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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김천!
미래 100년을 열겠습니다.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김천시가 또 한 번의 비상을 준비합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www.gimcheon.go.kr



김천시 시/정/목/표

시정방침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미래를 대비하는

명품교육
삶이 여유로운

문화복지

시민이 중심되는

열린행정

01. 우수첨단산업 육성 및 투자환경 조성

02. 사회적 약자와 청년일자리 더하기

03.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동반성장

04. 소득이 늘어나고 살기 좋은 농촌

05.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

06. 미래세대를 위한 명품 교육도시 건설

07. 건강백세 행복한 복지사회

08. 소득과 연계되는 문화•관광•체육 산업 육성

09. 깨끗하고 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

10.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중점추진과제

“대한민국 가장 친절한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다함께 동참합시다.

www.gi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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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은 국토의 중심으로 KTX, 고속도로를 통해 전국을 1~2시간에 아우르는 신생활권 

창출을 주도하는 도시입니다.  김천을 중심으로 동으로 대구·구미, 서로 대전·영동· 

무주, 남으로 진주·거창·성주, 북으로 상주·문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ㅣ위  치ㅣ

백두대간 중앙에 황악산, 대덕산, 삼도봉이 솟아있고 동으로 금오산, 남서로는 소백산맥의 

산악지대가 생태자원의 보고를 형성하면서 김천을 감싸고 있으며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감천은 

직지사천과 합류하여 풍요로운 평야지역을 이루고 낙동강으로 합류합니다.

ㅣ지  형ㅣ

  •삼국시대     감문국 감문주

  •통일신라     개령군(감문주) 김산현 지례현 어모현

  •고려시대     개령현(개령군) 김산현 지례현 어모현

  •조선시대     김산군 개령현 지례현 

  •1895(갑오개혁)     김산군 개령군 지례군

  •1914     김천군

  •1949. 8.15.     김천시 금릉군

  •1995. 1.   1.     통합 김천시 출범

  •2014. 1.   2.     혁신도시 율곡동 설치(신설)

ㅣ연  혁ㅣ

ㅣ면       적ㅣ 1,009.5㎢        (서울의 1.7배, 경상북도의 5.3%)

ㅣ인       구ㅣ 141,229명   (’19.12월말)

ㅣ행정구역ㅣ 1읍 14면 7동   (294통 274리 2,574반)

ㅣ공무원수ㅣ 정원 1,163명

ㅣ행정기구ㅣ 4국 3실 23과  (2직속기관, 5사업소, 의회사무국, 22읍면동)

ㅣ학       교ㅣ 54개교 19,595명  (대학 2, 고등 11, 중등 14, 초등 27)

ㅣ공단현황ㅣ 8개소 177개 업체 5,213천㎡

ㅣ농 경 지ㅣ 19,305㏊  (전 6,620 / 답 11,360 / 과수 1,325) 

ㅣ농 산 물ㅣ 포도, 자두, 양파, 참외, 사과, 호두

■전통사찰(8개소)

직지사, 청암사, 봉곡사, 계림사,  용화사, 고방사, 신흥사, 구화사

ㅣ문 화 재ㅣ 

국보 : 도리사 세존사리탑 금동 사리기 1점

보물 :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등 21점

천연기념물 :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1점

무형문화재  : 금릉빗내농악 1점

등록문화재  : 부항지서 망루 등 2점

무형문화재 : 김천징, 김천과하주 2점

유형문화재 : 직지사 석조나한좌상 등 13점

기   념   물 : 추량리 은행나무 등 4점

도 문화재자료 : 청암사 보광전 등 22점

■도지정 문화재(41점)■국가지정 문화재(26점)

www.gimcheon.go.kr

위치도 / 연혁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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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연도별 예산현황 | 당초예산)일반현황

1조 360억원

www.gimcheon.go.kr

ㅣ하 수 도ㅣ 81％ 61,000톤/일

ㅣ도시가스ㅣ 85％ 228톤/일

ㅣ주       택ㅣ 120.48％

ㅣ도       로ㅣ 89％ 1,004㎞

ㅣ상 수 도ㅣ 88.3％ 64,892톤/일

ㅣ면       적ㅣ 3,812,000㎡

ㅣ계획인구ㅣ 27,000명  

ㅣ사 업 비ㅣ 8,676억원

ㅣ사업준공ㅣ 2015.12.31. 

