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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상수도 관리

1. 상수도 여건

  삼척시 상수도는 1962년도 원당동 22번지에 시설용량 2,000톤/일 생산공급을 시작으로 맑고 깨끗

한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수도 관련 시설을 확장 및 신설하여 왔으며, 

  1998년 5월 31일 삼척시 마평동 70번지에 30,000톤/일 규모의 시설로 확장한데 이어, 2015년 

12월 30일 동막정수장(4,000톤/일에서 8,000톤/일), 2015년 10월 18일 옥원정수장(1,500톤/일에서 

3,500톤/일)을 증설함으로써 관내 취․정수시설 5개소에 60,000톤/일(광역상수도 포함) 규모의 상수도 

생산능력을 갖추고 고지대 급수난 해소는 물론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시는 면적이 넓고 산간마을이 널리 산재되어 있는 등 도농복합형 도시로써 상수도 보급률은 

2018년 말 현재 91%이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에 

138개소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다.

  우리시의 수자원을 살펴보면 태백산맥을 경계로 12개 하천과 태백권 광역상수원인 광동댐, 3개의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등 타지역에 비해 지역여건상 다소 풍부하지만,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산업

발전 및 도시화의 가속으로,

  2020년 이후에는 수자원의 고갈 등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물관리 정책을 공급관리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14,296여개의 절수기를 설

치하는 등 물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7~2018년에는 24,118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설ㆍ확장사업 및 노후상수도관을 개량하여 상수

도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물 수요관리 종합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상수도 원수

를 취수하는 하천의 취수지점 상류 일정구역(21.55km)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2. 상수도 시설현황

  삼척시 상수도 시설은 1962년도 2,000톤/일 규모로 시설 공급된 이래 지속적인 확장사업으로 

2018년말 현재 60,000톤/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보급률은 91%이며 상수도관 총 연장은 579km로써 이중 도․송수관은 14km, 배수관 338km, 

급수관 227km의 관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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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급현황
(2018. 12. 31현재)

구 분
행정구역내
총 인구

급수
인구

보급률
(%)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급수량
(1인/일)

시설
연도

비고

계
69,115
(3,454)

63,201 91
5개소
60,000

33,493 529.9

동·
미로면

43,490 42,765 98
1개소
30,000

19,018 444.7 1962~1998

도계 11,421 10,261 89
1개소
17,000

7,444 725.4 1969~1998

원덕 5,311 4,808 90
2개소
5,000

2,310 480.4 1981~1992

근덕 5,439 5,367 98
1개소
8,000

4,720 879.5 1983~2002

(  ) : 급수지역 외 인구

취수시설 현황

구 분 취수장명
수원별 시설용량(㎥/일)

하천명 비고
계 표류수 복류수 지하수 기타

계 5개소 60,000 7,000 41,500 1,500 10,000

삼척
마평

취수장
30,000 30,000 오십천

도계
고사

취수장
17,000 7,000

10,000
(광역)

산기천
광역
정수

원덕

소계 5,000 3,500 1,500

옥원
취수장

3,500 3,500 호산천

임원
집수정

1,500 1,500 지하수

근덕
동막

취수장
8,000 8,000 마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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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 현황

구 분 정수장명

정 수 처 리 시 설

급  수  구  역여과
시설

소독
방법

정수
능력

계 5개소 60,000 (도계광역 10,000 포함)

삼척 마평정수장
급속+나노

여과
염소
소독

30,000
삼척시 동 지역
(남양, 성내, 교, 정라동) 미로면지역 

도계 마교정수장
급속
여과

〃 7,000
고사, 늑구1-2, 마교리, 도계1-5,
전두1-3, 흥전1-5, 상덕, 심포리

원덕

옥원정수장
완속
여과

〃 3,500 호산1~4리, 옥원1,3리

임원정수장
완속
여과

〃 1,500 임원1~3리

근덕 동막정수장
완속
여과

〃 8,000
교가, 덕산, 맹방, 부남, 광태, 동막,
궁촌, 초곡, 용화, 장호1-2리, 갈남,
매원2리

배수지 현황

구 분 상수도별 배수지명 규    격 용량(㎥) 비고

계 5개상수도 8개소 21,940

삼척

소 계 3개소 9,800

삼척상수도

성북배수지
12.0×15.0×5.0(2지)
10.0×24.7×5.0(2지)
25.0×35.0×5.0(1지)

6,000 1987

갈야산배수지 40.0×25.0×4.0(1지) 3,300 1996

미로배수지 D12.6×H4.5(원통1지) 500 2010

도계

소 계 2개소 3,800

도계상수도
저구배수지 20.0×26.6×4.0(2지) 2,000 1976

고구배수지 17.6×13.1×4.0(2지) 1,800 1988

원덕

소 계 2개소 3,840

옥원상수도 옥원배수지(1)

5.6×7.6×4.0(2지)
23.5×8.0×4.0(2지)

