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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군민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실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곡마을 이장 이기순입니다
1. 저희 양곡마을은 20가구에 남여 55명 그 중 학생이 8명입니다.
매일 8명의 학생을 등하교 하기 위해 25인승 차량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 진입로가 2곳이 있는데 이 곳 모두 심각한 도로 파손과 침하로 아이들에게 위험한 등 하교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도로 때문에 반대편 차량이 오면 한 곳은 교차하는게 힘이 들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빠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 다른 한 곳은 교차 자체가 힘이 들고 후진을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등교하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2. 진입로에서 100m안쪽에 커브 길이 있는데 반대편 차량이 보이지가 않아 2019년도에 3번의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2. 진입로에서 100m안쪽에 커브 길이 있는데 반대편 차량이 보이지가 않아 2019년도에 3번의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가 많아 접촉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2019년도에 차량과 전동차의 
접촉사고로 전동차는 폐차를 하였고 어르신은 심하게 부상 당하였습니다. 이곳도 좁은 도로 때문에 발생한 일 입니다. 
도로 확장을 하면 위험 요소가 해결됩니다. 도로 옆 공간이 2m정도가 공유지 입니다. 이 곳을 활용하여 안전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 관호밤실길 84-60길 앞쪽으로 도로 확장 공사를 3년 전에 하였습니다.그런데 이 곳은 도로 끝이 가드레일 설치가 되지 않아 
차량 바퀴가 빠지는 등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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