ㅣ이전공공기관ㅣ 12개 기관

혁신도시

■일반회계  8,810억원 + 특별회계  1,550억원

10,0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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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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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0억원
12,000

ㅣ차 량 수ㅣ 74,070대

ㅣ의료기관ㅣ 126개소

ㅣ사 업 체ㅣ 7,096개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한국전력기술(주), 우정사업조달센터,  
 조달품질원(조달교육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상청기상통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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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계획

2. 살기 좋은 농촌

3. 미래를 여는 행복교육도시

4.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5. 더불어 함께사는 균형도시

6. 지속 가능한 도시

1. 활력 있는 경제도시

2020

www.gi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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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Gimcheon, where everyone is happy!   

활력 있는 경제도시

1. 일자리 창출

2. 서민경제 활성화

3. 스포츠 인프라 확충

4. 체류형 관광 인프라 지속확충

5.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

www.gi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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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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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청년센터 설립 : 리모델링 4억원

 청년창업 CEO육성(1억, 10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0.52억원, 3명)

 구도심 청년 창업공간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 지원 

- 사업대상 : 15세 ~ 39세 이하 청년

- 임대료 월 50천원 이내 지원, 리모델링비 500천원 이내 지원 

 평화시장 청년몰 조성 : 15억원, 점포 20개 이상 

- 기  간 : 2020년 ~ 2021년

- 위  치 : 김천시 평화동 259-1

- 규  모 : 2,778㎡(840평)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 11.21억원 지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 확대 : 21% → 24%  

 김천1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공정율 60%)

- 사업기간 : 2015. 12. ~ 2021. 12.  

- 위        치 :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응명동 일원

- 규        모 : 1,157,387㎡(35만평)

- 3단계 분양 중, ㈜현대글로벌모터스 · ㈜에이디에스레일 등 1,415억 투자 844명 MOU체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재영2공장 · ㈜다원넥스트 - 282억원 투자, 123명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01

01  ㈜현대글로벌모터스 MOU 체결식

02  ㈜다원넥스트 제2공장 준공식

01

02



2020 김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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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활성화02

 제2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 926억원, 200,000㎡, ’20~’22, 타당성 조사 예정

 모터스포츠 UTV 경기장 조성 : 1억원, 경기코스 2km

- 2020. 1. ~ 2020. 8.

- 감문면 배시내 인근 감천변

 김천파크 골프장 조성 : 7억원, 18홀 규모, 25,000㎡

- 2020. 1. ~ 2020. 7.

- 감천 고수부지 내 

 인공암벽장 건립 : 18.35억원, 높이 22m 

(난이도 6면, 스피드 2면), 4월 준공 예정 

- 2019. 10. ~ 2020. 3.

- 종합스포츠타운 내

 여름철 가족 워터파크 운영 : 2,000원 입장료(김천시민 50% 할인) 

- 2020. 7. ~ 8.(1개월)

- 3개소(종합스포츠타운, 안산공원, 직지사 주차장)

- 만3세 이상 시민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 2020년 56개 대회 개최 확정 

(35만명, 345억원 파급효과)

 제101회 전국체전 종목별 대회 유치 : 농구, 수영, 스쿼시, 테니스 

(10월경, 5,000명)

스포츠 인프라 확충03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 

- 특례보증 : 10억 출연(업체당 2천만원 보증)

- 이차보전 5.6억원(2년간 연 3% 내 이자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428억원(이차보전 13억원)

 민선7기 ‘일자리 종합대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 : 3만명 계획 

(현재 9,177명)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 200억원 발행 

(지류형 150억원, 모바일 50억원), 1,150개 가맹점 보유

01~02  김천사랑 상품권 판매 기념행사

03  여름철 가족 워터파크 운영

04~05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경기

0301

0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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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천시정

1박 2일 체류형 관광 인프라 지속확충04

뮤지컬 인현왕후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사명대사 공원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05

 문화예술 부분 행사, 공연, 전시, 영화 상영 등 : 14억원, 46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70억원, 2,600㎡, ’18~’21, 실시설계 중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  

: 363억원, ’17~’2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김천 대표 특화식품 상품 개발 지원 : 0.4억원

 생태체험마을 조성  

: 90억원, ’16~’21, 펜션 24동 · 카라반 7동

 황악지옥테마 체험관  

: 190억원, ’18~’22, 기본 및 실시 설계 예정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 : 30억원, ’19~’21

- 위  치 : 대항면 직지문화공원 일원

- 야간조명, 놀이시설, 포토존 등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 40억원, ’20~’22, 20ha

 직지사내 태봉산 정비  

: 2억원, 정종대왕 태실터 정비, 산책로 1㎞ 조성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 : 40억원, '18~'22

