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18 ~ 2022
총사업비
(백만원)

128,960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완료
종결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행률

○ ○ ○ ○ 100%

추진부서
(협조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담 당 자
(연 락 처)

이준호

(3672)
 

 최종목표

m 상수도 보급률을 74%에서 86%로 확대 보급하고, 군민들이 생활

용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18 ~ 2022

m (사업위치) 삼산, 황산, 마산, 북평, 북일, 화산, 현산, 옥천, 계곡, 산이

m (사 업 량) 배수관로 397km, D=25~500mm, 배수지 4지

m (총사업비) 128,960백만원(국비 84,015, 도비 9,436, 군비 35,509)

m (주요내용) 상수도 시설 확충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상수도 보급률(%)
계획 74 77 80 83 86

실적 74 77 80.44 - -

4-1-9   맑은 물 효율적 공급



 연도별 투자계획 및 확보(집행)실적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민선7기 투자계획

임기 후
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128,960 43,780 6,145 9,795 12,750 11,250 15,250 29,990
국비 84,015 29,778 4,687 5,500 8,470 7,200 10,000 18,380
도비 9,436 2,093 818 845 820 900 1,500 2,460
군비 35,509 11,909 640 3,450 3,460 3,150 3,750 9,150
기타 - - - - - - - -

   【확보(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실적 2022년 

이후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97,616 43,780 4,625 11,793 12,625 24,793

(65,338) (43,749) (2,441) (10,161) (8,987)

국비
57,285 29,778 2,167 6,002 6,218 13,120

(40,276) (29,769) (1,267) (4,945) (4,295)

도비
3,530 2,093 278 453 295 411

(2,706) (2,091) (114) (323) (178)

군비 
36,801 11,909 2,180 5,338 6,112 11,262

(22,356) (11,889) (1,060) (4,893) (4,514)
기타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 추진실적 비고

2018

○ 산이면 금호, 산두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
 - 1,900백만원 / 실시설계 용역
○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25,000백만원 / 실시설계 용역
○ 황산 부곡 등 7개 지구 배수관로 교체사업 
 - 1,100백만원 / 준공
○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
 - 1,035백만원 / 6개소(옥천 동리, 송산, 화당, 삼산 상가, 신금, 입안)
○ 상수도 보급률 74% 달성



 이후 추진계획 

연도 추진계획 비고

2021

○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속 추진

○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지속 추진

○ 해남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총괄 및 1차분 착공

○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총괄 및 1차분 착공

○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총괄 및 1차분 착공

○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추진

○ 해남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완료(2021. 11. 20. 까지)

○ 옥천, 계곡 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설계 용역 착수

2022

○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완료

○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사업 지속 추진

○ 해남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지속 추진

○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속 추진

○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속 추진

○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추진

○ 옥천, 계곡 간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지속 추진

상수도 
보급률
86%
달성

연도 추진실적 비고

2019

○ 산이면 금호, 산두마을 배수관로 설치공사

 - 1,800백만원 / 관로 매설 중

○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25,000백만원 / 착공(‘19. 12. 24.)

○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량사업

 - 507백만원 / 준공 2개소(현산 고현, 옥천 청용): ‘19. 9.

○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 33,100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 상수도 보급률 77% 달성

2020

○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 완료

○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 완료

○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속 추진

○ 산이면 금호, 산두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완료(2020. 6. 19. 완료)

○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지속 추진

○ 해남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지속 추진

○ 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속 추진

○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속 추진

○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6개소 완료(2020. 12. 23. 완료)

○ 해남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착수(2021. 11. 20. 까지)
○ 상수도 보급률 80.44% 달성



 기대효과

  m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조기 공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의 적정 공급으로 주민 생활편익 증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