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과장 이상근, 도시재생팀장 유병상(☎839-2386)]

8-10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10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 공약내용: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한 지역 경관개선으로 깨끗한 이미지 제공

◈ 공약이행 확인지표: 공사 준공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    치: 연천읍 차탄리 일원(대성카센터 ∼ 연천읍행정복지센터)

    ‣ (1단계, 금회추진) L=1.8km (시점: 차탄리 214-37 ~ 종점: 차탄리 34-2)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사 업 량: 한전주 지중화 1식, 통신주 지중화 1식

   - 사 업 비: 7,400백만원(군비 3,700, 기타 3,700), ※부담률 50:50

❍ 2단계, 향후추진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2년 지중화사업 승인 후 추진 가능

  - 위    치: 연천읍 현가리 일원(연천읍행정복지센터 ~ 현가삼거리)

   ‣ L=1.0km (시점: 현가리 468-2 ~ 종점: 현가리 466)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추진전략

   ‣ 경원선 전철 역사주변(연천, 전곡, 청산)에 대한 전선지중화사업 계획을 우선 수립

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연천군 전선지중화사업의 계획을 수립

   ‣ (건설과 도로팀) 연천군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중(계약심사완료 ’20.12.18.)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이행협약체결, 실시설계, 공사착공, 공사준공

 ❍ (실적) 이행협약체결, 실시설계, 공사착공, 공사준공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7,400 7,400

국비

도비

군비 3,700 3,700

기타 3,700 3,700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사 공정률

계획① 100 100 100

실적② 100 100 10

달성률②÷① 100% 100% 10%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0.  4. 13. 군수지시사항(2020-7호)으로 지중화계획 수립 지시

 ❍ 2020.  7. 23. 한전주 지중화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연천군→한전)

 ❍ 2020. 12. 24. ’21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지중화사업 승인 알림(한전)

 ❍ 2021.  1. 11. 연천읍 차탄리 지중화사업 이행협약서 체결 협조(한전)

 ❍ 2021.  3. 10. 이행협약서 체결(연천군⇔한국전력공사 연천지사장)

   - 근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산업부 고시 제2020-127호)



   - 주요내용

   

연천군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50%) 및 도로포장복구공사비(100%) 부담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확보 및 제공
▸도로점용료 감액 지원 등

한국전력공사
(통신포함)

▸사업계획 수립 등의 인·허가 업무
▸공사시행 및 감리 등 업무
▸각종 민원처리 및 사업비 정산업무 등

 ❍ 2021.  3. 15. ’21년 제2차 정기 지방재정 道 투자심사 대상사업 제출

 ❍ 2021.  5.     경기도 투자심사 완료

 ❍ 2021.  8.     실시설계 완료(한국전력공사, 통신사업자)

 ❍ 2021.  9.     ’21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및 공사착공

 ❍ 2021. 12.     공사준공

❍ 전곡읍 중앙로 지중화사업(’18년 이행완료, 지역경제과)

  - 위    치: 전곡농협 중앙지점 ∼ 전곡읍민회관

  - 사업기간: (당초) 2013. ∼ 2015.

             (변경) 2017.6.12. ∼ 2018.9.30.(2017.3.27. 재협약 체결)

  - 사 업 량: L=620m

   ‣ 전주 20개, 변압기 43기, 지상개폐기 1기 철거, 지상기기 12기(변압기 9, 개폐기 3)신설

   ‣ 통신선 지중화: SK브로드밴드(주)외 4개사

  - 사 업 비: 2,154백만원(도비 877, 군비 1,277)

   ‣ 위탁시행: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건설단, SK티엔에스(통신선 공사)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중앙부처․경기도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