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18 ~ 2022
총사업비
(백만원)

55,339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완료
종결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행률

○ ○ ○ ○ 95%

추진부서
(협조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담 당 자
(연 락 처)

송세현

(3682)
 

 최종목표

m 하수도 보급률을 51.5%에서 5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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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39백만원(국비 31,465, 도비 544, 군비 23,330)

m (주요내용) 하수도 시설 확충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하수도보급율
계획 51.5 54.1 54.1 56 57

실적 52 54.1 54.1 - -

4-1-10   깨끗한 하수처리시설 확대



 연도별 투자계획 및 확보(집행)실적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민선7기 투자계획

임기 후
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55,339 7,847 11,839 9,263 10,302 11,088 5,000 -
국비 31,465 5,493 8,286 6,484 3,641 4,061 3,500 -
도비 544 - 21 34 201 288 - -
군비 23,330 2,354 3,532 2,745 6,460 6,739 1,500 -
기타 - - - - - - - -

   【확보(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실적 2022년 

이후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57,318 7,847 13,365 5,139 19,779 11,188 - -

(36,555) (7,847) (10,761) (6,765) (11,182)

국비
28,771 5,493 9,375 2,966 6,876 4,061 - -

(22,038) (5,493) (7,883) (4,367) (4,295)
도비

742 - 21 128 305 288 - -
(160) (0) (47) (113)

군비 
27,805 2,354 3,969 2,045 12,598 6,839 - -

(14,357) (2,354) (2,878) (2,351) (6,774)
기타 - - - - - - -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 추진실적 비고

2018

○ 옥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18. 7. 10.

○ 현산 일평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18. 7. 

○ 문내 고평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18. 12.

○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착공

 - 현산 시등, 송지 방처: ‘18. 12.
○ 실시설계용역 및 공법선정  
 - 계곡 태인, 북일 흥촌, 북평 와룡: ‘18. 12.

○ 2019년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선정
 - 계곡 태인, 북일 흥촌, 북평 와룡: ‘18. 12. 
○ 하수도 보급률 52% 달성
 - (처리구역 인구 37,388 / 전체 인구: 71,901) x 100



 이후 추진계획 

연도 추진실적 비고

2019

○ 화산 방축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19. 1.

○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착공: ’19. 2.

○ 2020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신청

 - 북평 서홍, 현산 신방, 송지 미야: ‘19. 7.

○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발주: ‘19. 8.

○ 황산 한자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19. 12.
○ 하수도 보급률 54.1% 달성
  - (처리구역 인구: 38,061 / 전체 인구 70,354) x 100 

2020

○ 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20. 1. ~

○ 송지 미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20. 3. ~

○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부지 협의취득: '20. 5.

○ 해남읍 하수관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20. 6.

○ 계곡 태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착공: '20. 8.

○ 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착공: ‘20. 8.

○ 현산 시등, 송지 방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차분 준공: '20. 9.

○ 현산 신방, 북평 서홍 농어촌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 설계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 추진: ‘20. 9.

○ 해남읍 하수처리장 증설 군시설변경 추진: ‘20. 12. ~

연도 추진계획 비고

2021

○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계곡 태인, 북일 흥촌 통합관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 송지 방처, 계곡 가학,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준공 및 사용개시
○ 계곡 태인, 북일 흥촌, 북평 와룡, 현산 신방, 북평 서홍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 해남읍, 송지 미야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완료 및 추진
○ 송지 마봉, 화산 대지, 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공법선정
○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설계용역 추진
○ 하수관로 연장 사업 추진

2022

○ 계곡 태인, 북일 흥촌, 북평 와룡, 송지 미야 농어촌 마을하수처리  
   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 현산 신방, 북평 서홍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추진
○ 송지 마봉, 화산 대지, 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 2022년 신규지구 실시설계용역 및 공법선정
○ 2023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신청
○ 해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 

  m 문제점

    - 전체인구 변동 및 처리구역 내 인구변동에 따른 보급률 변화

  m 대 책

    - 전체인구 증감 대비 처리구역 증감비율 적용

 기대효과

  m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처리구역 확대로 국비 예산 확대 

  m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확대ㆍ추진하여 방류수계 오염 예방 및 깨끗한 수

질개선으로 공중보건위생 향상 및 농어촌 정주환경 조성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