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항 관리카드
관리분야

지역개발

관리번호

공 약 명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격별

사업구분

기간별(임기내)

사업비별

재원별

신규 계속 완료 착수 기반조성 예산 비예산 국도비 군비 기타

○

사업주체

3-19

○

○

국가 도 자체 민간

○

주관부서

도시재생과

○

○

사업기간

2015~2022

관련부처

충청남도

소요사업비
77,531백만원

팀 장 김기환(☎1846)
담당자 강태임(☎1738)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주거밀집지역의 도로개설을 통한 재난에 신속한 대응
체계적인 도로망구축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 사업대상 : 홍성군 내 도시계획도로(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 사업내용 : 실시설계 추진, 실시계획 인가 고시, 보상협의 추진, 도로개설
사업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비

고

2018년

2019년

2020년

·실시설계
추진계획 ·보상협의
·도로개설

·실시설계
·보상협의
·도로개설

·실시설계
·보상협의
·도로개설

2021년
·실시설계
·보상협의
·도로개설

2022년

임기 후

·실시설계
·보상협의
·도로개설

·실시설계
·보상협의
·도로개설

□ 연차별 투자계획
❍ 재원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소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계

기투자

77,531 32,000

2,100

1,000

75,431 31,000

임기 중 투자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100 11,806

100

8,450

5,675

12,500

8,450

5,675

12,500

1,000

7,000 10,806

향후

□ 그동안 추진실적
기 간

추진계획

추진실적
• 사업 추진중 14건

2018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2-1호)
- 신동아아파트~대왕주유소 도로확장사업(중로1-7호)
- 홍성읍 대교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2-187호)
- 오관1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2-127호)
- 덕명초~신촌삼거리간 도로개설(중로2-1호)
- 갈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소로2-24호)
- 서해삼육초~광천중교간 연결도로개설(소로1-3호)
- 오관8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2-28호)
- 농어촌공사~월산2구 연결도로개설(중로1-10호)
- 홍성읍 대교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1-1호)
- 미주아파트~우주은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28호)
- 홍성의료원~홍성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34호)
- 광천고~거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22호)
- 남장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76호)

• 사업 완료 2건
- 고암2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2-63호)(2차 구간)
- 광천읍 신진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3-38호)

• 사업 추진중 17건

2019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2-1호)
오관1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2-127호)
덕명초~신촌삼거리간 도로개설(중로2-1호)
오관8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2-28호)
농어촌공사~월산2구 연결도로개설(중로1-10호)
홍성읍 대교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1-1호)
미주아파트~우주은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28호)
홍성의료원~홍성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34호)
남장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76호)
제일은행~신천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홍성소로3-8호)
현대아파트~세광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홍성소로2-170호)
조양문~구 하나은행간 도로확장사업(홍성대로3-1호)
마구형사거리 교차로개선사업(홍성중로3-1, 1-1호)
광천 원동시장 도로개설사업(광천소로3-25호)
엄마슈퍼~림스모텔간 도로개설사업(홍성소로3-119호)
코오롱보일러~원우주택간 도로개설사업
부흥슈퍼~칠성빌라간 도로개설사업(홍성중로2-3호)

• 사업 완료 5건
-

신동아아파트~대왕주유소 도로확장사업(중로1-7호)
홍성읍 대교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2-187호)
서해삼육초~광천중교간 연결도로개설(소로1-3호)
광천고~거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22호)
갈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소로2-24호)

• 사업 추진중 19건

2020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1-6호,중로1-10호)
오관1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2-127호)
오관8리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2-28호)
미주아파트~우주은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28호)
홍성의료원~홍성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34호
제일은행~신천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홍성소로3-8호)
현대아파트~세광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홍성소로2-170호)
조양문~구 하나은행간 도로확장사업(홍성대로3-1호)
마구형사거리 교차로개선사업(홍성중로3-1, 1-1호)
광천 원동시장 도로개설사업(광천소로3-25호)
엄마슈퍼~림스모텔간 도로개설사업(홍성소로3-119호)
코오롱보일러~원우주택간 도로개설사업
보건소~새뜰마을지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홍성여고~대교2리 마을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진입도로 개설사업
농어촌공사~월산2구 연결도로개설(중로1-10호)
홍성읍 대교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1-1호)
덕명초~신촌삼거리간 도로개설(중로2-1호)
부흥슈퍼~칠성빌라간 도로개설사업(홍성중로2-3호)

• 사업 완료 1건
- 남장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76호)

비 고

기 간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 사업 추진중 17건

2021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1-6호,중로1-10호)
홍성의료원~홍성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2-34호)
동양양복점~우정오토바이간 도로개설(소로2-29호)
코오롱보일러~원우주택간 도로개설사업
엄마슈퍼~림스모텔간 도로개설사업(홍성소로3-119호)
제일은행~신천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홍성소로3-8호)
현대아파트~세광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홍성소로2-170호)
보건소~새뜰마을지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신랑1동~광천읍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새마을회관~농어촌공사간 도로개설
옥암지구~홍성경찰서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광천우체국~하상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광천소로2-8호)
갈산119안전센터~이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교3리~의사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향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오관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홍성여고~대교2리 마을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 사업 완료 2건
- 대교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소로1-1호)
- 덕명초~신촌삼거리간 도로개설(중로2-1호)

□ 문제점 및 대책
❍ 홍성군 제2016-1050호 홍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적극 추진할 계획이나,
❍ 많은 군비가 소요됨에 따라 재정 여건상 2021년까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된 지역에 대한 100% 도로개설 불가
⟹ 2021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률 60%를 목표로 사업 추진 및 사업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 향후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시설(도로)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예산확보 및 단계별집행계획대로
사업 추진 노력

□ 증빙자료 첨부 (2021년 준공사진)

덕명초 ~ 신촌삼거리간 도로개설(중로2-1호)

대교3리 도로개설(소로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