- 위  치 : 대항면 운수리 일원

- 숲속 어드벤처, 짚코스터, 생태탐방로 등

 사명대사 공원 조성 : 930억원, ’20년 상반기 사업준공 예정

- 규  모 : 143,695㎡(4.3만평)

- 김천시립박물관, 평화의 탑 등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 : 95억원, ’20년 6월 사업준공 예정

- 출렁다리(L=256m), 교량경관개선 등  

* 2019. 12.기준 출렁다리 입장객 : 20만명

 수도계곡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 30억원, ’20년 6월 사업준공 예정 

- 산책로(L=1.34km) 신설, 쉼터 조성 등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 170억원, ’15~’21

- 짚코스터, 전망대, 발물놀이터 등

 김천 부항댐 수변경관 조성 : 90억원, ’17~’21

- 수변둘레길(L=4km), 휴게쉼터, 경관조명 등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 159억원, ’16~’21, 공정율 25%

- 위  치 : 개령면 동부리, 감문면 삼성리 일원

- 규  모 : 23,774㎡(7천평) 



02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Gimcheon, where everyone is happy!   

살기 좋은 농촌

1. 농업발전 선도

2. 안정적 소득 유도

3.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

4. 농 · 축산업 경쟁력 확보

www.gi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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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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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정착 지원 : 8억, 80호

- 농가당 10백만원 보조

- 농기계, 하우스 설치 등 귀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플랜교육(40명), 농업혁신의 리더강소농교육 (200명)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 2억원, 2개소

 퇴비 전문 유통조직 구성지원 : 2억원, 김천축협 연계

 시설과수 재배환경 개선사업 : 2억원, 7ha(복숭아, 자두, 포도 등)

- 에너지 절감시설, 재해방지용 공기순환팬 지원

 샤인머스켓 무가온 촉성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 : 33억원, ’19~’20

- 첨단 광폭비가림 시설(폭 2.7m, 높이 3.0m), 방열공기순환팬,  

ICT장비 지원

 김천시 역량강화사업(농촌전문가 양성 등) : 2.4억

농업발전 선도01

01  드론이용 실용농작업 기술

02  스마트팜 설치 농원

03  스마트팜

04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02

03

0401

2019년
(12월 말까지)   

귀농     178명

귀촌 1,411명

1,589명

귀농귀촌 인구

2020년
(12월 말까지)   

귀농     200명

귀촌 1,600명

1,800명

귀농귀촌 인구

 첨단 스마트팜 및 실증연구단지 조성

 2019년(12월 말까지)

- 포도 샤인머스켓 스마트팜 단지 10ha조성

- 경북형 스마트팜 조성 시범 5개소 1ha

- 채소·특용작물 분야 ICT 장비 보급 12ha

- 드론이용 실용농작업 기술 시범 1개소

 2020년(12월 말까지)

- 포도 샤인머스켓 스마트팜 단지 8ha 조성

- 김천형 시설원예작물 ICT 장비 보급 5ha

 맞춤형 귀농지원사업 확대  

: 62세 → 65세, 전입 3년 → 전입 5년 이내로 개정
13% 
증가



김천자두포도축제

김천시 농특산물 수출촉진

포도 수출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건립 : 체계화된 유통시스템 구축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 : 4.5억원, ’20~’22

- 예비수출단지 → 도 수출단지 → 정부 수출단지 단계적 

육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증대

 포도 신품종 수출전문단지 조성 : 28억원, 100ha, ’18~’20

 김천자두포도축제 ⇔ 농촌현장체험프로그램 연계, 농촌체험 

페스티벌 추진 10월 中

안정적 소득 유도02

2020 김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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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현황

 수출품목 : 포도, 새송이, 양파

 대  상  국 : 홍콩, 미국 외 14개국 

 2019년 수출현황(10월말기준)

- 물량 : 2,710톤(2018년 1,644)

- 금액 : 7,602천$(2018년 7,352천$)

 수  출  량 ▲65% 증가

 수출금액 ▲4% 증가

 2020년 목표 수출량 및 수출금액

- 물량 : 3,000톤

- 금액 : 10,00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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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03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04

 송북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 77억원, ’19~’23

 광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 402억원, ’19~’26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 : 45억원, ’19~’22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 : 120억원, ’18~’23

 농업혁신의 리더 강소농 교육확대 : 100 → 200명, 0.36억원

 가축전염병 차단 거점소독시설 설치 : 10.5억원

- 위  치 : 구성 하강리 140번지 외 2필지 

(국도3호선 센터 진입로변)

