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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1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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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717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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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
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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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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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면
대치리 148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치3길 32-34 20200131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대치리)를 이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6-2, 7-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82번길 81 20200131 신축 20091113 벚꽃로 1,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661-3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원길 39 202001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신원리)을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163-20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냉천길 6 20200131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효교)과 우물이 매우차다하여

붙여진 고유지명(냉천)을 이용하여 명명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전 종전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장신길 205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장신길 201 20200131 소유주 요청 　



제 568호                   군             보              2020. 2. 17.(월)

- 3 -

예산군 고시 제2020-2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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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717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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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
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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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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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면
대덕리 260-1, 260-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차동로 334-23 20200207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2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614-1, 614-2, 616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운로 688 20200207 신축 20090825 봉산면과 운산면을 연결하는 도로 　

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187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예당남로 423 20200207 누락 20091113 예당저수지의 남쪽도로 지역적 특색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25-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76번길 2-2 20200207 신축 20091113 예산로 1,7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1132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오촌길 228-23 20200207 신축 20091113 원천리와 오촌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명명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전 종전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49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47 20200207 소유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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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0-2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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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41-339-7167∼717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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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
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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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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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술면
방산리 135-7, 135-8,

135-9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367 20200214 누락 20091113 상항리와 방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460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교촌향교길 89 2020021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교촌리)과 지형지물(향교)을 이용하여

명명 　

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525-3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루실길 229-21 20200214 누락 20110325 옛날부터 사용한 고유지명 활용 　

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759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산수길 11 20200214 신축 20120412 수려한 수암산과 물이 접해 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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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 2020 – 147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

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30일

예 산  군  수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30. ~  2020. 02. 21.(21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예산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41-339-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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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처리명령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대상

연번 차량번호 자동차명 사용본거지 주소 장치장소 보관장소
성명/상호 주민(법인)등록번호

1 64누1117 포터Ⅱ **컨스트 주식회사 1101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예산군 신청사 앞 주차장

(충남예산군예산읍예산리791)

예산폐차장

(041-335-8890)

2 81거7202 포터초장축더블캡 TE****OV DO****RBEK 76082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

신례원1리마을회관 옆 철길 밑

(충남예산군예산읍용골길8)

예산폐차장

(041-335-8890)

3 56노1283 체어맨 이*구 620318-1******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

예산읍 먹깨비식당 앞

9충남예산군예산읍산성리235-3)

예산폐차장

(041-335-8890)

4 충남76고2257 대우중형버스 ㈜****관광호텔 311-81-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

덕산온천관광지구내 

(충남예산군덕산면사동리481)

예산폐차장

(041-335-8890)



제 568호                   군             보              2020. 2. 17.(월)

- 9 -

예산군 제2020-259호

2020년 축수산유통팀 소관 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결과 공고

예산군 공고 제1366(2020. 1. 13.)호, 제1368(2020. 1. 13.)호, 제1375(2020. 1. 13.)호,
제1376(2020. 1. 13.)호, 제1947(2020.1.16.)호, 제1946(2020.1.16.)호, 제1939(2020.1.16.)
호와 관련하여 2020년 축수산유통팀 소관 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3.

예 산 군 수

□ 제품 및 공급업체 선정결과

[한우 육성률향상지원-폐사예방제]

[한우 육성률향상지원-기능성블럭]

구분 제품명 공급업체명 주소 금액 규격 선정여부

1 네오드링크 칼프 충남코퍼레이션 예산읍 예산로 42 10,000 30ml/3개 여

2 슈퍼라제플러스 바이오앤드림코리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마도공단로 120-12 27,500 5kg/포 여

3 아이지 콜로스트럼 플러스 페이스트 대산가축약품상사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03 7,700 15ml/개 여

4 아이지드링크(페이스트) AP동물낙원 예산읍 아리랑로144번길 19,103동105호 11,000 10g/개 여

5 아이지드링크(페이스트) 강이동물병원 광시면 예당로 190 11,000 10g/개 여

6 아이지드링크(페이스트) 헬스카우 삽교읍 가마시로 85 11,000 10g/개 여

7 아이지락 스타터 단바이오텍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길 135 10,000 100g/개 여

8 우사방아이지 초원동물약품 삽교읍 삽교로 49 11,000 10ml/개 여

9 카프스타터-f 대도가축약품 고덕면 고덕중앙로 82 10,000 15g/개 여

10 카프스타터-f 베델가축약품 예산읍 역전로 41 10,000 15g/개 여

11 카프스타터-f 운화헬스케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270 10,000 15g/개 여

12 카프아이지에프 베델가축약품 예산읍 역전로 41 10,000 10g/개 여

13 프로비-지 멀티에스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116 15,000 30ml/3개 여

구분 제품명 공급업체명 주소 금액 규격 선정여부

1 광염셀레닉스 충남코퍼레이션 예산읍 예산로 42 7,000 5kg/개 여

2 레드블럭 헬스카우 삽교읍 가마시로 85 20,000 10kg/2box 여

3 로얄킹부록 중앙가축약품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66 10,000 10kg/개 여

