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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담당자 정진용 전화번호 930-4675

○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로 면 소재지 및 집단취락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

○ 인근 하천의 생태 복원 및 하천 수질개선 도모

 사업개요[하수도 현황]

  m 계획구역 : 983.5km2 (합천군 행정구역 전체)

  m 하수처리구역 면적 : (현재) 8.8km2 → (2025년) 9.6km2

  m 계획인구 및 하수도 보급률

구  분 현  재 2025년 2030년 2035년

계 획 인 구 ( 인 ) 46,667 46,350 47,072 45,396

하수처리인구(인) 32,156 35,029 36,636 35,850

하수도보급율(%) 68.9 75.6 77.8 79.0    

  m 공공하수도시설 처리용량 (m3/일)

    -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0개소

구  분 현  재 2025년 2030년 2035년

합  계 12,194 14,439 14,439 14,439

공공하수처리시설 9,960 11,660 11,600 11,660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234 2,779 2,779 2,779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공 사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비 고처리용량
(m3/일)

하수관로
(km)

계 6,560 168.04 179,775

농어촌
마을
하수도

용주가호 660 10.24 13,023 2016~2018 공사완료

매안 110 3.5 5,750 2017~2019 공사완료

율곡 250 29.38 25,389 2019~2022 공사중

묘산(2단계) 130 18.52 19,412 2020~2023 ‘20착수

매안(2단계) 140 18.50 18,859 2021~2023 ‘21착수

창동 외 2개소
(쌍책,덕곡,청덕)

50~60 15.0 18,200 2021~2023 ‘21착수

하수
관거

합천읍 - 2.97 6,147 2017~2019 공사완료

쌍백 - 6.42 5,993 2019~2023 공사중

가호(고품) - 5.85 3,582 2020~2021 공사중

정밀조사용역 - 20.0 216 2020~2023 용역중

동부상수도보호구역
(초계,적중,쌍책)

- 15.66 10,332 2021~2023 ‘21착수

합천읍(3단계) - 14.3 12,215 2021~2023 ‘21착수

하수도
증설

가야야로 700 2.2 6,830 2018~2020 공사완료

쌍백 110 - 2,570 2019~2021 공사중

해인사 400 3.0 6,734 2021~2023 ‘21착수

합천읍 1,000 - 12,923 2021~2023 ‘21착수

하수찌꺼기 10 5,000 2022~2023 ‘22이후

하수처리수 재이용 3,000 2.5 6,600 2022~2023 ‘22이후

※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 국비(70%), 도비(6%), 군비(6%), 수계기금(18%)
※ 하수관거 : 국비(70%), 군비(12%), 수계기금(18%)  



 그간 추진현황

  m 2018. 12월 : 용주가호 농어촌마을하수도 준공

  m 2019. 07월 : 합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

  m 2019. 10월 : 합천읍, 매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준공

  m 2020.  3월 : 2021년 신규 하수도사업 신청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7건, 634억원)

  m 2020.  8월 : 가야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

  m 2020.  9월 : 2021년 신규 하수도사업 선정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건, 523억원 확보)

  m 2020. 11월 : 묘산(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착수

  m 2020. 12월 :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용역 시행

 문제점 및 조치계획

m 국비 지원 지연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주민불편 가중

→ 신규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국비확보 적극 노력

→ 상·하수관로 중복구간 시공 일원화로 주민불편해소 및 경제성 제고

m【해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위치 선정

관련 해인사 협의 지연

→ 지속적으로 해인사와 협의하여 관계회복(금회 사업은 가야천의 수질

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



 주민소통 현황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재  원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비고

예산액 179,775 124,557 10,638 11,332 33,248
※기타 :

수계기금

 재원 확보대책 (단위:백만원)

재  원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비고

총 계 179,775 124,557 10,638 11,332 33,248

2018년 8,850 5,688 229 923 2,010

2019년 21,861 15,303 1,311 1,311 3,936

2020년 19,691 13,783 1,181 1,181 3,546

2021년 26,842 18,789 1,610 1,610 4,833

2022년 51,110 35,000 3,222 3,222 9,666

2023년 이후 51,421 35,994 3,085 3,085 9,257

연번 구분 추진실적 비고

1 주민설명회

- 쌍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대현마을, 안

계마을, 월계마을)

2019.05.08

2 주민설명회

- 죽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초계 각곡마을, 적중 죽고·

양림·상부마을) 

2019.11.13

3 주민설명회
- 가호(고품)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고품 1구, 3구)

2019.11.12

2019.12.27

4

주민면담

주민설명회

현장견학

- 율곡 하수처리장 부지선정 관련 주민면담

(6회, 2019.11월~2020.9월), 주민설명회(2회) 

및 현장견학(1회)

2020.09.02

2020.09.04

2020.11.27

5 주민설명회

- 창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4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쌍책 

창동마을, 청덕 우곡마을, 합천읍 내곡마을) 

2020.10.28



 소관(관계) 부처

구 분 부서명
담 당 자

비고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도
기후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주무관 배인선 055-211-6763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생활하수과

사무관 성남준 044-201-7030



 공공하수처리구역 현황도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장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