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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7 – 1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2. 2.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해당없음)

○ 도로명주소(폐지)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해당없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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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49-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272
2017-02-02 신축 2009-11-13

옛 지명(간량골,간량동)을 이용하여

간양길로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 18-6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당곡옥전길 303
2017-02-02 신축 2009-11-13

당곡리와 옥전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당곡리,옥전리)를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44-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양산길 146-29
2017-02-02 신축 2009-11-13 관양산을 가는 도로에서 유래

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102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성리서내길 73-18
2017-02-02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성리)과 서내다리에서 유래된

고유지명(서내)을 이용하여 명명

5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월송리 236-8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남로 299
2017-02-02 신축 2009-11-13

예당저수지의 남쪽도로 지역적 특색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149-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2길 25
2017-02-02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복당리)을 이용하여 명명

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27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515-20
2017-02-02 신축 2011-12-05

추사고택을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특색을

반영

8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월산리 17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산단1길144

(극동에치팜(주))

2017-02-02 신축 2013-11-06

예산군 일반산업단지내 도로로 주소의

일관성 유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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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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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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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7 – 1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2. 6.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
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

경일 변경사유

(해당없음)

○ 도로명주소(폐지)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해당없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8)으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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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528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충서로252

(보령제약(주) 경비실)

2017-02-06 신축 2009-08-25 충청남도 서쪽의 중심도로로 방위사용

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역리 131-1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외뜸말길 98-22
2017-02-06 신축 2009-11-13

다락미(다락산)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말을에서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갈신리 119-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696-21
2017-02-06 신축 2009-11-13

형제고개를 경유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

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552-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중앙길 96
2017-02-06 신축 2014-05-30

광천리 중앙에 위치한 마을로 행정구역명과

위치를 이용하여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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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지번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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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세부내역

연번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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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고시 제2016 – 16호

덕산도립공원 사업시행계획(공원시설:휴게소) 승인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덕산도립공원

사업시행계획(공원시설:휴게소)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예 산 군 수

1. 사업명칭 : 덕산도립공원 공원시설(휴게소) 신설

2. 사업시행자 : 윤정수(개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57-3번지 외 3필지

나. 면 적 : 1,648㎡

다. 사업규모

- 휴게시설 신축 : 지상 1층(건축면적: 189.3㎡)

- 부지조성 : 우·오수처리시설 및 조경석쌓기 등 A=1,648㎡

4. 사업시행기간 : 2017년 2월 6일 ～ 2018년 12월 31일

5. 공원시설 배치계획·기본구조 : 붙임 참조

6. 열람장소 : 예산군 환경과

7.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8. 기타사항 : 관계서류를 예산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예산군청 환경과 ☎ 041-339-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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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시설 배치계획·기본구조

부지개요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57-3번지 외 3필지

지역,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계획면적 잔여면적 비고

57-3 전 1,421 1,075 346 건축

57-5 전 4,126 306 3,820 건축

466 도 717 44 673

55-1 전 397 223 174

합계 6,661 1,648 5,013

주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개요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  고

1 1
휴게음식점 174.78 건축대지면적 1,381㎡

(상가리 57-3, 57-5)소매점 9.72

합   계 184.50

건축면적 184.50 ÷ 4.80 = 189.30㎡

연 면 적 184.50㎡

건 폐 율 189.30 ÷ 1,381.00㎡ × 100 = 13.71%

용 적 율 184.50 ÷ 1,381.00㎡ × 100 = 13.36%

구조/지붕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높    이 7.60m

정 화 조

산  출  근  거 설치용량

음식점 : 174.78×0.175=30.6인, 70ℓ/㎡ = 12.23ton

소매점 : 9.72×0.075=0.7인, 15ℓ/㎡ = 0.15ton

※ 합계 : 12.92ton

오수정화조

16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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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 2017 - 17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고 시

토르시디유한회사 이재걸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L-3블록        

(목리 840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02월 07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내포신도시 RL-3블록 도나우타운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토르시디유한회사 대표 이재걸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문로 5(오치동, 도나우타운)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L-3블록 (목리 840번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주택건설 ◦ 대지면적 : 21,129.40000㎡

◦ 연 면 적 : 37,733.4221㎡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민간임대8년

