,000 가산동481-2~가산동327-345호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62,967,000 18,350,000                        44,617,000 안양천외3개소 상수도비방식관로 전기방식공사 사고이월

강남수도사업소 808,145,000 603,924,570 204,220,430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574,719,000 454,443,120 120,275,880 상수도비방식관로전기방식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233,426,000 149,481,450 83,944,550 반포동75-11~73-1번지간 송배수관정비공사 사고이월

강동수도사업소 502,232,000 446,443,800 55,788,200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85,844,000 71,170,000 14,674,000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내 상수도부설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416,388,000 375,273,800 41,114,200 상수도 비방식관로 전기방식공사 사고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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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524,909,000 1,414,599,270 110,309,730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 축 물 시설비 671,400,000 561,091,000                      110,309,000 제3공장 여과지개량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208,792,000 208,792,000                                      - 제3공장 여과지정수밸브 제작구매설치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644,717,000 644,716,270                                   730 제3공장 자동제어 계장설비 개량공사 사고이월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091,427,000 960,218,740 131,208,260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547,005,000 423,005,000 124,000,000 암사아리수정수센터154KV 신설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69,056,000 69,056,000                                      - 암사아리수정수센터154KV 신설공사 감리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10,684,000 10,684,000                                      - 암사아리수정수센터154KV 신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385,000,000 379,577,000                          5,423,000 제1공장 착수정계열화 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79,682,000 77,896,740                          1,785,260 제1공장 착수정계열화 전기공사 사고이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2,291,059,000 2,287,299,210 3,759,790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1,339,950,000 1,339,950,000                                      - DCS시스템성능개선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804,614,000 804,613,330 670 CO₂주입시설제작설치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80,173,000 80,173,000                                      - CO₂주입설비 분전반제작구매설치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재료비 66,322,000 62,562,880 3,759,120 분말활성탄 조달구매 사고이월

상수도연구원 50,637,000 50,635,200 1,800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9,900,000 9,900,000                                      - 아리수홍보용 현판 제작구매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18,449,000 18,448,100 900 아리수교육용 동영상 제작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재료비 22,288,000 22,287,100 900 수질시험 연구재료비 구매 사고이월

수도자재관리센터 2,018,772,000 1,455,290,700 563,481,300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673,365,000 359,762,990 313,602,010 상수도 공사용 관급자재구매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 69,274,000 63,413,930 5,860,070 상수도 공사용 관급자재구매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67,444,000 67,443,500 500 방송설비 및 CCTV 설치공사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528,236,000 311,904,800 216,331,200 상수도 공사용 관급자재구매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 87,333,000 59,646,680 27,686,320 상수도 공사용 관급자재구매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비 208,452,000 208,452,000                                      - 전자감응식 수도꼭지구매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비 124,427,000 124,426,600 400 학교음수대 구매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교체비 117,571,000 117,570,280 720 수도계량기 구매 사고이월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재료비 142,670,000 142,669,920 80 수도계량기 플라스틱 박스구매 사고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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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본부 3,543,516,000 3,417,697,150 125,818,850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건  물 시설비 3,360,127,000 3,238,716,150                      121,410,850 성북수도사업소청사신축공사(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건  물 감리비 174,531,000 174,531,000                                      - 성북수도사업소청사신축공사 감리용역(2차) 사고이월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건  물 시설부대비 8,858,000 4,450,000                          4,408,000 성북수도사업소청사신축공사(2차)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