1,840
1981
2014

원통형 D15.5×H3.8(2지) 1,400 2017

임원상수도 임원배수지 7.6×10.1×4.0(2지) 600 1992

근덕
소 계 1개소 4,500

근덕상수도 동막배수지
13.5×16.0×4.0(2지)

원통형 D21.4×H4.0(2지)
4,50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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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현황
(단위：km)

구  분 계 강관 주철관 PE관 기타

계 578.981 39.191 115.428 351.005 73.357

도수관 7.46 4.938 2.522

송수관 6.831 2.229 4.600 0.002

배수관 337.918 32.006 108.109 135.816 61.987

급수관 226.772 0.018 0.197 215.189 11.368

3.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여 돌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시설물의 

가동상태를 최적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급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개량사업 또한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

구 분 상수도별 점검횟수 점검일자 점 검 내 용

소 계 8

2017년

삼척상수도 2 6.12, 11.27 상수도 시설물 이상유무

도계상수도 2 6.13, 11.27 상수도 시설물 이상유무

원덕상수도 2 6.15, 11.27 상수도 시설물 이상유무

근덕상수도 2 6.14, 11.27 상수도 시설물 이상유무

소계 8

2018년

삼척상수도 2 6.18, 12.13 상수도 시설물 이상유무

도계상수도 2 6.18, 12.13 상수도 시설물 이상유무

원덕상수도 2       6.15, 12.13 상수도 시설물 이상유무

근덕상수도 2       6.15, 12.13 상수도 시설물 이상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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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수도 시설물 개량사업 추진현황

연도 개‧보수 금액(천원) 세부 사업 내역

 합 계  정수장명  1,009,284 25건

2017
마평정수장외 

4개소
 1,009,284

마평정수장 호이스트교체

상수도시설물 CCTV교체(고사리취수장,마평정수장)

마평정수장 연수화동투광등(LED)교체공사

마평정수장 시설물혼화,응집지전동조작기 교체

마평정수장 약품투입제어반 설치

마평정수장 약품탱크 철거 및 교체공사

마교정수장 저구배수지 정비공사

마평정수장 갈야산배수지 세라믹보강공사 관급자재
(방수재)

마교정수장 저구배수지 세라믹보강공사 관급자재 (방수재)

마평정수장 시설물혼화응집지 전동조작기
(밸브액츄에이터) 교체

도계캠퍼스 제1가압장 인버터 교체공사

마교정수장 저구배수지 정비공사

원덕,근덕 상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

마평정수장 LED등 교체공사

마교정수장 저구2배수지 세라믹보강공사

도계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

원덕근덕상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

성북가압장 1~3호기역지변 교체공사

삼척 상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

마평정수장 갈야산배수지 세라믹보강공사

성북가압장전동밸브(2호기) 교체공사

마평정수장 연수화설비 나노여과막 구매설치

도계캠퍼스 제1가압장 인버터 교체공사

임원정수장 감시제어설비 교체

마평정수장 연수화동 지하층투광등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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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수도 시설물 개량사업 추진현황

연도 개‧보수 금액(천원) 세부 사업 내역

 합 계  정수장명  1,009,284 25건

2017
마평정수장외 

4개소
 1,009,284

마평정수장 호이스트교체

상수도시설물 CCTV교체(고사리취수장,마평정수장)

마평정수장 연수화동투광등(LED)교체공사

마평정수장 시설물혼화,응집지전동조작기 교체

마평정수장 약품투입제어반 설치

마평정수장 약품탱크 철거 및 교체공사

마교정수장 저구배수지 정비공사

마평정수장 갈야산배수지 세라믹보강공사 관급자재
(방수재)

마교정수장 저구배수지 세라믹보강공사 관급자재 (방수재)

마평정수장 시설물혼화응집지 전동조작기
(밸브액츄에이터) 교체

도계캠퍼스 제1가압장 인버터 교체공사

마교정수장 저구배수지 정비공사

원덕,근덕 상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

마평정수장 LED등 교체공사

마교정수장 저구2배수지 세라믹보강공사

도계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

원덕근덕상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

성북가압장 1~3호기역지변 교체공사

삼척 상수도시설 정밀점검용역

마평정수장 갈야산배수지 세라믹보강공사

성북가압장전동밸브(2호기) 교체공사

마평정수장 연수화설비 나노여과막 구매설치

도계캠퍼스 제1가압장 인버터 교체공사

임원정수장 감시제어설비 교체

마평정수장 연수화동 지하층투광등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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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수도 시설물 개량사업 추진현황