◦ 사업규모 : 주9동(지하1층,6∼7층)/ 223세대

- A형(전용면적 84.3152㎡) : 165세대

- B형(전용면적 78.4246㎡) : 58세대

38,293,560천원

5. 사업기간 : 2017.03.01 ～ 2018.06.30 (예정)

6. 사업승인 : 2017.02.01 (2017-도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7.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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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 2017 - 18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승 인 고 시

주식회사심산건설 이상일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L-4블록        

(목리 127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02월 07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내포신도시 RL-4블록 도나우타운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주식회사심산건설 대표 이상일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315번길 51-3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L-4블록 (목리 1271번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주택건설 ◦ 대지면적 : 31,263.8000㎡

◦ 연 면 적 : 57,029.1028㎡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방법 : 민간임대8년

◦ 사업규모 : 주13동(지하1층,6∼7층)/ 329세대

- A형(전용면적 84.3152㎡) : 251세대

- B형(전용면적 78.4246㎡) : 78세대

57,147,719천원

5. 사업기간 : 2017.03.01 ～ 2018.06.30 (예정)

6. 사업승인 : 2017.02.01 (2017-도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7.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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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7 - 19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2. 사업목적 : 미간지(임야)를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 만들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사업내용 및 구역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산28(임)

나. 면 적 ┏ 당초 : 5,550㎡(지적 : 28,264㎡)
┗ 변경 : 4,890㎡

다. 개간목적 : 과

4. 사업비소요액 ┏ 당초 : 금88,000,000원(금팔천팔백만원)
┗ 변경 : 금54,500,000원(금오천사백오십만원)

5. 사업예정기간 : 2016. 8. 10. ∼ 2017. 7. 30.

6. 사업의 효과 : 미간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하여 개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김병*[세종시 달빛로 211 1006동 1404호 범지기마을아파트(신청동)]

8. 기타사항 : 관련부서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 041-339-7663)



제 466호                     군             보             2017.  2.  15.(수)

- 14 -

예산군 고시 제 2017 – 20호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개간대상지 

선정조건을 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개간사업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8.

예 산 군 수

○ 계획의 개요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

개간
면적
(㎡)

개간
목적

사 업 시 행 자

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신양 연리 산55 임 15,769 10,860 과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6, 108동 403호

(용화동, 온천마을아파트) 
오 은 *

○ 공고 기간 : 2017. 2. 8. 〜 2017. 3. 9.까지(30일간)

○ 상기 대상지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339-7663)에게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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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 – 156호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14.2.17.)를 계기로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

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45(2015.12.31.)호]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건축물관

리자의 제설책임을 의무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m 제설·제빙에 대한 용어

   -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m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범위, 시기

   -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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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제설·제빙에 방법 

   - 시설물 지붕에 관한 제설방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안전관리과 (참조 : 복구지원팀 ☏ 

041-339-7775, fax : 041-339-77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16. 2. 8 ~ 2016. 2. 28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

      (우편번호 32435)

※ 붙임 :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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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예산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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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등을 말한다.

  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 (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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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다.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구조물로 형성된 지붕구간

제5조 (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 폭풍 ․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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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 (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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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kN/㎡)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이상으로 한다.(KB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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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그림 0304.2.1>기본지상적설하중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시, 군을 단위로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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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 - 168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예   산   군   수

❍ 공인등록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신조등록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17. 2. 9.(목)

❍ 공인폐기 사유 : 신조공인등록에 따른 구)공인 폐기

❍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 2017. 2.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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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폐기) 공인내역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

공인

민원실

예산군수인

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신조등록
민원실

예산군수인

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폐기

공인

민원실

예산군수인

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신조공인

등록에 따른 

구)공인 폐기

민원실

예산군수인

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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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 - 169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예   산   군   수

❍ 공인등록 사유 :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17. 2. 9.(목)

❍ 공인폐기 사유 :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폐기

❍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 2017. 2. 9.(목)



제 466호                     군             보             2017.  2.  15.(수)

- 26 -

폐기 공인내역 

 [응봉면사무소]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응봉면

응봉면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응봉면

응봉면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응봉면

예산군수인

응봉면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응봉면

예산군수인

응봉면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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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인내역 

 [응봉면사무소]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

공인

응봉면

응봉면장인

통합민원용 

(종직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응봉면

응봉면장인

통합민원용 

(횡직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응봉면

예산군수인

응봉면통합민원용

(종직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응봉면

예산군수인

응봉면통합민원용

(횡직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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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 - 175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예   산   군   수

