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목표

m 하수도 보급률을 51.5%에서 65.6%로 확대 보급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보건위생 향상과 마을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18 ~2022

m (사업위치) 해남군 일원

m (사 업 량)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 및 분류식 오수관로 63.7km 설치

m (총사업비) 35,521백만원(국비 24,731, 도비 110, 군비 10,680)

m (주요내용) 하수도 시설 확충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하수도 보급률(%)
계획 52 54 59 63.9 65.6

실적 53

4-1-10   깨끗한 하수처리시설 확대

사업기간 2018~2022
총사업비
(백만원)

49,654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완료
종결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행률

○ ○ ○ ○ 17%

추진부서
(협조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담 당 자
(연 락 처)

박창우

(3682)



 연도별 투자계획 및 확보(집행)실적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민선7기 투자계획

임기 후
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49,654 7,847 11,839 9,263 4,419 5,000 5,000 6,286
국비 34,795 5,493 8,286 6,484 3,132 3,500 3,500 4,400
도비 55 - 21 34 - - - -
군비 14,804 2,354 3,532 2,745 1,287 1,500 1,500 1,886
기타 - - - - - - - -

   【확보(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실적 2022년 

이후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49,654

(18,608)
7,847

(7,847)
13,365

(10,761) 4,334

국비
34,624

(13,376)
5,493

(5,493)
9,375

(7,883) 3,033

도비
110
(0) - 21

(0) 131

군비 
14,920
(5,232)

2,354
(2,354)

3,969
(2,878) 1,170

기타 - - -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분기) 추진실적 비고

2018

○ 옥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 현산 일평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 화산 방축, 문내고평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지속 추진

○ 현산 시등, 계곡 가학, 송지방처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착공

○ 2019년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선정
   (북평 와룡, 북일 흥촌, 계곡 태인)
○ 하수도 보급률 52% 달성
 - (처리구역 인구 37,388 / 전체 인구: 71,901) x 100



 이후 추진계획

연도(분기) 추진계획 비고

2019

○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

○ 황산 한자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 2019년 신규지구 실시설계용역 및 공법선정, 사업발주

○ 2020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신청
   (북평 서홍, 현산 신방, 송지 미야)

2020

○ 현산 시등, 계곡 가학, 송지 방처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 2019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지구 하수처리장 및 관로매설 추진

○ 2020년 신규지구 실시설계용역 및 공법선정, 사업발주

○ 2021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신청(3개지구)

2021

○ 2019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지구 준공 및 사용개시

○ 2020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지구 하수처리장 및 관로매설 추진

○ 2021년 신규지구 실시설계용역 및 공법선정, 사업발주

○ 2022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신청(3개지구)

2022

○ 2020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지구 준공 및 사용개시

○ 2021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지구 하수처리장 및 관로매설 추진

○ 2022년 신규지구 실시설계용역 및 공법선정, 사업발주

○ 2023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신청(3개지구)

 기대효과

   m 기본계획(1단계)에 미포함 되었던 해남·송지·문내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
공

   m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확대로 깨끗한 수질개선으로 공중위
생 향상과 농어촌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