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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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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고 제2022-42호 : 2022년 추사기념관 유물 구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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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2-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

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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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예산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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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일 변경사유

(예산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예산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041-339-7166∼9)으로 문의 또는 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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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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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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22-4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687-57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같

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예   산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687-5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 명  칭 : 사계절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382,455㎡

◦ 규  모 : 정규대중골프장 9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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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용도별 구분

비고
체육시설용지 건축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면  적(㎡) 382,455 175,083 6,800 58,298 142,274

구성비(%) 100.0 45.8 1.8 15.2 37.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사계절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81, 404호(에스에스프라자)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2년  1월 10일(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2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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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654,507 382,455

1 삽교읍 목리 343-42 전 2,077 8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삽교읍 목리 343-47 과 7,271 5,6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삽교읍 목리 343-60 답 2,063 48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삽교읍 목리 343-67 임 992 7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삽교읍 목리 343-68 임 1,058 1,05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 삽교읍 목리 343-69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 삽교읍 목리 343-70 임 1,157 1,1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 삽교읍 목리 343-72 임 1,308 9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 삽교읍 목리 343-73 임 1,653 1,10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 삽교읍 목리 343-74 임 1,322 96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삽교읍 목리 343-75 임 991 5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 삽교읍 목리 343-76 임 1,487 1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 삽교읍 목리 343-77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4 삽교읍 목리 343-78 임 830 8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5 삽교읍 목리 343-79 임 826 8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6 삽교읍 목리 343-82 임 992 3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7 삽교읍 목리 343-83 임 1,091 1,0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8 삽교읍 목리 343-84 임 1,488 1,48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9 삽교읍 목리 343-85 임 1,058 1,05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0 삽교읍 목리 343-86 임 827 8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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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1 삽교읍 목리 343-87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 삽교읍 목리 343-88 임 1,322 1,3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3 삽교읍 목리 343-89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4 삽교읍 목리 343-90 임 989 9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5 삽교읍 목리 343-92 임 1,055 7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6 삽교읍 목리 343-93 임 1,322 5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7 삽교읍 목리 343-94 임 1,157 6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8 삽교읍 목리 343-95 임 1,255 3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9 삽교읍 목리 343-96 임 1,157 1,1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0 삽교읍 목리 343-97 임 1,157 1,1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1 삽교읍 목리 343-98 임 1,322 1,3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2 삽교읍 목리 343-99 임 1,322 1,3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3 삽교읍 목리 343-100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4 삽교읍 목리 343-101 임 992 3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5 삽교읍 목리 343-103 임 661 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6 삽교읍 목리 343-104 임 992 2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7 삽교읍 목리 517-10 전 96,296 21,17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8 삽교읍 목리 517-15 전 27,735 26,49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9 삽교읍 목리 517-98 대 470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0 삽교읍 목리 533-2 전 415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1 삽교읍 목리 533-6 전 15,007 12,0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2 삽교읍 목리 533-16 전 639 2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3 삽교읍 목리 534 전 51,470 34,93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4 삽교읍 목리 538-4 전 15,013 1,5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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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5 삽교읍 목리 538-5 전 60,899 21,8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6 삽교읍 목리 538-12 대 608 6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7 삽교읍 목리 538-14 목 2,300 2,3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8 삽교읍 목리 538-15 대 846 8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9 삽교읍 목리 538-25 대 410 3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0 삽교읍 목리 538-26 전 317 3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1 삽교읍 목리 538-27 대 659 65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2 삽교읍 목리 538-63 대 938 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3 삽교읍 목리 538-65 임 321 3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4 삽교읍 목리 538-66 임 2,150 2,08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5 삽교읍 목리 538-67 임 14,713 6,5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6 삽교읍 목리 538-88 임 4,131 3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7 삽교읍 목리 538-92 임 8,049 6,2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8 삽교읍 목리 539-3 대 1,160 1,1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9 삽교읍 목리 539-5 임 484 4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0 삽교읍 목리 687-9 과 10,525 7,9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1 삽교읍 목리 687-15 전 737 2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2 삽교읍 목리 687-24 전 1,032 1,0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3 삽교읍 목리 687-26 전 2,413 1,3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4 삽교읍 목리 687-29 전 274 2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5 삽교읍 목리 687-31 전 6,396 1,7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6 삽교읍 목리 687-37 대 400 4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7 삽교읍 목리 687-38 전 1,012 1,0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8 삽교읍 목리 687-39 전 1,263 4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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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삽교읍 목리 687-49 도 395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0 삽교읍 목리 687-50 대 2,930 6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1 삽교읍 목리 687-57 전 44,929 40,5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2 삽교읍 목리 687-58 도 270 2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3 삽교읍 목리 687-59 임 2,312 2,3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4 삽교읍 목리 687-60 도 2,310 2,16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5 삽교읍 목리 687-61 임 1,406 1,4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6 삽교읍 목리 687-62 임 1,971 1,0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7 삽교읍 목리 687-64 임 478 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8 삽교읍 목리 687-75 임 300 3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9 삽교읍 목리 687-76 임 522 5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0 삽교읍 목리 687-77 임 149 1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1 삽교읍 목리 687-78 임 108 1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2 삽교읍 목리 687-79 임 128 1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3 삽교읍 목리 687-80 임 967 9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4 삽교읍 목리 687-81 임 943 8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5 삽교읍 목리 687-82 임 85 8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6 삽교읍 목리 687-83 임 467 4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7 삽교읍 목리 687-84 임 87 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8 삽교읍 목리 687-85 임 454 4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89 삽교읍 목리 687-86 임 1,197 1,19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0 삽교읍 목리 687-87 임 103 10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1 삽교읍 목리 687-88 임 474 4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2 삽교읍 목리 687-89 임 88 8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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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삽교읍 목리 687-90 임 460 4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4 삽교읍 목리 687-91 임 867 8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5 삽교읍 목리 687-92 임 121 1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6 삽교읍 목리 687-114 임 144 3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7 삽교읍 목리 696-42 구 2,178 2,064 국(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8 삽교읍 목리 696-44 구 1,026 666 국(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9 삽교읍 목리 산141-1 구 6,990 1,502 국(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0 삽교읍 목리 산141-3 구 8,120 3,367 국(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1 삽교읍 목리 산53-1 임 5,522 4,1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2 삽교읍 목리 산53-7 임 26,536 22,9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3 삽교읍 목리 산54 임 14,733 12,8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4 삽교읍 목리 산55-43 임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5 삽교읍 목리 산55-51 임 1,289 4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6 삽교읍 목리 산55-53 임 4,949 4,94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7 삽교읍 목리 산55-54 임 7,981 7,3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8 삽교읍 목리 산55-60 임 100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9 삽교읍 목리 산55-64 임 100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0 삽교읍 목리 산55-76 임 100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1 삽교읍 목리 산55-77 임 100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2 삽교읍 목리 산55-78 임 199 1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3 삽교읍 목리 산55-91 임 100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4 삽교읍 목리 산55-94 임 199 1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5 삽교읍 목리 산55-95 임 198 1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6 삽교읍 목리 산55-103 임 198 2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제 646호                   군             보              2022. 1. 10.(월)

