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로유지관리분야

특정감사 현지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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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추진 소홀 (시정)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KS규격(KS M 6080)에서 2종, 4종, 5종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차선도색공사 추진시 미적용.

2. 도로제설용 자재(소금,염화칼슘) 검수 및 관리 소홀(주의)
❍ 겨울철 도로제설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에 따른 물품검수 시 ‘규격서’
에서 규정한 포장검사 미실시 등 제설자재 물품검수 소홀.

3.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소홀(시정)
❍ 도로법」제50조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규정에 따라

도로

의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유지보수를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유지․보수계획을 미 수립 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기
준에 부적합하게 관리되는 등 도로유지 및 관리 업무 소홀.

4. ○○○○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주의)
❍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포장의 색
상을 일반구간은 표층 고유의 색상(암회색)으로 하고 상충구간은 암적색
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일반구간에 암적색으로 시공하는 등 관련업무 소홀.

5. 도로점용(굴착) 사후관리 소홀(시정)
❍ 「도로법」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도로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도로
굴착 시 안전대책 이행점검 및 준공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준공확인 미이행 등 사후관리 소홀.

〈정선군〉
1.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소홀(시정)
❍ 도로관리청은 년 1회 이상 도로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
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2014년부터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현지 확인결과 배수로 준설․맨홀숭상․과속방지턱 도색미실시 등 도로정
비 소홀

2.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 하수관로공사 2건에 대하여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으며, 도로굴착공사 27건 중 26건에 대하여 준공검사 미실시

3.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14년부터 설치 및 철거한 과속방지턱 13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규
격미달, 주의표지 미설치, 보조표지 미설치 등 설치기준 부적합
※ 너비미달 2개소, 높이초과․미달 2개소, 주의표지 미설치 1개소, 보조표지 미설치 13개소

4. 도로점용료 과다 부과(시정)
❍ 근린생활시설의 도로점용료 산정․부과시에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도
로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하나 전액 부과.(18건, 환급 1,386천 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1.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추진 소홀(주의)
❍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시 양쪽 단부 지주에 각각 2개이상의 제품 설치 표
시를 부착하여야 하는데도 설치표시 미부착.
※ 설치표시 : 제품모델명, 성능등급, 제작회사, 설치연·월·일, 도로관리기관

2. 도로제설용 자재(소금,염화칼슘) 검수 및 관리 소홀(주의)
❍ 겨울철 도로제설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에 따른 물품검수 시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검사 및 포장검사 미실시 등 제설자재 물품검수 소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1. 교량·터널 시선유도시설 미설치(시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량 진입부, 터널 입
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 시인성 증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시선유도시설 미설치.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부적정(시정)
❍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기능 유
지와 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하는데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미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