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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관내 위험도로 경사지 완화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90%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신규

◈ 공약내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위험도로 경사지 정비 : 

◈ 공약이행 확인지표 공사 준공 시설물 설치 완료: ( )

사업 개요

검토대상 지방도 호선 외 개 노선     : 372 8

지방도 호선 등 개소 안전시설물 설치완료   - 372 6

군도 호선 안전시설물 설치예정 년   - 4 (2021 )

군도 호선 등 개소 신규 개설             - 6 2

번호 노    선    명 위         치 검토사항 추진사항 소요사업비
백만원( ) 비고

계 1,080

1 지방도 호선372 되너미 고개 청산( ) 염수분사장치 
설치 설치완료 200 도로

관리

2 지방도 호선372 황지리 고개 군남( ) 염수분사장치 
설치 설치완료 200 도로

관리

3 군도 호선4 아미리고개아미리 구미리( ~ ) 염수분사장치
설치

년 2021
설치예정 200 도로

관리

4 군도 호선6 왕징면 동중리 ~ 
백학면 석장리 신규개설 공사추진 - 도로

5 군도 호선9 꽃봉산 와초리 내산리( ~ ) 결빙취약구간 
안전표지판 설치   설치완료 20 도로

관리

6 전곡리도 호선201 고능리 고개 이동식 염수분사 
장치 설치 설치완료 30 도로

관리

7 군남리도 호선102 옥계리고개 옥계리 중면( ~ ) 염수분사장치 
설치 설치완료 400 도로

관리

8 신서리도 호선201 신서면 대광리
소목계 일원( ) 신규개설 설계중 - 도로

9 준용도로
구 번국도( 37 ) 백의리 고개 이동식 염수분사 

장치 설치 설치완료 30 도로
관리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계획( ) 신규 개설 및 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실적 신규 개설 및 시설물 설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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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백만원( )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580 1,580 1,380 200

국비

도비 712 712 612 100

군비 868 868 768 100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 %)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위험도로 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추진율

계획① 100 10 100

실적② 10 10 100

달성률 ÷② ① 100% 100% 100%

시설물 설치 공정률

계획① 100 80 100

실적② 90 80 90

달성률 ÷② ① 90 100 90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위험도로 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발주2020.03. : 

용역 완료 2020.06. : 

               ※ 용역 검토 결과 대상지 도로가 시설 및 구조에 적합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 

 2020.08. : 관내 위험도로 경사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 예산 확보

도로안전시설물 염수분사장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 완료  2020.12. : ( )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중앙부처 경기도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