- 세척시설(고압세척기, 차량발판소독기), 소독시설 등 

 개령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 40억원, ’20~’23

 부항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 40억원, ’20~’23

 구성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 39억원, ’19~’22

 지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50억원, ’16~’20

 대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58억원, ’17~’21

 농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57억원, ’18~’21

 봉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135억원, ’17~’21, 699세대 1,523명

 어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131억원, ’19~’21, 724세대 1,571명

 구성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130억원, ’20~’22, 699세대 1,121명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 27.6억원, 8개 지구, 18㎞,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 462억원, 1,724세대 3,651명

- 1차 공사 중(조마 신안, 어모도암,  

구성 하강), 2차 공사 중(감문 덕남)

- 실시설계 용역 진행 

(어모 능치, 감문 던돌마)

※ 실시설계 예정 

(농소 봉곡, 감문 구야, 감천 광기)

01  봉산면복지회관

02  문무저수지

03  가축전염병 거점소독

04  AI 방역

02

03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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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행복교육 도시 

1.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2. 지역 인재육성

3. 인구감소 대응

4. 저출산 · 고령화 대응

www.gi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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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01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공공요금 지원  

: 1.5억원, 81개소(민간 36, 가정 45) 

 유치원 무상급식비 확대 : 13.4억원, 2,200명

 초·중·고3 무상급식 지원 : 30억원, 11,200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64.6억원(300천원/인 이내)

-‘19년 2,208명 / ‘20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 1억원, 관내 22개교 

- 학습준비물 : ‘19년 5,284명 / ‘20년 6,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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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인재양성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기숙사 운영비 지원 

- 대  상 :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김천여고,중앙고)

※ ‘20년 기존 공립고 기숙사 2개교  

       ⇒ 전체 학교 확대(9개교)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사업 지원(관내 관내 초·중·고)

 주요 기타 사업 및 대응 투자 지원

 서울학사, 홍제동 행복기숙사 등 향토생활관 입소 지원 

 : 7개소, 230명

 지역 메이커 양성 무한상상실 운영 : 1.2억원   

* 2019년 참여자 : 24,467명

지역 인재육성02

 진로적성 체험센터 운영 : 0.9억원, 1,000명 수혜

 우수 꿈나무 발굴을 위한 창의인재 교육지원 : 1.1억원, 10개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 : 5.36억원, 6학년 추가예정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혜택 : 256명 수혜 예정 

* 2019.12.기준 조성현황 : 212억원 

- 진학, 성적, 특기, 행복나눔장학금

 교육경비 지원 확대 : 35억원 → 40억원

 학력향상 사업 지원

- 사업 신청 및 교부(1~2월)

- 대  상 : 관내 초·중·고 

- 내  용 : 학습능력향상사업, 방과후학교 운영 등 

 전입 고등·대학생 주거비 지원 : 6억원, 30만원/학기

 읍면동 주민참여 인구증가 기여도 및 실적에 따른  

상사업비 지급(예산액 : 100백만원)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8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자녀가정 지원 

- 3자녀 이상 상하수도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인구감소 대응03

 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지원 : 2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55억원

 산모·아기돌봄사업 : 16억원

저출산 · 고령화 대응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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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따뜻한 
복지 도시

1. 촘촘한 복지서비스 

2. 보건인프라 확충

3. 안전한 사회 구현

www.gi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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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방문보건

추모공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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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복지서비스 01 보건인프라 확충02

 읍면동 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 1.54억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시행 : 26.85억원, 2,357명 수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 23.1억원, 400가정 혜택

- 기  간 : 2020. 1. ~ 12.(연중)

- 대  상 : 만3개월 ~ 만12세 이하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시간당 최저 3,330원 ~ 9,890원)

 기초연금 확대 : 750억원(소득 하위 40%, 월 30만원) 

 Happy together센터 건립 : 65.75억원, 2,500㎡ ’20~’22

- 노인 및 주민들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김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70억원, 2,600㎡

 장애인회관 건립 : 50억원, ’19~’22

 장애 유형별 복지서비스 강화 : 171억 

 김천시립 추모공원 건립 : 454억원, 99,200㎡(화장로 4기 등)

 통합보건타운 건립 : 364억원, 12,137㎡

 5개면 읍·면 통증관리센터 설치 운영 : 1개면/일 순회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 70억원, 1,982㎡, ’20~’22

- 기  간 : 2020년 ~ 2022년

- 위  치 : 응명동 212번지(구 응명초교)

- 1층 보호시설, 2~3층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확대 : 17억원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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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응