연도 개‧보수 금액(천원) 세부 사업 내역

합계  정수장명  677,561 29건

2018
 마평정수장 

외4개소
 677,561

마평정수장  LED등 교체공사

동막정수장 완속여과지 맨홀덮개 교체제작 설치공사

도계 상수도시설 보수공사

상수도시설장 감시제어 개선공사

마평정수장 건물동 외벽 및 담장 도색공사

동막정수장 시설물 LED등 교체공사

마평정수장 NF동 원수공급펌프 및 전동기 수선

마평정수장 관리동 외 4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마평정수장 취수보 정비공사

임원정수장 제1집수정 심정모터 펌프 외 1개소  상수도시설물 수리

고사리취수장 전력변경공사 한전시설부담금

고사리취수장 수충격방지기 제작 설치

원덕읍 임원정수장 제2집수정 수중펌프모터 교체

마평정수장 전기시설물 수선공사

임원정수장 제2집수정 전기설비 교체공사

마교정수장 송수펌프 역지변 및 전동밸브 교체공사

고사리취수장취수펌프교체공사관급자재
(다단터빈펌프)

고사리취수장 공사관련 관급자재(초음파유량계) 구입

고사리취수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관급자재

고사리취수장 취수펌프 교체공사 관급자재 (전동게이트밸브)

마평정수장 약품투입 제어반 및 동막정수장 송수펌프 
자동화프로그램 구매 설치

고사리취수장 수충격방지기 제작설치

고사리취수장 취수펌프 교체공사 

고사리취수장 시설물(창호) 교체공사

고사리취수장 자동제어설비 제작설치

고사리취수장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고사리취수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임원, 옥원정수장 내진성능평가용역

마평정수장 견학용 홍보애니메이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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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수도 수질검사

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실시

  상수원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는 상수원관리규칙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원수는 수원(하천수, 복류수, 지하수)에 따라 월간, 분기, 반기별로 나누

어 실시하고 정수에 대하여는 정수장별로 일일, 주간, 월간, 수도꼭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검사하며 

검사방법은 일일, 주간, 수도꼭지 검사는 자체실험에 의하여 실시하며 월간, 분기, 반기의 원․정수

에 대한 검사는 연세대학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2018. 12. 31 현재)

구  분
측정
횟수

측정항목
해 당
정수장

검사기관
검 사 결 과

(2015~2016년 2년간)

원수

하천수
및

복류수 

일일
검사

탁도, PH
마평, 마교
옥원, 동막

자체검사  마평정수장 Ⅰa : 23회
  (오십천)   Ⅰb :  1회 
 마교정수장 Ⅰa : 22회
  (산기천)   Ⅰb :  2회   
 동막정수장 Ⅰa : 20회
  (마읍천)   Ⅰb :  4회  
 옥원정수장 Ⅰa : 21회
  (옥원천)   Ⅰb :  3회   
 임원정수장 적합 : 4회(지하수)

월간
검사

BOD외 
5항목

〃
원주환경친화 

기술센터

분기
검사

BOD외
30항목

〃 〃

지하수
반기
검사

카드뮴외
18항목

임원 〃

정수 정수장

일일
검사

PH외
5항목

마평, 마교
옥원, 동막 

임원
자체검사

 마평정수장: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마교정수장: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옥원정수장: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동막정수장: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임원정수장: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주간
검사

일반세균외
6항목

〃 〃

월간
검사

일반세균외
58항목

〃
원주환경친화 

기술센터

일반
수도
꼭지

17개
수도
꼭지

월간
검사

대장균군외
3항목

〃 자체검사
 17개수도꼭지 :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노후
수도
꼭지

5개
수도
꼭지

월간
검사

일반세균외
9항목

〃
원주환경친화 

기술센터
 정수장별 1개소(5개소) :
 먹는물 수질기준적합(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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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수도 수질검사

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실시

  상수원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는 상수원관리규칙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원수는 수원(하천수, 복류수, 지하수)에 따라 월간, 분기, 반기별로 나누

어 실시하고 정수에 대하여는 정수장별로 일일, 주간, 월간, 수도꼭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검사하며 

검사방법은 일일, 주간, 수도꼭지 검사는 자체실험에 의하여 실시하며 월간, 분기, 반기의 원․정수

에 대한 검사는 연세대학교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2018. 12. 31 현재)

구  분
측정
횟수

측정항목
해 당
정수장

검사기관
검 사 결 과

(2015~2016년 2년간)

원수

하천수
및

복류수 

일일
검사

탁도, PH
마평, 마교
옥원, 동막

자체검사  마평정수장 Ⅰa : 23회
  (오십천)   Ⅰb :  1회 
 마교정수장 Ⅰa : 22회
  (산기천)   Ⅰb :  2회   
 동막정수장 Ⅰa : 20회
  (마읍천)   Ⅰb :  4회  
 옥원정수장 Ⅰa : 21회
  (옥원천)   Ⅰb :  3회   
 임원정수장 적합 : 4회(지하수)

월간
검사

BOD외 
5항목

〃
원주환경친화 

기술센터

분기
검사

BOD외
30항목

〃 〃

지하수
반기
검사

카드뮴외
18항목

임원 〃

정수 정수장

일일
검사

PH외
5항목

마평, 마교
옥원, 동막 

임원
자체검사

 마평정수장: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마교정수장: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옥원정수장: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동막정수장: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임원정수장: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주간
검사