❍ 공인등록 사유 :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17. 2. 10.(금)

❍ 공인폐기 사유 :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 2017. 2.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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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공인내역 

 [예산읍사무소 - NIS2070498]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예산읍

예산읍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예산읍

예산읍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읍

예산군수인

예산읍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읍

예산군수인

예산읍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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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공인내역 

 [예산읍사무소(신례원복지회관) - NIS2080174]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예산읍

예산읍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신례원 

복지회관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예산읍

예산읍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읍

예산군수인

예산읍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읍

예산군수인

예산읍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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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인내역 

 [예산읍사무소 - NIS217073]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

공인

예산읍

예산읍장인

통합민원용 

(종직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예산읍

예산읍장인

통합민원용 

(횡직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읍

예산군수인

예산읍통합민원용

(종직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읍

예산군수인

예산읍통합민원용

(횡직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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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인내역 

 [예산읍사무소(신례원복지회관) - NIS217074]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

공인

예산읍

예산읍장인

통합민원용 

(종직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신례원

복지회관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예산읍

예산읍장인

통합민원용 

(횡직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읍

예산군수인

예산읍통합민원용

(종직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예산읍

예산군수인

예산읍통합민원용

(횡직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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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177호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7년  2월  9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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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9조)

   - 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       

회피 장치 마련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안 제17조)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안 제18조)

   - 군 및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을 규정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안 제19조)

   -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

    (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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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예산군청(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주소 : (우)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 전화 : 041-339-7725, FAX : 041-339-7709

※ 붙 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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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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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

업

2.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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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

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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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

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

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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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

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

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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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

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

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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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

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

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충청남도 또는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

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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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

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군의 해당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

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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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

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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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7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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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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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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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178호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7년  2월  9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예산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범죄예방 다자인 우선 적용대상(안 제3조)

  ❍ 범죄예방 다자인의 기본원칙(안 제4조)

  ❍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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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

    (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예산군청(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 주소 : (우)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 전화 : 041-339-7725, FAX : 041-339-7709

※ 붙 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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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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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을 할 수 있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

개선사업 등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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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

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

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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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및 예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

다.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군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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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인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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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 - 179호

2016년도 예산군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공고(공시)

 국민안전처에서 방재정책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역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16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3조의3

(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합니다.

2017.  2.  10.

예  산  군  수

전년대비 2016년도 예산군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구 분 2015년 진단결과 2016 진단결과

시도 시군구
위험
환경 

위험
관리
능력

방재
성능

지역
안전도

등급
위험
환경 

위험
관리
능력

방재
성능

지역
안전도

등급

충남 예산군 0.415 0.745 0.364 0.801 10 0.409 0.865 0.693 0.52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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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180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예   산   군   수

❍ 공인등록 사유 :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17. 2. 10.(금)

❍ 공인폐기 사유 :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 2017. 2.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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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공인내역 
[봉산면]IS-2000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봉산면

봉산면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신조등록
봉산면

봉산면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봉산면

예산군수인

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신조등록
봉산면

예산군수인

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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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인내역 
[봉산면]IS-2000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

공인

봉산면

봉산면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신조등록
봉산면

봉산면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봉산면

예산군수인

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신조등록
봉산면

예산군수인

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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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181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예   산   군   수

❍ 공인등록 사유 :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17. 2. 13.(월)

❍ 공인폐기 사유 :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 2017. 2.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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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공인내역 

 [삽교읍사무소] 기번: NIS2070499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삽교읍

삽교읍장인

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삽교읍

삽교읍장인

통합민원용

2.3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삽교읍

예산군수인

삽교읍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삽교읍

예산군수인

삽교읍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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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인내역 

 [삽교읍사무소]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

공인

삽교읍

삽교읍장인

통합민원용 

(종직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삽교읍

삽교읍장인

통합민원용 

(횡직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삽교읍

예산군수인

삽교읍통합민원용

(종직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삽교읍

예산군수인

삽교읍통합민원용

(횡직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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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 - 186호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여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지급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적게 지급되고 있어 지
급액을 인상하여 현실화 시키고자 함.