- 미세먼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 2.96억원, CCTV 설치 등

- 대기오염 측정소·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 : 2억원 (문당동 측정소)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 : 0.4억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지원 : 8.6억원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 관리비 지원 : 0.94억원, 3개소

-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 12.3억원, 154ha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 14.8억원, 603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14억원, 100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70세 이상, 185명  

(30만원 상당 상품권)

 김천시민안전보험 운영 : 0.8억원, 1천만원 한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감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220억원, ’20~’22

-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210억원, ’19~’22

- 감문 문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19억원, '18~'20

안전한 사회 구현03

01  전기자동차

02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03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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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 도시

1. 자족형 혁신도시

2. 원도심 재생

3. 교통망 확충

4. 지역간 균형발전

5.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

www.gi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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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 172㎞, ’19~’26,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 

 김천~문경 간 전철화사업의 성공적 추진  

: 73㎞, ’19~’30,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

 김천~전주 간 동서횡단 철도건설  

: 108.1㎞, ’20~’2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

 대구 광역권 전철망 김천연장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

 국도3호선, 59호선 확장사업  

: 44㎞, 4,230억원, ’16~’22, 16.5㎞, 495억원, ’17~’23

 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 김천대학교~봉산면 도로확장  

: 2.2㎞, 8m → 23m(2차선 → 4차선), ’18~’21

- 신음동 금음마을~아홉사리 도로개설  

: 0.7㎞(4차선), ’19~’21

- 대홍맨션~묘광마을 도로확장  

: 2.5㎞, 8m → 25m(2차선 → 4차선), ’19~’21

- 덕곡주공아파트~신월교 도로확장  

: 0.8㎞, 20m → 35m(4차선 → 6차선), ’19~’21

교통망 확충03

 대형 연합병원 건립 : 210병상 규모 (’19. 4월 착공신고)

 복합혁신센터 건립 : 363억원, ’17~’22

 추진사항

- 2019. 9. ~ 2020.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0. 3. ~ 2020. 6. : 중앙투자심사(2단계) 및  

                                        지방건설기술심의 이행

- 2020. 8. ~                 : 공사 착수  

 지능형교통신호체계 구축 : 7억원, ’19~’21

 도심순환버스 확대 : 혁신도시 2개, 원도심 2개 노선

 공공기관 연계 육성 : 188.5억원, OpenLAB 연계지원

자족형 혁신도시01

 도시재생사업

-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182억원

- 황금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57억원 

-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263억원

 황금시장 신규 주차장 조성 : 22.5억원

 시청-혁신도시 간 자가통신망 구축 : 8.5㎞, 1.3억원, ’19~’22'

 전선지중화 (중앙초등학교 ~ 국민은행) : 0.74km, '21

원도심 재생02

 강남북연결도로 개설공사 : 952억원, L=3.04㎞, ’18~’23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 490억원, L=2㎞, 터널 490m, ’16~’20

 교통택지~산업단지 간 도로개설 : 490억원, L=1.8㎞,’19~’22

 옥률~대룡 간 도로 개설 : 1,335억원, L=6.94㎞, ’15~’23

지역간 균형발전04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05

 대신지구 도시개발 : A=834,791㎡, 타당성 조사 중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 490억원, A=604,231㎡,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 : 258억원, ’20~’22, 실시설계 용역 예정
01 02

03

01  복합혁신센터 조감도

02  강남북 연결도로

03  경북보건대 인도개설



06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Gimcheon, where everyone is happy!   

지속 가능한 도시 

1. 첨단 자동차 산업

2. 스마트 시티 조성

3. 드론산업 육성 

www.gi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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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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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 139억원, ’18~’20, 초소형전기차 5대핵심부품 개발 및 국산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 650억원, ’20~’25, 타당성 조사 예정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 140억원, ’20~’22(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부품/모듈기반 구축)

 첨단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 : ’21년 준공 예정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 377.2억원, ’19~’23, 실시설계 예정 

첨단 자동차 산업01

 스마트 안전시스템 개발·실증사업 : 49억원, ’18~’2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 13.8억원 (112, 119, 스마트시티 연계 등)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 10개소 (2억원/개소)

스마트 시티 조성02

01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업무 협약식

02  드론축구대회

03  튜닝클러스터 주행로 조감도

03

01

02

드론산업 육성 03

 융복합드론 플랫폼 구축 : 50억원, ’19~’21, 산업용 드론 개발

 국가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 : 7억원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 2억, 초·중·고 드론 코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초고용량 저장장치 연구단지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 1.2억원 ’19~’25