일반세균외
6항목

〃 〃

월간
검사

일반세균외
58항목

〃
원주환경친화 

기술센터

일반
수도
꼭지

17개
수도
꼭지

월간
검사

대장균군외
3항목

〃 자체검사
 17개수도꼭지 : 먹는물수질기준  

적합(2년간)

노후
수도
꼭지

5개
수도
꼭지

월간
검사

일반세균외
9항목

〃
원주환경친화 

기술센터
 정수장별 1개소(5개소) :
 먹는물 수질기준적합(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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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질관리에 취약한 농어촌지역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

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대상 

(2018. 12. 31일 현재)

구  분 개소수
수  원  별 시 설

용 량
(T/D)

급 수 현 황

계곡수 지하수 용천수 복류수 가구수 인구수

계 138 91 82 30 - 4,160 3,407 6,402

마을상수도 20 13 16 3 - 1,245 2,431

소규모급수시설 118 78 66 27 - 2,162 3,971

    2) 소규모수도시설 정수 수질검사

      ○ 검사주기 : 매 분기 1회

      ○ 대 상 수 : 138개소(마을상수도 20, 소규모급수시설 118)

      ○ 검사항목 : 13개 항목(1,2,4분기), 59개 항목(3분기)

      ○ 검사기관 : 연세환경(주)

      ○ 검사결과 :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138개소 전수

    3) 소규모수도시설 원수(계곡수) 수질검사

      ○ 검사주기 : 매 반기 1회

      ○ 대 상 수 : 56개소(마을상수도 9, 소규모급수시설 47)

      ○ 검사항목 : 6개 항목

      ○ 검사기관 : 연세환경(주)

      ○ 검사결과(상․하반기수질검사) : 상수원관리규칙“원수의 수질검사 기준 적합”

5. 노후관 개량 및 누수방지

  누수방지사업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56백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76.53km를 개량하

였고 22,140개의 노후계량기를 교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19km의 노후관을 개량하였으며, 

2018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을 통하여 누수율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에게 더욱 맑

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수도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수도 전담 기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연간 347여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신

뢰받는 행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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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지사업 추진현황
(금액：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2001~2016까지 2017실적 2018실적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9,356 8,548 44 614

관망도
전산화

6구역 523 4구역   436 - - 2구역 87

상수도
블록화

24블럭 665
기본계획
2블럭

  515 - - - -

노후관
개  량

76.53km 6,918 74.34km 6,411 - - 2.19km 507

노  후
계량기
교  체

22,140개 1,250 20,861개  1,186 880 44 399 20

6.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수원현황

  상수도 원수를 취수하는 하천의 취수지점 상류 일정구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은 삼척시 동지역의 상수원인 오십천 외 3개 하천과 태백권 광역상수도 취

수원인 하장면 광동댐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전체보호구역 지정면적 및 거

리는 각각 5,966㎢, 21.55km이고 또한 본 지역에서의 취수시설용량은 125,500톤/일이며, 급수지

역은 삼척시 4개 읍․면 및 동지역 일원과 태백권 광역상수도로 태백시외 2개군 일부지역에 급수가 

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취수원 현황

상 수 원
보호구역
명    칭

지정
일자

면적
(㎢)

거리
(km)

취수장
명  칭

수원별 시설용량(톤/일)
하천명

급수
지역계 표류수 복류수 호소수

계 5.965 21.55 125,500 7,000 41,500 77,000

삼  척
상수원

‘96.10.
15

0.517 4.2 마 평 30,000 30,000 오십천 
4개

동지역

도  계
상수원

‘91.1.2
5

0.751 3.3 고 사 7,000 7,000 산기천 도계읍

원  덕
상수원

‘99.12.
4

0.623 3.8 옥 원 3,500 3,500 호산천 원덕읍

근  덕
상수원

〃 0.453 3.25 동 막 8,000 8,000 마읍천 근덕면

광동댐
상수원

‘94.9.6 3,621 7.0
광동(한국

수자원공사)
77,000 77,000

골지천
(광동댐)

태백,삼척
영월,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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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지사업 추진현황
(금액：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2001~2016까지 2017실적 2018실적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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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은 삼척시 동지역의 상수원인 오십천 외 3개 하천과 태백권 광역상수도 취

수원인 하장면 광동댐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전체보호구역 지정면적 및 거

리는 각각 5,966㎢, 21.55km이고 또한 본 지역에서의 취수시설용량은 125,500톤/일이며, 급수지

역은 삼척시 4개 읍․면 및 동지역 일원과 태백권 광역상수도로 태백시외 2개군 일부지역에 급수가 

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취수원 현황

상 수 원
보호구역
명    칭

지정
일자

면적
(㎢)

거리
(km)

