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2 효율적인 도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제설,제빙)

임기구분 지속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제도적 지원 필요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이행후 지속추진

주관부서 도로철도과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김창현(6850), 팀장 김영균(6770), 담당자 김동관(6660)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겨울철 관내 도로에 신속한 제설 및 결빙제거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 도로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시설물 관리

  ❍ 사업위치 : 관내 1,066개 노선 1,144㎞

  ❍ 사업기간 : 제설대책기간(매년 12.1. ~ 3.15.)

  ❍ 소요예산 : 연간 300백만원

  ❍ 주요내용

   [제설, 제빙 분야]

    - 교통두절(10개소) 및 상습결빙(12개소) 구간 빙방사 설치(11월)

    - 국토관리사무소, 모니터 요원 등을 통한 기상 및 도로정보수집을 

위한 연락망 구축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적설관측 CCTV(2개소) 및 재난영상정보시스템(14개) 연계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모래살포기, 트랙터부착용 제설기(112대)를 읍면동에 배치하여 

      읍면동장 책임하에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및 혁신도시 중점 관리 후  외곽도로 작업 실시



   [일반 도로관리 분야]

    - 도로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포장상태·구조물 안전도·비탈면 관리 등)

□ 추진실적

  ❍ 2018년
    - 2018. 11. : 2018년 동절기 도로 제설·제빙대책 수립 및 시행

    - 제설대책기간 30여회 제설·제빙 작업실시

    - 빙방사 5만개, 제설함 160개 등 설치

    - 장비동원 11대(15톤 6, 3.5톤 1, 2.5톤 1, 1톤 2, 굴삭기 1)

    - 인력동원 21명(도로정비 5, 도로보수원 13, 용역 2, 도지원 1)

    - 제설자재 확보(염화칼슘 173톤, 소금 463톤, 모래 1,000㎥)

  ❍ 2019년
    - 2019. 11. : 2019년 동절기 도로 제설·제빙대책 수립 및 시행

    - 제설대책기간 10여회 제설·제빙 작업실시

    - 빙방사 5만개, 제설함 200개 등 설치

    - 장비동원 11대(15톤 6, 3.5톤 1, 2.5톤 1, 1톤 2, 굴삭기 1)

    - 인력동원 21명(도로정비 5, 도로보수원 13, 용역 2, 도지원 1)

    - 제설자재 확보(염화칼슘 170톤, 소금 700톤, 모래 1,000㎥)

     ※ 산간오지, 사찰(암자), 교회 등에 대하여 사전 제설재 배포   

        실시로 호응도 좋음.

  ❍ 2020년
    - 사전준비(‘20.10.~11.)

      ‧ 제설자재 확보(염화칼슘 250t, 소금500t, 모래 3,000㎡)

      ‧ 빙방사 제작 및 비치 : 40,000여개, 4,200개소

      ‧ 제설장비 점검 및 제설기 및 삽날 교체

      ‧ 읍면동 제설작업용 트랙터 부착

    - 제설대책수립(‘20.11.) 제설 상황실 운영 및 노선별 제설계획 수립 등

    - 제설대책추진(‘20.12.~‘21.3.)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기상특보 발효 시 지속추진

2019 기상특보 발효 시 지속추진

2020 기상특보 발효 시 지속추진

2021 기상특보 발효 시 지속추진

2022 기상특보 발효 시 지속추진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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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계 1,180 80 1,100 300 300 300 200

국비

도비

시비 1,180 80 1,100 300 300 300 200

민자

기타



□ 위치도 및 사진대지 

  ❍ 제설작업 차량별 작업구간 노선도

    1) 시내구간

• 1호차(15톤)

• 2호차(15톤)

• 3호차(15톤)
• 4호차(3.5톤)

• 5호차(2.5톤)

• 6호차(1톤)

• 7호차(1톤)



    2) 혁신도시 구간

• 임차1호차(15톤)

• 임차2호차(15톤)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폭설 시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민원이 많이 발생

   ⇒ 사전 설치한 빙방사 활용 또는 골목길 내 집 앞 눈치우기  

 관련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홍보

□ 기대효과

  ❍ 재해 대비 선제적 대응을 통한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

  ❍ 도로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육안조사 및 민원에 의존하던 관리 

방식에서 객관적․과학적 인 관리 기준 도입으로 효율성, 경제성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