1

광역

교통망

확충

남부내륙철도 건설
 ○ 경북 김천 ~ 경남 거제

 ○ 172㎞

2 김천 ~ 문경선 전철화 사업
 ○ 경북 김천 ~ 경북 문경

 ○ 73㎞

3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 어모 옥률 ~ 대항 대룡

 ○ 6.94㎞

4 국도 3호선 확장
 ○ 지례교리 ~ 대덕면~ 거창군

 ○ L=26.9㎞(김천구간 L=16.3km)

5 강남ㆍ북 연결도로 개설
 ○ 대광동(유한킴벌리) ~ 농소면 용시삼거리

 ○ 3.04㎞

6 국도 59호선 확장
 ○ 대광동(공단삼거리) ~ 구미시 선산읍(L=16.5km)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
일자리

창출

김천1 일반 

산업 단지 조성(3단계)

 ○ 어모면 다남리, 응명동 일원

 ○ 1,157,387㎡(35만평)

8

도시개발

대신지구 개발사업
 ○ 신음동 359-1번지일원(대신지구)

 ○ 834천㎡ (25만평)

9 제2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 삼락동

 ○ 실내체육관, 축구장, 종합지원센터 등

10 대신지구진입로 개설공사
 ○ 시청 삼거리 ~ 환경사업소 앞

 ○ 2km(터널 L = 0.5km), B=25m

11
김천시립 추모공원

건립사업

 ○ 봉산면 신암리 산5번지 일원

 ○ 부지(99,200㎡), 건축(9,008㎡)

12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 경북혁신도시 일원(93,000㎡)

 ○ 튜닝카 성능·시험인증센터 건립, 컨설팅·교육센터 구축 등

13 신음 근린공원 조성사업
 ○ 신음동 산57-8번지 일원

 ○ A=604,231㎡(기시행 100,000㎡)

14

도시개발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
 ○  율곡동

 ○ 도서관, 다목적강당, 기타복합시설

15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 위감호시장, 중앙시장 일원

 ○ 해피러닝 어울림 플랫폼, 뉴트로 문화공간 조성 등

16 평화동 도시재생 사업
 ○ 평화동(김천역앞)

 ○ 도시재생복합문화센터 조성, 특화가로 조성 등

17 자산동 새뜰마을 사업
 ○ 성내동

 ○ 소방도로 개설, 커뮤니티 거점조성 등

18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확충

 ○ 위치 미정

 ○ 지상 3층(보호시설, 요양시설) 

19
황금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 황금동

 ○ 커뮤니티 거점조성, 황금시장 가로정비 등

20 Happy together 센터 건립 
 ○  남산동 중앙공원 내

 ○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건강센터 등

21 장애인회관 건립
 ○ 위치 미정

 ○ 장애인단체 사무실,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실 등

22
부곡맛고을

문화거리조성사업

 ○ 부곡맛고을 내 

 ○ 문화거리 조성(L=500m, B=10m)

23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개발사업

 ○ 김천혁신도시 내

 ○ 스마트 보행안전 및 방범시스템 개발 실증

24
포도 신품종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

 ○ 아포읍 대신리

 ○ 당도선별시스템 구축, 저온저장고ㆍ공동선별장 등

25
평화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 평화시장 

 ○ 청년몰, 지역순환센터, 로컬푸드, 로컬직매장 등

연번 분류 사업명 사업개요 연번 분류 사업명 사업개요

2020 주요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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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 추진사업

연번 분류 사업명 사업개요연번 분류 사업명 사업개요

26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증산 옥동 외 7개소

 ○ 농촌지역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개선

27
광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 개령면 광천리외 4개리

 ○ 저수지 1개소, 양수장 1개소, 용수로 26㎞

28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지례, 대덕면, 농소면 소재지 일원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29
봉산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김천시 봉산면 일원

 ○ 배수지 2개소, 가압장 8개소, 송배수관로 28.2㎞, 급수관로 15.3㎞ 

30
어모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김천시 어모면 일원

 ○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로 34.3㎞

31
농기계 중부임대사업소

설치사업
 ○ 조마면 일원

32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 농업기술센터 내(1,200㎡)

 ○ 농산물가공기계설치 및 창업프로그램 운영

33

체류형

관광도시

사명대사 공원 조성
 ○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 143,695㎡(43,698평)

