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 농촌마을 상하수도 시설 확장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재정적 지원 필요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정상추진(70%)

주관부서 상하수도과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이상길(6360), 담당 정기영(6791), 담당자 박태희(6371)

□ 사업개요

  m 민선7기 사업량목표 : 10개 읍면 3,573세대

구  분 구    간 비고

아포읍 아포읍 일원

농소면 봉곡리, 용암리

감문면
덕남리, 성촌리, 태촌리, 구야리, 금라리, 금곡리, 삼성리, 

보광리 

개령면 남전리, 덕촌리

어모면 도암리, 동좌리, 은기리, 능치리

봉산면 태화리, 상금리
감천면 광기리
조마면 신안리, 대방리
구성면 하강리, 양각리
증산면 유성리, 황정리, 동안리

❍ 사업기간 : 2017 ~ 2024

  ❍ 소요예산 : 127,663백만원

  ❍ 주요내용

    농촌지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4개소(아포읍 외 9개 지역)

· 하수처리시설 Q=6,600㎥/일

· 하수관로 L=104.1㎞, 배수설비 3,573가구



□ 추진실적

  m 2015. 07월 : 증산 옥동,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m 2016. 11월 : 감문 덕남,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m 2016. 12월 : 증산 옥동,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총괄 및 1차분 착공

  m 2017. 07월 : 어모 도암,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m 2018. 12월 : 감문 덕남,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총괄 및 1차분 착공

  m 2018. 12월 : 아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m 2019. 03월 : 어모 능치,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m 2019. 08월 :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준공

  m 2019. 09월 :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준공

  m 2019. 09월 : 어모 도암,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총괄 및 1차분 착공

  m 2020. 03월 : 감천 광기, 농소 봉곡, 감문 구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m 2020. 12월 : 어모 능치,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총괄 및 1차분 착공

  m 2021. 03월 : 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m 2021. 03월 : 아포 황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m 2021. 06월 :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준공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18년 12월 : 총괄 및 1차분 착공

-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18년 12월 : 총괄 및 1차분 착공

- 아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ㆍ2018년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9

- 어모 능치,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19년 3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19년 8월 : 총괄분 준공

-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19년 9월 : 총괄분 준공

- 어모 도암,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19년 9월 : 총괄 및 1차분 착공

2020

- 감천 광기, 농소 봉곡, 감문 구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20년 3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어모 능치,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20년 12월 : 총괄 및 1차분 착공

2021

- 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21년 3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아포 황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ㆍ2021년 3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21년 6월 : 총괄분 준공

-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21년 12월 : 총괄분 준공 예정

- 감천 광기,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21년 10월 : 총괄 및 1차분 발주예정

2022

- 어모 도암,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22년 10월 : 총괄분 준공 예정

- 감문 구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22년  5월 : 총괄 및 1차분 발주 예정

- 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ㆍ2022년 10월 : 총괄 및 1차분 발주 예정

- 아포 황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ㆍ2022년 10월 : 총괄 및 1차분 발주 예정



□ 연차별 투자수요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
(C)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127,663 5,816 61,511 8,585 8,107 5,406 8,509 30,904 60,336

국비 69,504 4,059 41,499 5,798 5,485 3,505 5,099 21,612 23,946

도비 6,845 365 4,038 522 553 316 481 2,166 2,442

시비 25,243 1,392 15,974 2,265 2,069 1,585 2,929 7,126 7,877

민자

기타 26,071 26,071

□ 위치도 및 사진대지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문 던돌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천 광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문 구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아포 황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아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문제점 및 대응계획

m 보조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비지원 필요

- 관련부처(환경부 생활하수과, 대구지방환경청) 지속 협의 방문으로

국비확보 노력

- 국고보조율

·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국비 70%, 도비 6.3%, 수계기금 9%,

시비 14.7%

· 아포하수처리장(500㎥/일 이상) : 국비 50%, 도비 10.5%,

시비 39.5%(원인자부담금 제외금액)

□ 기대효과

  m 3,573가구 15,135명에게 깨끗한 농촌생활환경을 제공

m 현재 읍면지역 하수도 보급률 37.9%을 2022년까지 68.6%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