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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공인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수신 안산단원경찰서장

(경유) 경비교통과장

제목 『신원로 73 일대 도로 중앙선 절선』 건의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반월공단 신원로 73에 위치한 ㈜중일은 약 1,800억원의 연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으로 생산 제품 상차를 위해 대형 컨테이너 등 방문 차량이 수시로 진출입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 앞 도로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좌회전이 불가능

하고 U턴도 여의치 않아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물류비 증가 및 

대기오염 발생 등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원로 73 일대 도로 중앙선 절선』 건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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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로 73 일대 도로 중앙선 절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 ㈜중일은 1976년 창사 이래 납 제련 산업의 한 길로 매진해 온 회사로서 

현재 비철금속 업계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반월공단 내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해 오고 있음.

□ 동 사업장은 생산 제품 상차를 위해 대형 물류 운반 차량을 포함하여 

월평균 3,500여대(화물컨테이너 1,500여대, 임직원 차량 2,000여대)의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으나, 황색 실선 중앙선으로 인해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U턴도 

여의치 않아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 이로 인해 방문 차량의 물류비 증가 및 대기오염 발생뿐 아니라 부득이

방문 차량의 법규위반 사례가 일어남으로써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이는 신원로 

73 일대를 이용하는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됨.

□ 더욱이 동 사업장 옆에 소재한 안산도금단지는 진출입 차량이 동 사업장

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중앙선이 절선되어 있는 바, 중앙선 절선을 

연장함으로써 방문 차량의 접근성·편리성 및 교통 안전성을 높여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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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신원로 79(안산도금단지) 일대 중앙선 절선을 연장

하여 동 사업장 앞 도로 중앙선을 절선해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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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일 소재지인 신원로 73 일대】

【현장 사진】

절선 요청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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