34
황악지옥테마

체험관 조성

 ○ 대항면 운수리 일원

 ○ 지옥도 전시관, 체험관, 영상관, 부대시설 등 

35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 봉산면 광천리 ‘추풍령 휴게소’ 일원

 ○ 짚코스터, 역사의 정원, 발물놀이터, 숲속놀이마당 등 

36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 개령면 동부리, 감문면 삼성리ㆍ문무리 일원

 ○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 금효왕릉 전시관 등 

37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
 ○ 부항·지례면 ‘김천부항댐’ 일원

 ○ 부항댐 출렁다리(256m), 교량 경관개선 등

38 생태체험마을 조성
 ○ 부항면 지좌리 330(부항댐 효아촌 앞)

 ○ 관광펜션 24동, 카라반 7동, 생태체험공원 등

39
김천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

 ○ 부항·지례면 ‘김천부항댐’ 일원

 ○ 수변둘레길(L=4.0km) 휴게쉼터, 경관조명, 주차장 등

40

체류형

관광도시

백두대간 산림자원

테마관광개발

 ○ 부항면 파천리, 대야리, 해인리 일원

 ○ 백두대간 활용 힐링 숲길, 테마임도 조성  

41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 오봉저수지 상류 일원

 ○ 주차장 및 휴게쉼터, 계류시설, 편의시설 등

42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

 ○ 대항면 운수리 일원

 ○ 숲속어드벤처, 생태탐방로, 트래킹 코스 등

43
추풍령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 봉산면 광천리, 신암리 일원

 ○ 단풍나무 3년생 식재, 20ha내외

44
수도계곡 테마

관광자원화사업

 ○ 증산면 수도계곡 일원

 ○ 데크로드(L=1.34km), 안내표지판, 쉼터 등

45
김천의 빛과

풍경조성사업

 ○ 직지문화공원 일원

 ○ 야간경관조명, 조형물, 포토존 등

46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

 ○ 대항면 향천리 ‘괘방령’ 일원

 ○ 괘방령 나들마당, 장원급제 광장, 기원쉼터, 괘방령 주막촌, 주차장 등

47

안전도시

통합보건타운
 ○ 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부지

 ○ 맞춤형 통합보건서비스 제공 

48 소하천 정비사업
 ○ 아포읍 대신리외 4개소

 ○ 동신(1.9km), 잉기미(4.4km), 연명(5.7km), 하강(5.8km), 웅곡(4.4km)

49
율곡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 농소면 봉곡리 ~ 율곡동

 ○ 하천정비 L = 4.6km

50
아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 아포읍 일원

 ○ 처리장 6,050㎡/일, 하수관로 13.4Km

51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
 ○ 감천면 금송, 광기, 도평리 일원

 ○ 수혜면적 97.61ha

52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김천의료원 인근

 ○ 모자동실, 영유아실, 사전관찰실, 모유수유실 등

53
미세먼지저감

청정 숲 조성

 ○ 도시외곽 산림, 주요도로변 산림 등

 ○ 청정숲 조성 128ha, 청정숲가꾸기 1,85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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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2019년
 시정운영 결실

2019 주/요/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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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요/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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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확정(예타면제-’19.1.29)

• 김천~문경선 철도화사업 선정추진(예타조사대상 확정-’19.4.2)

• 김천~전주간 동서횡단철도 제5차국토종합계획 명시-’19.12.3)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 담화문 발표 :  19.1.26.

철도ㆍ교통의 중심

• 김천사랑 상품권 판매 유통개시 (’19.8.1.)

경제활성화

• 감호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19.10.9.)

도시재생

• 김천 일반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 21개 기업, 2,587억원

•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 : 35만평, 1,184억원

•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 30억원  

(주)현대글로벌 ⇔ 경상북도 ⇔ 김천시 투자양해각서 체결 : 2019.12.13.

일자리 창출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 김천금릉빗내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19. 6. 2.)

문화

• 국민체력100 김천체력인증센터 개소(’19.6.24.)

체육

•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시행 지원 : 34개소 2,115명

교육

• 감천 친수시설 설치사업(황산경관 폭포)

관광인프라



2019 주/요/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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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김천 치매안심센터 개소(’19.2.26.)

인구

• 김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촉 토론회(’19.6.20.) 

※ 2018년 대비 125명 증가(’19.12.31.기준) 

- 관외전입 548명 증가 출생사망 423명 감소

70주년사업

•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19.10.15.) 외 21개 사업 

(완료 21, 진행중 1)

자매결연

• 부산 영도구청⇔김천시 자매결연(’19.11.27.)

생활편의

• 고속도로 유휴지 공영주차장 준공(’19.9.18.)

Happy together 김천운동

•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Happy together 김천운동(’19.4.18.)

국도정 평가

• 45개 분야 기관상 수상 : 중앙단위 13, 도단위 27, 기타 5 

해외 시장 개척

• 김천시 ↔ 베트남 K-market 수출확대 협약 체결(’19.11.4.)

