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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확충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10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 공약내용: 주민의 교통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

◈ 공약이행 확인지표: 공영버스 노선확충, 광역버시 노선신설, 버스정보 안내기 확충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영버스 노선 확충사업: 3대 ⇒ 5대(폐선 및 감차지역 2대 보강)

   ‣ 광역버스 노선 신설: 1개 노선 6대(예비포함 8대)

    - 신서~서울(도봉산환승센터) 간 광역버스 신설, 일 23회 운행, 배차간격 30분

   ‣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충: 단말기 47대 ⇒ 100대

 ❍ 추진전략

   ‣ 교통소외지역 노선 공모사업 적극 참여

    - 경기도 공영버스 사업, 노선입찰제 기반 새경기 준공영제 등

   ‣ 국토교통부 주관 광역 BIS 구축사업 공모 사업 활용

    - 동두천시와 연계하여 3번 국도 축 BIS 조기 확충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버스정보안내기 36대 신설

 ❍ (실적) 광역버스 노선 신설: 1개노선 6대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5,071.7 100 4,971.6 200 1,498.4 1,353.2 960 960

국비 43.2 43.2

도비 377.2 377.2 125.2 84 84 84

군비 4,651.2 100 4,551.2 200 1,373.2 1,226 876 876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건)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영버스 확충
대수

계획① 5

실적② 5

달성률②÷① 100

광역버스 확충
대수

계획① 1

실적② 1

달성률②÷① 100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충 대수

계획① 100

실적② 112

달성률②÷① 112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공영버스 노선 확충사업

   - 2019. 1. 28. 경기도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확대 사업 선정(2대)

     · 신탄리역~동두천역 감차 보강, 교통취약지역 신서, 중면, 군남 보강

   - 2019. 7.  9. 사업자 선정 완료

   - 2019. 7. 17. 공영버스 한정면허 발급(연천교통)

   - 2019. 7. 26. 공영버스(33번) 운행 개시

   - 2019. 8.  6. 공영버스(35번) 운행 개시

   ‣ 광역버스 노선 신설사업

   - 2019. 1.  3. 노선입찰제 기반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 선정

   - 2019. 9. 10. 광역버스 세부사업계획 수립

   - 2019. 10. 10.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경기교통본부)

   - 2019. 11. 28.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업무 위‧수탁 협약(경기교통본부)

   - 2019. 12. 11. 사업자 선정 완료

   - 2019. 12. 16. 경기교통본부-연천군청-㈜연천교통 3자협상에 따른 협약

   - 2020.  1. 22. 광역버스 한정면허 발급

   - 2020.  4.  1.  광역버스 운행 개시

   ‣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충

   - 2019.  9.  5. 버스정보안내기 25개소 설치공사 완료(75개소 운영)



   - 2019.  9. 16. 국토교통부 주관 광역BIS 구축사업 선정(12개소)

   - 2019. 10. 31. 경기도 주관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 전광판 설치사업 선정(11개소)

   - 2019. 12. 10. 연천공영버스터미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1개소)

   - 2020.  5. 20. 광역BIS 구축사업 착수(12개소)

   - 2020.  5. 25. 외곽지역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 착수(11개소)

   - 2020.  6.  1. 연천군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 착수(13개소)

 ❍ 향후계획

   ‣ 2020. 7. 버스정보안내기 36개소 설치완료(112개소 운영)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중앙부처․경기도 동향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