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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진도율
(%)

추진완료 추진중
미추진 보류

종 결 지속추진 정상 일부추진

45 ○

 □ 사업목표 

  ○ 휴식과 충전의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
  ○ 친환경 생태정책이 공존하는 새로운 금호강변 어메니티 구축
  ○ 사람과 새로운 문화를 끌어오는 차별화된 공간 조성

최종목표 연도 목       표

금호강과 

하중도 

친수적 

문화휴식 

공간 조성

2018년
∙ 하중도 개발 하천점용 사전협의(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신천 수변생태공원조성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신천 관광명소화 사업 관광자원화 수립 용역(침산낙조체험마당 포함) 

2019년

· 진·출입 램프, 보도교, 다목적광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구지방환경청), 
하천점용허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19.12.)

· 진·출입 램프, 보도교, 다목적광장 실시설계용역 완료(‘19.12.)
·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19.8.)
· 하중도 명소화 사업 투자심사 예산조정 (당초94억⇒161억)

2020년

· 하중도 다목적광장(주차장) 정비 공사 착공(‘20.1.)
·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 공사 착공(’20.1.)
· 하중도 보도교(노곡교측면, 3호선연계) 설치 공사 착공(’20.1.)
·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1.10.예정) 
  →(’20.3.26. 용역 중지) 
  - 용역 중지사유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대구지방환경청)
·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지방환경청)
  - 변경내용 : 식생환경개선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완요청사항 반영 
  ※ 신천 침산낙조체험마당 포함

2021년

· 하중도 다목적광장(주차장) 정비 공사 시행(‘20.1.~‘20.12.)
·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 공사 시행(’20.1.~‘21.8.)
· 하중도 보도교(노곡교측면, 3호선연계) 설치 공사 시행(’20.1.~‘21.11.)
·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공사시행(‘21.12.~’22.12.)

 



 □ 사업개요
  ○ 사업면적 : A=262,500㎡ (하중도 223,000㎡, 신천 수변공원 39,500㎡)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 245억원
  ○ 사업내용
    - 하중도 개발  : 진출입보도교, 진출입램프설치, 다목적광장, 전망대, 
                     조명등, 편의시설 설치 등(당초 94억 ⇒ 변경 161억원)
    - 신천프로젝트 : 신천수변생태공원조성(52억/국:시), 침산낙조체험마당조성(32억)
                        신천프로젝트 총사업비 10월 정리예정(30억)
 □ 사업예산 (단위 : 억원)

 □ 추진실적

  ※ 하중도 방문객 : 2016년 133,700명, 2017년 355,300명, 2018년 286,560명, 2019년 264,599명(태풍영향권)
                  2020년 하중도 미 개방 (코로나19 확산방지) 

총 사업비 확보액 집행액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245 12 233 138 1 137 52 1 51

하중도 161 161 125 125 50 50

신천개발 84 12 72 13 1 12 2 1 1

일   자 추   진    내  용

2016. 11. ∙ 신천개발 기본계획 수립

2017. 09. ∙ 하중도 명소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2018. 05. ∙ 하천점용 사전협의  

2019. 08. ∙ 수변생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 8. 예정)

2019. 09. ∙ 노곡교 지하차도 경관개선 및 신천대로 옹벽녹화

2019. 1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대구지방환경청)

2019. 12. ∙ 하중도 명소화사업(진⋅출입로, 다목적광장, 보도교, 가로등)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19. 12. ∙ 하중도 명소화사업(진⋅출입로, 다목적광장, 보도교) 하천점용허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20. 01 ∙ 하중도 다목적광장(주차장) 정비공사 착공 ( ~ ‘20.12. 준공)

2020. 01 ∙ 하중도 진⋅출입로 램프 건설공사 착공 ( ~ ‘21. 8. 준공 예정)

2020. 01. ∙ 하중도 보도교(노곡교측면, 3호선연계) 설치공사 착공 ( ~ ‘21. 11. 준공 예정)

2020. 03. ∙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설계용역 중지 중(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중)

2020. 12. ∙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지방환경청)



 □ 향후계획

○ 2021. 10월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년 하반기 신천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선행 후 공사가능
  ○ 2021. 12월 ∼ 2022. 12월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본 사업의 94%가 지방비(시비)사업으로 코로나 관련 예산편중으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하중도가 2020년 12월 복원지구에서 친수지구 변경 따라 미 시행중인 하중도 內에 

전망대, 가로등, 편의시설 설치는 가능하여, 치수적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문화･관광시설과 축제･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19. 4월~ ’21. 8월)」에 포함하여 수립 후 시행 예정임

  ○ 대  책
    - 대구시에서는 금호강 북구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휴식과 충전을 위한 

자연친화적 수변공간 조성을 위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 친수지구 변경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한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원활한 협의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