취수장
명  칭

수원별 시설용량(톤/일)
하천명

급수
지역계 표류수 복류수 호소수

계 5.965 21.55 125,500 7,000 41,500 77,000

삼  척
상수원

‘96.10.
15

0.517 4.2 마 평 30,000 30,000 오십천 
4개

동지역

도  계
상수원

‘91.1.2
5

0.751 3.3 고 사 7,000 7,000 산기천 도계읍

원  덕
상수원

‘99.12.
4

0.623 3.8 옥 원 3,500 3,500 호산천 원덕읍

근  덕
상수원

〃 0.453 3.25 동 막 8,000 8,000 마읍천 근덕면

광동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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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6 3,621 7.0
광동(한국

수자원공사)
77,000 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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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댐)

태백,삼척
영월,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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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실시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996년부터 매년 국비를 지원 받아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동안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4건의 사업에 11,838백만원 사

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 분
계 ‘96~2016까지 2017 2018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14 11,838 94 10,674 5 584 15 580

동지역 24 2,271 19 2,127 1 72 4 72

도계읍 15 1,231 11 1,039 1 91 3 101

원덕읍 23 2,566 20 2,291 1 135 2 140

근덕면 27 2,758 23 2,504 1 135 3 119

하장면 25 3,012 21 2,713 1 151 3 148

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맑은 물 및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

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필요한 예산을 확

보하여 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및 응급보수를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699백만원, 2018년에는 

3,382백만원을 투자하여 삼척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38개소 중 소독시설, 노후 물탱

크 및 수도관로 교체 등 개·보수사업과 응급복구를 실시하였다.  

  평소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급수위생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를 맡도록 하고,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인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시설물환경정비, 수질검

사 실시로 식수오염방지는 물론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하는 등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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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
(2018. 12. 31 현재)

구분

지역별

수  혜
가구수

수  혜
인구수

수   원   별 형   태   별

계 계곡수 지하수 용천수 계
자  연
유하식

양수식

계 3,407 6,402 203 91 82 30 192 113 79

도계 209 353 20 11 6 3 21 15 6

원덕 764 1,296 38 15 22 1 36 14 22

근덕 143 271 9 4 3 2 9 6 3

하장 595 1,151 46 13 18 15 43 27 16

노곡 415 707 25 16 3 6 22 19 3

미로 499 1,266 27 10 16 1 25 9 16

가곡 387 668 23 16 6 1 22 16 6

신기 335 595 14 6 8 0 13 6 7

남양 60 95 1 0 0 1 1 1 0

7.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및 재무상황

가. 세입

  상수도 특별회계 2018년 결산규모는 29,802백만원으로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사용

료 수입이 9,116백만원(31%), 수탁공사수입이 373백만원(1%)이며, 의존수입이 10,625백만원

(36%), 기타수익, 이월액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별
총세입

자    체    수    입
의 존
수 입계

상수도
사용료

수탁공사
수익

기 타
수 익

이 자
수 익

이월금

2017 25,831 15,472 7,666 583 3,450 100 3,673 10,359

2018 29,802 19,177 9,116 373 2,986 105 6,597 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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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
(2018. 12. 31 현재)

구분

지역별

수  혜
가구수

수  혜
인구수

수   원   별 형   태   별

계 계곡수 지하수 용천수 계
자  연
유하식

양수식

계 3,407 6,402 203 91 82 30 192 113 79

도계 209 353 20 11 6 3 21 15 6

원덕 764 1,296 38 15 22 1 36 14 22

근덕 143 271 9 4 3 2 9 6 3

하장 595 1,151 46 13 18 15 43 27 16

노곡 415 707 25 16 3 6 22 19 3

미로 499 1,266 27 10 16 1 25 9 16

가곡 387 668 23 16 6 1 22 16 6

신기 335 595 14 6 8 0 13 6 7

남양 60 95 1 0 0 1 1 1 0

7.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및 재무상황

가. 세입

  상수도 특별회계 2018년 결산규모는 29,802백만원으로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사용

료 수입이 9,116백만원(31%), 수탁공사수입이 373백만원(1%)이며, 의존수입이 10,625백만원

(36%), 기타수익, 이월액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별
총세입

자    체    수    입
의 존
수 입계

상수도
사용료

수탁공사
수익

기 타
수 익

이 자
수 익

이월금

2017 25,831 15,472 7,666 583 3,450 100 3,673 10,359

2018 29,802 19,177 9,116 373 2,986 105 6,597 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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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용료 조정 징수현황
(단위：천㎥/백만원)

구분
연도별

조정량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톤    당
평균요금

2017 7,547 7,666 7,327 95.5% 1,015원

2018 7,583 9,116 8,895 97.5% 1,202원

나. 세출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 10%, 시설투자비 40%, 

시설유지관리비 14%, 이월금 36%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별

총세출 인건비 시설투자비 유지관리비 이월금

2017 25,492 3,201 7,921 4,597 9,773

2018 29,582 2,922 11,746 4,063 10,851

다. 총괄원가 분석

구  분
요금수입
(천원)

