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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공인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수신 안산단원경찰서장

(경유) 경비교통과장

제목 『첨단로 303 일대 도로 중앙선 절선』 건의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단로 303에 위치한 신세라믹㈜은 생산 제품 상차를 위해 대형 컨테이너 등 

방문 차량이 수시로 진출입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 앞 도로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

로 표시되어 있어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U턴도 여의치 않아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물류비 증대 및 대기오염 발생 등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첨단로 303 일대 도로 중앙선 절선』 건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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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로 303 일대 도로 중앙선 절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 신세라믹(주)은 1993년 반월공단으로 신축 이전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

던 소량 다품종의 세라믹 소재들을 상용화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수출을 통해 국익에 일조해 오고 있음.

□ 동 사업장은 생산 제품 상차를 위해 화물차 등 방문 차량이 수시로 진

출입하고 있으나 2016년 말 도로공사 전까지 없었던 중앙선이 이후 생기면

서 업무로 인한 방문 차량의 불편이 지속 발생되고 있음.

□ 황색 실선 중앙선으로 인해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U턴도 여의치 않아 원

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이로 인해 방문 차량의 물류비 증대 

및 대기 오염도 증가시키고 있음.

【 건의사항 】
□ 동 사업장 방문 차량의 업무 편의 도모 및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동 사업장 앞 도로 중앙선을 절선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불가능할 경우 근거리에서(엠티브이 6로) 유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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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라믹(주) 소재지인 첨단로 303 일대】

【현장 사진】

2016년 말 공사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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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선 또는 점선 변경 요청 지점

U턴 설치 지점 (엠티브이 6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