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Gimcheon, where everyone is happy!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 도시

1. 자족형 혁신도시

2. 원도심 재생

3. 교통망 확충

4. 지역간 균형발전

5.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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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천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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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 172㎞, ’19~’26,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 

 김천~문경 간 전철화사업의 성공적 추진  

: 73㎞, ’19~’30,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

 김천~전주 간 동서횡단 철도건설  

: 108.1㎞, ’20~’2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

 대구 광역권 전철망 김천연장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

 국도3호선, 59호선 확장사업  

: 44㎞, 4,230억원, ’16~’22, 16.5㎞, 495억원, ’17~’23

 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 김천대학교~봉산면 도로확장  

: 2.2㎞, 8m → 23m(2차선 → 4차선), ’18~’21

- 신음동 금음마을~아홉사리 도로개설  

: 0.7㎞(4차선), ’19~’21

- 대홍맨션~묘광마을 도로확장  

: 2.5㎞, 8m → 25m(2차선 → 4차선), ’19~’21

- 덕곡주공아파트~신월교 도로확장  

: 0.8㎞, 20m → 35m(4차선 → 6차선), ’19~’21

교통망 확충03

 대형 연합병원 건립 : 210병상 규모 (’19. 4월 착공신고)

 복합혁신센터 건립 : 363억원, ’17~’22

 추진사항

- 2019. 9. ~ 2020.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20. 3. ~ 2020. 6. : 중앙투자심사(2단계) 및  

                                        지방건설기술심의 이행

- 2020. 8. ~                 : 공사 착수  

 지능형교통신호체계 구축 : 7억원, ’19~’21

 도심순환버스 확대 : 혁신도시 2개, 원도심 2개 노선

 공공기관 연계 육성 : 188.5억원, OpenLAB 연계지원

자족형 혁신도시01

 도시재생사업

-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182억원

- 황금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57억원 

-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263억원

 황금시장 신규 주차장 조성 : 22.5억원

 시청-혁신도시 간 자가통신망 구축 : 8.5㎞, 1.3억원, ’19~’22'

 전선지중화 (중앙초등학교 ~ 국민은행) : 0.74km, '21

원도심 재생02

 강남북연결도로 개설공사 : 952억원, L=3.04㎞, ’18~’23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 490억원, L=2㎞, 터널 490m, ’16~’20

 교통택지~산업단지 간 도로개설 : 490억원, L=1.8㎞,’19~’22

 옥률~대룡 간 도로 개설 : 1,335억원, L=6.94㎞, ’15~’23

지역간 균형발전04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05

 대신지구 도시개발 : A=834,791㎡, 타당성 조사 중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 490억원, A=604,231㎡,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지좌 평화통일공원 조성 : 258억원, ’20~’22, 실시설계 용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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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합혁신센터 조감도

02  강남북 연결도로

03  경북보건대 인도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