❍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개정에 따른 검사위원 선임의 내용
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2조 “위원의 정수는 3명이상 5명 이하로 한다”를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로 변경

❍ 별표 2의 일비 및 여비기준표의 일비를 “70,000원”에서 “100,000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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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3.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32435,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재무과(전화 041-339-7385, FAX 041-339-7359)

5.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41-339-7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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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검사위원”으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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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

치법」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결

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과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

-----------------------------

- 검사위원-------------------

-----------------------------

--------------------------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

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

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의회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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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일비 및 여비기준표(제13조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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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일비 및 여비기준표(제13조관련)

〔개정후〕

일비 및 여비기준표(제13조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상당액

구       분 액            수

일       비 7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상의 제3호 상당액



제 466호                     군             보             2017.  2.  15.(수)

- 68 -

【참  고】

 시군별 결산검사위원 일비지급현황
   (단위 : 원)

시 ․ 군 별 지  급  액 비   고

충 남 도 청 130,000

천 안 시 120,000

공 주 시 100,000

보 령 시 100,000

아 산 시
70,000

(1일2시간초과시 30,000원 추가지급)

서 산 시 130,000

논 산 시 150,000

계 룡 시 100,000

당 진 시 100,000

금 산 군
70,000

(1일2시간초과시 30,000원 추가지급)

부 여 군 70,000

서 천 군 100,000 유선확인

청 양 군 100,00

홍 성 군 100,000

예 산 군 70,000

태 안 군 100,000 유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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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 - 187호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 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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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조례안 제1조)

-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조례안 제2조, 제3조)

- 기금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함.

다.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심의 (조례안 제4조, 제5조)

- 기금의 운용 및 심의에 대한 사항 규정

라 . 기금의 계획 (조례안 제6조 )

- 지방기금법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규정

마 . 회계공무원 (조례안 제7조 )

-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규정

바. 기금의 결산 (조례안 제8조)

- 지방기금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에 대한

사항 규정

사. 관계규정의 준용 등 (조례안 제9조)

- 기금관리에 관한 관계규정의 준용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3월 2일 18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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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우)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도시재생과

❍ 전 화 : 041) 339-7724, FAX 041) 339-7709

❍ 이메일 : maroo21@korea.kr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도시재생과(담당자 배윤희, 전화 041-339-7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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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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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예산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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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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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189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예산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9조(공고),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예   산   군   수

❍ 공인등록 사유 :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 2017. 2. 13.(월)

❍ 공인폐기 사유 :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 폐기공인 폐기연월일 : 2017. 2.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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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공인내역 

 [광시면사무소]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광시면

광시면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광시면

광시면장인

통합민원용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광시면

예산군수인

광시면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광시면

예산군수인

광시면통합민원용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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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인내역 

 [광시면사무소]

구분 공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사유 비고

등록

공인

광시면

광시면장인

통합민원용

(종직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등록

광시면

광시면장인

통합민원용

(횡직인)

2.1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광시면

예산군수인

광시면통합민원용

(종직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광시면

예산군수인

광시면통합민원용

(횡직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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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17-195호

신조공인 공고

「예산군공인조례」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예   산   군   수

❍ 공인신조 사유 :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등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 공인등록 연월일 : 2017. 2. 20.

❍ 등록공인 사용개시일 : 2017. 2. 20.

❍ 공인 신조 내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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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인등록내역

공 인 명 규격및서체 인 영 신조(개각) 사유 비 고

예산군수인

(전자이미지

공인)

2.4cm 정방형 

한글 전서체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등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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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7 - 198호

충청남도(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안) 공람 공고

  1.「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2. 14.

                                예 산 군 수

 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개요

   - 명    칭 : 예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안)

   - 사업의 종류 : 기반시설사업(5건)

   - 위    치 : 덕산면 사동리 외 4개구역

   - 면    적 : 119,843㎡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7년)

   - 지정목적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수립된 

지역개발계획(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의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을 결정 받아 향후, 실시계획승인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나. 열람내용 : 충청남도(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제안서(지형도면 고시 포함)

 라. 열람기간 : 2017. 02. 14 - 2017. 02. 28.(15일간)

 마. 열람장소 : 예산군 도시재생과 개발촉진팀(041-339-7728)

 바. 관계도서 : 예산군 도시재생과 개발촉진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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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예산군 

도시재생과 개발촉진팀에 제출하여 주시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한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은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도시재생과 

개발촉진팀(전화:041-339-7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