광역권 협력

• 삼도봉생활권협의회 시장·군수 간담회(’19.12.19.)

복지

•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주민개방(’19.5.2.)



                         

 

2019년도 중앙 및 도 단위 수상 현황

2019. 3. 15~ 2019. 10. 10~

03.15 「2019 세계 물의 날」기념 우수기관 평가(최우수)
 환경위생과

05.14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우수기관(우수)
 환경위생과

05.17 2019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최우수)
 안전재난과

06.21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평가 우수기관(우수)
 농업유통과

07.09 2019년 지방공기업(상수도분야) 경영평가(가)
 상하수도과

07.17 2018년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중앙보건지소

07.24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응모(입선)
 안전재난과

07.25 2019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일자리 및 경제분야(우수)
 일자리경제과

08.27 2019년 상반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우수)
 일자리경제과

08.30 2019 독서문화진흥유공(제25회 독서문화상)
 시립도서관

09.11 2019  을지태극연습 시군 평가 우수기관(최우수)
 안전재난과

10.10 2019년 비만예방관리사업 
 건강증진과

10.10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노력)
 정보기획과

10.10 2019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장려)
 도로교통과

10.11 대한민국 도시대상(국토연구원장상)
 건설도시과

11.06 2019년 산불방지 우수기관(최우수)
 산림녹지과

11.06 2019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우수)
 산림녹지과

11.08 2019년 경상북도 에너지 효율대상(우수)
 일자리경제과

11.15 2019년도 보건진료소 운영 성과대회(우수)
 보건행정과

11.19 제7회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
 정보기획과

11.21 2019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우수)
 환경위생과

11.28 2019년도 경상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평가보고회(대상)
 환경위생과

2019. 11. 28~ 2019. 12. 17~
11.28 2019년 친환경도시 시상(지방자치단체상)
 환경위생과

11.28 2019년 친환경도시 시상 맑은물 부문(대상)
 환경위생과

11.28 2019년 친환경도시 시상 에코시티 대상(종합대상)
 환경위생과

12.04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시군종합평가(대상)
 총무새마을과

12.05 2019 농산물 마케팅 대상
 농업유통과

12.05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우수기관(우수)
 상하수도과

12.09 2019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발전대회(최우수)
 건강증진과

12.10 2019년 금연지원서비스 평가(최우수)
 건강증진과

12.11 2019년 식품공중위생사업 평가(우수)
 환경위생과

12.11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가족지원상)
 건강증진과

12.13 2019년 경상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최우수기관
 평생교육원

■인센티브 : 211,850천원■45개 분야 (중앙단위 13, 도단위 27, 기타 5)

최우수

•시상기관 : 안전재난과

•수 상 일 : 2019.05.17

2019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최우수)
대상

•시상기관 : 총무새마을과

•수 상 일 : 2019.12.04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시군종합평가

(대상)
최우수

•시상기관 : 산림녹지과

•수 상 일 : 2019.11.06

2019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최우수)
최우수

•시상기관 : 일자리경제과

•수 상 일 : 2019.12.20

2019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평가

(최우수)

12.17 2019년 여성일자리 발굴 우수 새일센터
 평생교육원

12.17 2019 건축행정평가 우수기관상(우수)
 건축디자인과

12.18 2019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우수)
 산림녹지과

12.19 2019년 치수사업 평가(장려)
 안전재난과

12.20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실적 우수기관(장려)
 열린민원실

12.20 2019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평가(최우수)
 일자리경제과

12.26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우수팀)
 농촌지도과

12.27 2019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장려)
 투자유치과

12.30 2019년 추계 도로정비 우수기관(우수) 
 도로교통과

12.31 2019년 시군 저출생극복 우수시책 평가(우수)
 기획예산실

12.31 2019 재난안전 한국훈련 우수(최우수)
 안전재난과

12.31 2019 재난안전 한국훈련 우수(우수기관)
 안전재난과

시  상  금   61,850천원,
상사업비 1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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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교통 인프라를 통한 

        100년을 위한 경제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김천으로 거듭납니다.

www.gi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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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매도시 현황

도시명 결연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1996. 08. 26.

전라북도 군산시 1998. 11. 16.

대구광역시 동구 2019. 10. 24.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9. 11. 27.

국제 자매도시 현황

국가 도시명 결연일

일본 나나오시 1975.10.16.

중국 청두시 2000.11. 07. 

인도네시아 수방시 2017. 10.12.

자/매/도/시

수방시청두시나나오시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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