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 학교 주변 스쿨존 확대 및 교통안전 대책 강화

임기구분 지속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제도적 지원 필요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지속사업

주관부서 도로철도과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배정현(6850), 담당 김영균(6770), 담당자 조성흠(6345)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확대, 교통안전 대책 강화

  ❍ 사업위치 : 김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 사업기간 : 2018. ~ 2022.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주요내용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확대

     가. 초등학교,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완료.(70개소)

     나. 교육청 협의 통한 미지정 어린이집, 유치원 지정 확대

    2. 교통안전 대책 강화

     가. 사고 잦은곳에 대한 진단 및 시설물 설치 강화

       1) 어린이보호구역 알림 표지판·노면표시 강화

       2) 무단횡단 방지 및 과속방지 시설물 설치

       3)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 추진실적

  ❍ 2018년 :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색 유지보수(88백만원) 시행

  ❍ 2019년 : 과속방지턱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색 유지보수(88백만원) 시행

  ❍ 2020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정비(325백만원) 시행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현황 조사

  ·교육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협조 전수조사

2019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공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및 노면표시, 시설물 보강

2020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공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및 노면표시, 시설물 보강

2021 -지속·주기적 점검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2022 -지속·주기적 점검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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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사진대지 

킨더하바유치원(19년 신규 지정)

시설물 전경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신규지정에 따른 시설물 보강은 물론 기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사전 협의 및 의견조율 필요

□ 기대효과

  ❍ 스쿨존 확대 및 시설물 보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스쿨존 내 시인성 강화를 통한 운전자 경각심 고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