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

① 유 형 자체․지원․건의사업 ② 구 분 중장기(2022)

관리 번호 23
담    당 

(전화번호)

토목1, 하수
(☎970-4692)
(☎970-4882)
(☎970-4884)

사 업 명 대저지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주관부서 건설과 관련부서 안전관리과

총사업비
          대저1지구 : 48,374백만원(국비: 24,187  시비: 24,187)

          대저2지구 : 26,810백만원(국비: 13,405  시비: 13,405)

추진실태
완료

추진 중
미착수 비고

정상 부진
○

▣▣▣ 사업개요

   ○ 대저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신덕배수펌프장(Q=1,500㎥/min, V=12,000㎥), 사덕배수펌프장(Q=310㎥/min, V=3,000㎥)

   ○ 대저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덕두배수펌프장 설치(Q=255㎥/min, V=5,000㎥), 동방배수펌프장 성능개선(Q=720㎥/min, V=7,000㎥)

▣▣▣ 연도별 추진 로드맵

단위 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비고

대저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덕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대저1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신덕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대저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동방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대저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덕두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 재원조달

   대저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확보 계획 예산확보 실적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총액 48,374 24,187 24,187 31,400 18,900 12,500

2017년까지 4,000 2,000 2,000 4,000 2,000 2,000
2018년 11,250 7,500 3,750 11,250 7,500 3,750

2019년 6,150 4,400 1,750 6,150 4,400 1,750

2020년 10,000 5,000 5,000 10,000 5,000 5,000

2021년 16,974 5,287 11,687

22년 이후

  

  ○ 예산 투입 실적 : 31,400백만원(국비 18,900  시비 12,500)

 대저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확보 계획 예산확보 실적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총액 26,810 13,405 13,405 24,124 13,405 10,719

2017년까지 1,000 500 500 1,000 500 500

 2018년 10,410 8,550 1,860 10,410 8,550 1,860
2019년 3,359 1,500 1,859 3,359 1,500 1,859

2020년 9,355 2,855 6,500 9,355 2,855 6,500

2021년 2,686 - 2,686

22년 이후

  

  ○ 예산 투입 실적(예정) : 24,124백만원(국비 13,405 시비 10,719)

▣▣▣ 이행실적(주요성과)

 1. 대저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0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면적 2,482,625㎡)

 ○‘15.06.2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7. 12. 21 용역준공)

 ○‘16.12.01. : 사전설계검토 심의(국민안전처) ▷ 조건부 승인

 ○‘17.01.~05. :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관련기관 협의

 ○‘17.08.~09. : 부산광역시 설계VE 심의

 ○‘17.11.~12.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

 ○‘18.03. : 부산광역시 (공사)계약심사 [사덕배수펌프장]

 ○‘18.04.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사 조달계약 의뢰

 ○‘18.06. : 사덕배수펌프장 감리용역 착수

 ○‘18.08. : 사덕배수펌프장 공사 착공

 ○‘19.08. : 신덕배수펌프장 공사 1차 착공 (1차 준공 `20.06.)

 ○‘20.03. : 신덕배수펌프장 공사 2차 착공

2. 대저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0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면적 789,545㎡)

  ○‘16.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16.6.27.~’17.4.22.]

  ○‘16.12.~‘17.01. : 주민설명회(2회) 

  ○‘17.02. : 용역 일시정지(행정절차 완료시까지)

  ○‘17.12. : 행정안전부 사전설계심의[조건부 승인]

  ○‘18.01.~02. : 부산광역시 설계VE 및 대저2동 주민설명회(1회)

  ○‘18.03.~04.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

  ○‘18.05. : 공법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사항 협의

  ○‘18.06. : 공사(감리) 발주계획 보고

  ○‘18.07. : 공사 조달계약 의뢰(조달청) 및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PQ)

  ○‘18.08. : 공사 조달청(설계서 검토) 및 감리 입찰(낙찰자 선정 및 적격심사)

  ○‘18.09. : 감리용역 착수

  ○‘18.10. : 1차 공사 착공 (1차 준공 `20.02.)

  ○‘19.05. : 2차 공사 착공

  ○‘20.04. : 3차 공사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기관(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과 적극적인 협의 추진

  - ‘20년 사덕 배수펌프장 준공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1. 대저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09. : 사덕배수펌프장 공사 준공

    ○‘21.04. : 신덕배수펌프장 공사 2차 준공

    ○‘22.02. : 신덕배수펌프장 공사 전체 준공

   2. 대저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07. : 2차 공사 준공

    ○‘21.04. : 전체공사 준공

위치(조감)도, 관련사진

대저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저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