총괄원가
(천원)

조정량
(천톤)

생산원가
(톤당)

공급단가
(톤당)

가 정 용
평균요금
(톤당)

요   금
현실화율

요   금
인상요인

2017 7,666,922 12,362,606 7,547 1,638원 1,015원 495원 62.0% 61.25%

2018 9,116,637 13,063,553 7,583 1,722원 1,202원 702원 69.8% 43.29%

전기대비 1,449,715 700,947 36 84원 187원 207원 7.8% ⧍17.96%

라. 재무제표

구 분
대차대조표(백만원) 손익계산서(백만원)

자  산 부  채 자  본 총 수익 총 비용 비율 당기순손실

2017 109,168 0 109,168 11,257 11,707 103.99 450

2018 118,192 499 117,693 12,224 11,521 94.24 ⧍703

전기대비 9,024 499 8,525 967 △186 △9.7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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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하수도 관리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문제가 중요한 당면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하천 및 항만수질보전을 위한 오염방지시설의 건설과 대형건물의 신축, 주민생활의 향상으로 생활오

수가 증가하여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청정수 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삼척시는 1987년 5월 4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87년 1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수도시설은 취약지를 우선 선정하여, 

2021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하수도 시설현황

  삼척시 하수도 현황을 보면 총연장 692.21km로 92.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강원도 평

균 보급률 87.2%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우리시 상수원인 오십천의 경우 상류지역에 위치한 도계읍의 폐광갱내수와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오염 우려는 물론 우수와 오수가 동일한 관로에서 처리되는 합류식 관거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일상생활오수, 공장폐수 등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는 취약성도 내

포하고 있으나, 

  오십천 하류지역에 25,000톤/일 규모의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을 1999년 11월 30일 준공, 6,300

톤/일 규모의 도계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03년 6월 20일 준공, 800톤/일 규모의 임원공공하수처리시

설을 2009년 12월 31일 준공, 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3년 3월 31일 준공, 1,600톤/일 규모의 

근덕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5년 12월 29일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급증하는 하수용량의 적정

한 처리를 위하여 임원, 호산, 근덕(용화, 장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중이다. 또한 하천변 

오수방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오염원의 발생을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수도 시설 총괄
(단위：km)

계 암  거 개  거 관  거
지  역  별 보급률

(%)동지역 읍지역

692.21 494.73 1.51 195.97 286.67 405.54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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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하수도 관리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문제가 중요한 당면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하천 및 항만수질보전을 위한 오염방지시설의 건설과 대형건물의 신축, 주민생활의 향상으로 생활오

수가 증가하여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청정수 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삼척시는 1987년 5월 4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87년 1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수도시설은 취약지를 우선 선정하여, 

2021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하수도 시설현황

  삼척시 하수도 현황을 보면 총연장 692.21km로 92.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강원도 평

균 보급률 87.2%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우리시 상수원인 오십천의 경우 상류지역에 위치한 도계읍의 폐광갱내수와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오염 우려는 물론 우수와 오수가 동일한 관로에서 처리되는 합류식 관거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일상생활오수, 공장폐수 등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는 취약성도 내

포하고 있으나, 

  오십천 하류지역에 25,000톤/일 규모의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을 1999년 11월 30일 준공, 6,300

톤/일 규모의 도계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03년 6월 20일 준공, 800톤/일 규모의 임원공공하수처리시

설을 2009년 12월 31일 준공, 호산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3년 3월 31일 준공, 1,600톤/일 규모의 

근덕공공하수처리시설을 2015년 12월 29일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급증하는 하수용량의 적정

한 처리를 위하여 임원, 호산, 근덕(용화, 장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중이다. 또한 하천변 

오수방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오염원의 발생을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수도 시설 총괄
(단위：km)

계 암  거 개  거 관  거
지  역  별 보급률

(%)동지역 읍지역

692.21 494.73 1.51 195.97 286.67 405.54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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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인구
(단위：명)

도  시
인  구

(F)

하수도 
접  속
인  구

(G)

오 수
배 수
인 구
(H)

처 리
인 구

(I)

보   급   률(%)

하수도접속
인구(G/F)

오수배수
면적(H/F)

처 리
면 적(I/F)

69,115 63,431 5,684 63,431 91.77 8.22 91.77

2. 하수관로 정비 및 확충사업

하수도 정비실적(2017~2018)
(단위：천원)

연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2017년

계 14건 124,152,000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L=34.4㎞ 49,286,000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용역 1,000,000

호산지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719,000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용역 1,000,000

갈남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0㎥/일 2,816,000

동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 1,084,000

2018년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L=34.4㎞ 49,286,000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00㎥/일 7,186,000

호산지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L=6.1㎞ 5,671,000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용역 1,000,000

갈남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0㎥/일 2,816,000

동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 1,084,000

근덕2(용화,장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설계용역 1,117,000

풍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 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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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지원실적
(단위：천원)

연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2017년

계 3식 91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남양) 1식 10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도계) 1식 7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원덕) 1식 100,000

2018년

계 4식 32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남양) 1식 10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도계) 1식 7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근덕) 1식 5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원덕) 1식 100,000

4.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가.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

    1) 사업목적

      삼척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를 차집 처리하여 상수원 오염방지 및 하천정화를 

통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삼척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2) 사업개요

      ○ 위    치 : 삼척시 오분동 246번지 / 고도처리 및 시설개장

      ○ 사 업 량 : 시설용량 25,000톤/일, 차집관로 6.6km / 2010.12.20.~2014.4.30.