4 멀티블럭 대도가축약품 고덕면 고덕중앙로 82 10,000 10kg/개 여

5 송아지 기능성 부록 강이동물병원 광시면 예당로 190 12,800 10kg/개 여

6 씨에스 브로끄멜 풀모젠 운화헬스케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270 70,000 15kg/통 여

7 에스피 레드블록 초원동물약품 삽교읍 삽교로 49 11,000 10kg/개 여

8 유로릭 멀티비타 대산가축약품상사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03 7,700 10kg/개 여

9 유로블럭 베델가축약품 예산읍 역전로 41 10,000 10kg/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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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성률향상지원-면역강화제]

[한우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한우 고급육생산성향상지원]

구분 제품명 공급업체명 주소 금액 규격 선정여부

1 삼우비타초우 AP동물낙원 예산읍 아리랑로144번길 19,103동105호 12,000 100g/포 여

2 아이링크 중앙가축약품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66 10,000 60ml/개 여

3 아이지락파워30 단바이오텍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길 135 10,900 30g/통 여

4 초유2080 멀티에스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116 10,000 15ml/2개 여

5 초유한번 베델가축약품 예산읍 역전로 41 14,000 30g/개 여

6 쿨뮨 하이팜케어 예산읍 예산로 42 33,000 15ml/2개 여

7 황금초유 강이동물병원 광시면 예당로 190 13,000 25g/개 여

8 황금초유 대도가축약품 고덕면 고덕중앙로 82 13,000 25g/개 여

9 황금초유 운화헬스케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270 13,000 25g/개 여

구분 제품명 공급업체명 주소 금액 규격 선정여부

1 ok스트레스 베델가축약품 예산읍 역전로 41 46,200 5kg/포 여

2 네추럴믹스 AP동물낙원 예산읍 아리랑로144번길 19,103동105호 44,000      5kg/포 여

3 메티쿨-산 ㈜소프트아쿠아 전북 정읍시 2산단7길24 24,200 1kg/포 여

4 울트라비타K2 바이오앤드림코리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마도공단로 120-12 27,500      5kg/포 여

5 이스트컬추어 대도가축약품 고덕면 고덕중앙로 82 16,500      5kg/포 여

6 제노비테인C 중앙가축약품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66 10,000 1kg/포 여

7 제노비테인P 중앙가축약품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66 13,000 1kg/포 여

8 제노비테인P 헬스카우 삽교읍 가마시로 85 13,000 1kg/포 여

9 카스피린-C 초원동물약품 삽교읍 삽교로 49 10,890 1kg/포 여

10 쿨버-S 초원동물약품 삽교읍 삽교로 49 60,500 5L/통 여

11 파워비테인골드 초원동물약품 삽교읍 삽교로 49 53,900 5kg/포 여

구분 제품명 공급업체명 주소 금액 규격 선정여부

1 가바-스피드 초원동물약품 삽교읍 삽교로 49 12,100 1kg/포 여

2 네추럴믹스 AP동물낙원 예산읍 아리랑로144번길 19,103동105호 44,000 5kg/포 여

3 마블탑-에스 베델가축약품 예산읍 역전로 41 9,500 1kg/포 여

4 메가존 초원동물약품 삽교읍 삽교로 49 40,000 20kg/포 여

5 무병튼튼 ㈜소프트아쿠아 전북 정읍시 2산단7길24 40,000 1kg/통 여

6 미트플러스 초원동물약품 삽교읍 삽교로 49 55,000 5kg/포 여

7 소마이스트업 엔피바이오 신암면 추사고택로 36-8 33,000 10kg/포 여

8 에이뿔 AP동물낙원 예산읍 아리랑로144번길 19,103동105호 77,000 10kg/포 여

9 울트라비타K2 바이오앤드림코리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마도공단로 120-12 27,500 5kg/포 여

10 이스트컬추어 대도가축약품 고덕면 고덕중앙로 82 16,500 5kg/포 여

11 파워비타미네-5 중앙가축약품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66 25,000 5kg/포 여

12 파워비타미네-5 헬스카우 삽교읍 가마시로 85 25,000 5kg/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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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위생원유생산지원]

[젖소 번식우 생산성 향상지원]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지원]

※ 기타자세한사항은군청산림축산과축수산유통팀(041-339-7636~7)으로문의바랍니다.

