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8   위험도로 정비 사업 

 최종목표

m 급커브구간 및 교통사고 위험도로 정비로 군민의 생명 보호

m 안전사고 위험요인 제거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18 ~ 2022

m (사 업 량) 위험도로 정비 14개소

m (총사업비) 11,645백만원(국비 5,605, 도비 3,070, 군비 2,970)

m (대    상) 위임국도 4개소, 지방도 4개소, 군도 1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

m (주요내용) 위험도로 구조개선, 가드레일 설치 등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시설개량사업
계획 1개소 2개소 - 1개소 -

실적 1개소 2개소 -

구조개선사업
계획 - 5개소 4개소 - 1개소

실적 5개소 4개소

사업기간 2018~2022
총사업비
(백만원)

11,645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완료
종결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행률

○ ○ ○ ○ 100%

추진부서
(협조부서)

건설과
담 당 자
(연 락 처)

문지형

(5489)



 연도별 투자계획 및 확보(집행)실적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민선7기 투자계획 2022년 

이후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11,645 - 3,688 4,235 2,902 120 30 670

국비 5,605 - 2,099 2,625 531 - 15 335
도비 3,070 - 919 950 731 120 15 335
군비 2,970 - 670 660 1,640 - - -
기타 - - - - - - - -

 

   【확보(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실적 2022년 

이후2018 2019 2020 2021 2022. 6.

계
10,584

-
3,688 4,235 1,661 1,000

(8,749) (3,312) (3,950) (1,487)

국비
5,255

-
2,099 2,625 531

(4,838) (1,908) (2,450) (480)

도비
2,399

-
919 950 530

(2,128) (818) (840) (470)

군비 
2,930

-
670 660 600 1,000

(1,793) (596) (660) (537)
기타 - - -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분기) 추진실적 비고

2018
○ 북평 신홍 도로시설 개량공사

  - 교량정비1식/ 준공



 이후 추진계획

연도(분기) 추진실적 비고

2019

○ 군도 14호선 위험구간 시설개량

 - 시설개량 L=0.2km/ 안전시설물 설치 완료

○ 군도 17호선 위험구간 시설개량

 - 시설개량 L=0.12km/ 안전시설물 설치 완료

○ 현산 백포 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회전교차로설치 1식/ 준공

○ 화산 구성삼거리 위험도로 정비공사

 - 위험도로정비 L=0.2km/ 준공

○ 현산 봉동 위험도로 정비사업

 - 위험도로정비 L=0.4km/ 준공

○ 송지 산정 위임국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진출입로 개선 L=0.1km/ 준공

○ 북일 오소재 지방도 위험구간 개선사업

 - 위험도로정비 L=0.99km/ 준공

2020

(2분기)

○ 삼산 양촌제 가드레일 설치공사

 - 가드레일 설치 L=0.8km/ 준공

2020

(3분기)

○ 황산 소정 선형개량공사

  - 선형개량 L=0.1km / 준공

2020

(4분기)

○ 화산 갑길 위험도로 개선사업

 - 위험도로정비 L=0.35km/ 준공

○ 군도33호선 위헙도로 정비공사

  - 위험도로 정비 L=0.2lm / 준공

연도 세부 추진계획 비고

2021

○ 화산 사포 위험도로 정비사업 

 - 위험도로 정비 L=0.1km/ 준공 예정

○ 화원 성산 위험도로 정비사업

 - 위험도로 정비 L=0.3km/ 준공 예정

○ 마산 연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 위험도로 선형개량 L=0.43km/ 준공 예정

2022
○ 옥천 용정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 위험도로정비 L=1.7km/ 사업 준공 예정



 기대효과

 m 안전사고 위험요인 제거로 군민의 재산 및 생명 보호

 m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편익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