      ○ 사업기간 : ‘95. 10. 13. ~ ’99. 11. 30.

      ○ 부지면적 : 36,821㎡

      ○ 수처리방식 : 표준활성 슬러지법

      ○ 사 업 비 : 31,670백만원 / 16,656백만원

    3) 사업추진 경위

      ○ 1989. 2.  4. : 삼척시 공공하수처리장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 1993. 4. 22.~1994.  1. 16 : 공공하수처리장 기본설계용역(환경부시행)

      ○ 1994. 6.  8.~1994. 12. 22 : 공공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삼척시시행)

      ○ 1995. 6. 23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 1995. 10. 13 : 공공하수처리장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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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지원실적
(단위：천원)

연도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2017년

계 3식 91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남양) 1식 10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도계) 1식 7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원덕) 1식 100,000

2018년

계 4식 32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남양) 1식 10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도계) 1식 7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근덕) 1식 50,00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원덕) 1식 100,000

4.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가. 삼척공공하수처리시설

    1) 사업목적

      삼척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를 차집 처리하여 상수원 오염방지 및 하천정화를 

통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삼척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2) 사업개요

      ○ 위    치 : 삼척시 오분동 246번지 / 고도처리 및 시설개장

      ○ 사 업 량 : 시설용량 25,000톤/일, 차집관로 6.6km / 2010.12.20.~2014.4.30.

      ○ 사업기간 : ‘95. 10. 13. ~ ’99. 11. 30.

      ○ 부지면적 : 36,821㎡

      ○ 수처리방식 : 표준활성 슬러지법

      ○ 사 업 비 : 31,670백만원 / 16,656백만원

    3) 사업추진 경위

      ○ 1989. 2.  4. : 삼척시 공공하수처리장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 1993. 4. 22.~1994.  1. 16 : 공공하수처리장 기본설계용역(환경부시행)

      ○ 1994. 6.  8.~1994. 12. 22 : 공공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삼척시시행)

      ○ 1995. 6. 23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 1995. 10. 13 : 공공하수처리장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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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11. 30 :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 1999. 12.  1 : 위탁 운영(환경시설관리공사 외 1)

      ○ 2010. 12. 20 : 고도처리 및 시설개장 착공

      ○ 2014. 4. 30  : 고도처리 및 시설개장 준공  

나. 도계공공하수처리시설

    1) 사업목적

      광산지역 오․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오십천 수질개선 및 도계시가지 생활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2) 사업개요

      ○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173번지

      ○ 사 업 량 : 시설용량 6,300톤/일, 차집관로 12.288km

      ○ 사업기간 : 1999. 10. 21. ~ 2003. 6. 20.

      ○ 부지면적 : 23,115㎡

      ○ 수처리방식: ICEAS

      ○ 사 업 비 : 16,801백만원

    3) 사업추진 경위

      ○ 1997. 11. 24 ~1998. 9. 19 : 도계공공하수처리장 실시설계

      ○ 1999.  1. 29 :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

      ○ 1999.  2. 26 : 농지전용 협의(강원도)

      ○ 1999.  4.  6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인가(환경부) 

      ○ 1999. 10. 21 : 공공하수처리장 착공

      ○ 2003.  6. 20 :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다. 원덕(호산,임원)공공하수처리시설

    1) 사업목적

      임원․호산지구 관광객 및 해안연접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오․폐수의 체계적 처리로 

해양오염방지, 정주의식고취, 관광이미지제고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덕(호산,임

원)공공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 사업개요

      ○ 위    치 :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호산리

      ○ 사 업 량 : 시설용량 ⇒ 임원지구 : 800㎥/일, 차집관로 3.6km

                            ⇒ 호산지구 : 900㎥/일, 차집관로 3.8km

      ○ 수처리방식 : ICEAS-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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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 2007년 ~ 2013년

      ○ 사 업 비 : 13,988백만원

    3) 사업추진 경위 및 계획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 2003.  6 ~ 2006.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5.  1 : 총사업비 변경신청(환경부)

      ○ 2006. 11 :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 2006. 1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07.  1 : 공공하수처리장 착공

      ○ 2007.  3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인가

      ○ 2008. 10 : 공공하수처리장 부지이전(기존 부지-LNG생산기지 포함)

      ○ 2010.  7 : 재원협의(원주지방환경청)

