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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원별 기간별 진행률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임기 내 임기 후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사업명 위치 규모 사업비(백만원)

계 4개소 L=2,845m 1,200
(국800, 시400)

부곡복지관길 삼동 284-1 일원 L=425m, B=2.5~3m
(보도신설) 300(국비)

민백길, 백운초등길 내손동 713-14 일원  L=401m,  B=2.0m
(보도신설) 200(시비)

오전로 오전동 862번지 일원 L=1,492m, B=0.7~3.0m
(보도확장 및 정비) 500(국비)

부곡초등3길 삼동 150-56번지 일원 L=527m, B=1.3~2.0m
(보도설치 및 정비) 200(시비)

 ❍ 연차별 투자소요액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200 300 200 250 250 200

국비 800 300 250 250

시비 400 200 200



 연도별 성과지표 

최종목표 보행친화형 도로개선 4개소 완료(2022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보행친화형 도로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8. 8. 14.
○ 부곡복지관길 일원 보도정비 및 보도설치 

30

2019년 ○ 부곡초등3길(어린이보호구역) 보도신설 및 노후보도 정비 15

2020년 ○ 오전로1구간(오전초~무궁화아파트 사거리) 보도설치 및 정비 20

2021년 ○ 오전로2구간(무궁화아파트 사거리~고천체육공원앞) 보도 정비 20

2022년
○ 민백길, 백운초등길 일원 일방통행로 지정 
○ 보도 설치, 정비, 안전시설 설치

15

 추진실적

❍ 보행친화형 도로개선사업 실시설계: 2018. 8 ~ 11월

❍ 부곡복지관길 일방통행 지정: 2018. 10월

❍ 부곡초등3길 노상주차장 폐지: 2018. 10월

❍ 부곡초등3길(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신설 및 정비 완료: 2018. 11월

❍ 부곡복지관길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 완료: 2018. 12. 6.

❍ 오전로1구간(여성회관~무궁화아파트 사거리) 보도 정비 완료: 2020. 10. 1.

❍ 민백길, 백운초등길 보도 설치를 위한 노상주차장 관련 협의 완료: 2020. 11. 9.

   ※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불가

❍ 오전로2 옹벽구간 지적경계 측량 의뢰: 2020. 11. 24.

❍ 민백길~백운초등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발주: 2021. 2. 3.
   ※ 사업기간: 2021. 2. 23. ~ 2021. 4. 23.

❍ 민백길~백운초등길 보도 신설 및 정비 완료: 2021. 4. 23.

❍ 오전로2구간 보행환경 개선공사 완료: 2021. 9. 3.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1,200 550 650 1,200 550 650
2018년 500 300 200 500 300 200
2019년
2020년 250 250 250 250
2021년 450 250(조) 200 450 250(조) 200

[도로건설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이은혁 장세진 오동영
연락처 345-3350 345-3371 345-3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