구분 제품명 공급업체명 주소 금액 규격 선정여부

1 필마딘 초원동물약품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9 60,000 10L 여

2 필마딘 베델가축약품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41 60,000 10L 여

3 필마딘 헬스카우 예산군 삽교읍 가마시로 85 55,000 10L 여

4 필마딘 대도가축약품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82 60,000 10L 여

5 티헥스-원 운화헬스케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270 60,000 10L 여

6 티헥스-원 베델가축약품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41 60,000 10L 여

7 포비딘 초원동물약품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9 29,700 4L 여

구분 제품명 공급업체명 주소 금액 규격 선정여부

1 울트라비타K2 바이오앤드림코리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마도공단로 120-12 27,500 5Kg 여

2 파워비타미네-5 헬스카우 예산군 삽교읍 가마시로 85 25,000 5kg 여

3 가바비타펠렛 초원동물약품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9 65,000 5kg 여

4 뉴-크럼블 운화헬스케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270 8,000 1Kg 여

5 베타캐로틴-40 베델가축약품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41 15,000 1Kg 여

6 비피믹스 대도가축약품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82 55,000 20Kg 여

7 바이오믹스 AP동물낙원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4번길 19 99,000 10Kg 여

8 슈퍼베타믹스 AP동물낙원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4번길 19 66,000 20Kg 여

구분 제품명 공급업체명 주소 금액 규격 선정여부

1 넬-파워에너지 초원동물약품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9 10,000 1kg 여

2 제노비테인P 헬스카우 예산군 삽교읍 가마시로 85 13,000 1kg 여

3 베타씨골드-400 운화헬스케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270 10,000 1kg 여

4 슈퍼베타믹스 AP동물낙원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4번길 19 66,000 20Kg 여

5 OK스트레스 베델가축약품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41 46,200 5Kg 여

6 베타쿨-C 엠오바이오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36-8 9,000 1kg 여

7 비타킹포르테S 운화헬스케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270 93,000 20Kg 여

8 파워비타미네-펠렛 엠오바이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 66 80,000 20Kg 여

9 비타인씨300 대도가축약품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82 10,000 1kg 여

10 비테인씨골드 초원동물약품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9 12,000 1kg 여

11 진크메치-500 베델가축약품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41 20,000 1kg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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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0 - 268호

예산군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

 우리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행하는「예산군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 수

립용역」과 관련하여 참여 업체별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

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0년  2월 16일

                                                예 산 군 수

1. 모집기간 : 2020. 2. 17.(월) ~  2. 27.(목)

2.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7명의 3배수,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인원)

3. 모집분야 : 로컬푸드, 푸드플랜, 먹거리, 농축수산물 유통·가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
            ※ 신청시 전문분야 란에 위 모집분야 중 1개란에 필히 표기
4. 역    할 : 입찰 제안공모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5.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모집분야 

전공자
   - 모집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모집분야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분야 전문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써 2년 이상 경력자 

   - 농업ㆍ농촌ㆍ농산물유통 심의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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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제외대상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다. 평가위원의 회피

   -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제외․회피 사유에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서의 

경력사항 란에 경력을 반드시 표시하시기 바람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2. 17.(월) ~  2.27.(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공문, 우편접수, 이메일, 방문접수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1891-19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급식지원팀

   - 이메일 : ghy6708@korea.kr / 문의 : 김호연 팀장(☏ 041–339–8276)
    ※ 공문, 전자우편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 후 스캔첨부,

       우편 접수 시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만 유효하며, 팩스접수는 

불가하오며 이메일 접수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41–339–8276)
 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1)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붙임 2, 붙임 3)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확인 필요 서류 1부

7.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일시 : 추후 확정(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시)

 나. 선정인원 : 평가위원 7인

 다. 선정방법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1~21번)를 부여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 위원(7개)과  

예비위원(2개)의 수만큼 고유번호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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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순위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③ 예비후보 2명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라.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만 개별 유선 통보

    ※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일 오전(07~08시)연락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8.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예정)

 가. 평가예정일시 : 2020. 3. 5(목) 14:00(변경시 추후 별도 통보)

 나. 장        소 : 예산군청 4층 대회의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절차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후보자의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급식지원팀(041-339-827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하신 서류는 『예산군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 수립용역』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 됩니다. 

 마.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바.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평가수당을 지급합니다.

 사. 상기 일정을 예산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보안 각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제 568호                   군             보              2020. 2. 17.(월)

- 15 -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휴대폰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최근3년)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 격 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평가위원 

활동경력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붙임2] 보안각서 1부

[붙임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020. . .

작성자 : (서명)

예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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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인적사항 ~ 3.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
   ▸ 직급기재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직렬까지 기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협회 등은 임원, 1급, 2급, 3급으로 기재
      연구기관은 연구원, 학계는 정교수 등으로 기재
 4.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
   ▸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
   ▸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
      단,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
 5.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이후 평가대상 분야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7. 주요저서 및 논문은 최근 5년간 발표한 내용만 기재
 8. 평가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ㆍ심의ㆍ자문위원

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재
   ※ 상기 각 사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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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보 안 각 서

  본인은 「예산군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로서 관련   제

반규정을 준수하겠으며,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  (예비

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

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 업체의  관

계자와의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출시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  법

규에 의거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0.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예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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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안서 평가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    .

  본인은 「예산군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 수립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합니다.

  2020년    월        일

                                 동의인 :               (인) 

예산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예산군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