      ○ 2010.  8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변경) 인가

      ○ 2010. 1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3. 03. 31 :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 2003.  6 ~ 2006.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5.  1 : 총사업비 변경신청(환경부)

      ○ 2006. 11 :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 2006. 1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07.  1 : 공공하수처리장 착공

      ○ 2007.  3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인가

      ○ 2009. 12. 31 :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라. 근덕공공하수처리시설

    1) 사업목적

      근덕지역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마읍천 수질개선 및 근덕지역 생

활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2) 사업개요

      ○ 위    치 : 근덕면 하맹방리 499번지 일원

      ○ 사 업 량 : 시설용량 1,600톤/일, 차집관로 7.51km

      ○ 사업기간 : 2012. 12. 4. ~ 2015. 12. 31.

      ○ 부지면적 : 3,602㎡

      ○ 수처리방식 : ICEAS-SBR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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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 2007년 ~ 2013년

      ○ 사 업 비 : 13,988백만원

    3) 사업추진 경위 및 계획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 2003.  6 ~ 2006.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5.  1 : 총사업비 변경신청(환경부)

      ○ 2006. 11 :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 2006. 1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07.  1 : 공공하수처리장 착공

      ○ 2007.  3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인가

      ○ 2008. 10 : 공공하수처리장 부지이전(기존 부지-LNG생산기지 포함)

      ○ 2010.  7 : 재원협의(원주지방환경청)

      ○ 2010.  8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변경) 인가

      ○ 2010. 1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13. 03. 31 :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 2003.  6 ~ 2006.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5.  1 : 총사업비 변경신청(환경부)

      ○ 2006. 11 :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 2006. 1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07.  1 : 공공하수처리장 착공

      ○ 2007.  3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인가

      ○ 2009. 12. 31 :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라. 근덕공공하수처리시설

    1) 사업목적

      근덕지역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마읍천 수질개선 및 근덕지역 생

활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2) 사업개요

      ○ 위    치 : 근덕면 하맹방리 499번지 일원

      ○ 사 업 량 : 시설용량 1,600톤/일, 차집관로 7.51km

      ○ 사업기간 : 2012. 12. 4. ~ 2015. 12. 31.

      ○ 부지면적 : 3,602㎡

      ○ 수처리방식 : ICEAS-SBR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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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비 : 19,463백만원

    3) 사업추진 경위 및 계획

      ○ 2006.  2 : 하수도장비기본계획 수립

      ○ 2010.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5 ~ 2012. 7 : 행정절차추진(도시관리계획변경, 건설기술신의,

                              재원협의, 설계자문, 총사업비 변경)

      ○ 2012. 7 :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인가(강원도) 

      ○ 2012. 12. 4 : 공공하수처리장 착공

      ○ 2015. 12. 29 :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5.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가. 목 적

  시 직영시 전문인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이 예상되어 민간전문업체

에 위탁 운영하여 재정부담 경감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나. 개 요

구    분
삼척공공

하수처리시설
도계공공

하수처리시설
임원공공

하수처리시설
호산공공

하수처리시설
근덕공공

하수처리시설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위    치
오분동 

246번지
도계읍 고사리 

173번지
원덕읍 임원리 

745번지
원덕읍 옥원리 

63-6번지

근덕면 
하맹방리 
496번지

도계읍 외 7개 
읍면동

시설용량 25,000㎥/일 6,300㎥/일 800㎥/일 900㎥/일 1,600㎥/일 18개소

처리공법 DeNipho공법 SBR SBR SBR SBR

위탁기간 2018. 4. 1. ∼ 2023. 3. 31.

운영인원 47명

위탁업체 환경관리주식회사외 1개업체

다. 운영실적

연도별 위탁운영비 하수처리량(일평균) 슬러지처리량(년)

2017년도 3,200,621천원
삼척    19,403㎥/일
도계     5,024㎥/일

삼척 2,258톤
도계   726톤

2018년도 3,706,138천원
삼척    21,443㎥/일
도계     5,393㎥/일

삼척 2,133톤
도계   84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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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효과

    ○ 민간부문 하수처리 기술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공공수역 수질정화

    ○ 민간업체 위탁운영으로 시 재정부담 경감

6.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가. 사업의 목적

  열악한 하수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편익충족과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의 

정비로 깨끗한 시가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 하고자 함.

나.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현황

세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별

총세입

자   체   수   입
의 존
수 입계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이 자
수 입

과연도
수  입

이월금

2017 5,929 2,601 491 1,693 13 10 394 3,328

2018 6,779 3,479 501 2,693 16 24 245 3,300

세출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별 

총세출
일  반
운영비

하 수 도
준설,보수

자산취득및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기타

전출금

2017 5,095 687 1,122 17 3,249 20

2018 5,870 670 1,450 19 3,7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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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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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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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하수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편익충족과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의 

정비로 깨끗한 시가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 하고자 함.

나.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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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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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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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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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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