- 9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7 삽교읍 목리 산55-104 임 100 8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8 삽교읍 목리 산55-106 임 100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9 삽교읍 목리 산55-107 임 299 2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0 삽교읍 목리 산55-114 임 18,346 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1 삽교읍 목리 산55-116 임 3,907 1,47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2 삽교읍 목리 산55-117 임 2,003 3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3 삽교읍 목리 산55-127 임 44,585 28,5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4 삽교읍 목리 산55-131 임 630 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5 삽교읍 목리 산55-132 임 12,528 5,8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6 삽교읍 목리 산55-133 임 9,888 1,7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7 삽교읍 목리 산56-1 임 16,164 15,5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8 삽교읍 목리 산58-5 임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29 삽교읍 목리 산78-10 임 99 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0 삽교읍 목리 산78-14 임 3,509 3,3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1 삽교읍 목리 산87-3 임 1,388 1,1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2 삽교읍 목리 산88-2 임 1,091 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3 삽교읍 목리 산91-2 임 3,965 1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4 삽교읍 목리 산91-3 임 1,587 1,5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5 삽교읍 목리 산91-11 임 533 53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6 삽교읍 목리 산92-2 임 1,460 4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7 삽교읍 목리 산92-19 임 7,696 3,4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38 삽교읍 목리 산92-20 임 920 2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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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2 – 42호

2022년 추사기념관 유물 구입 공고
  예산군에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양과 관련하여 유물을 구입하여 전시·교육·연구자
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유물구입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6일

   예  산  군  수
1. 공고기간 : 2022. 01. 6 ～ 1. 31 (26일간)

2 구입대상유물
   추사 김정희 및 직계혈족•형제자매의 관련 유물로서 역사적·학문적·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
    ※ 추사 김정희 친필 글씨와 그림을 우선 구입하고자 함
 
3. 신청자격 : 개인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
   ※ 도굴,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자료는 매도신청 불가 

4. 서류접수기간 : 2022. 01. 6(목) ～ 12. 30(금) / ※ 접수시간은 09:00 ～ 18:00

5. 서류접수 방법 및 장소
  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이외 접수 불가/ 우편접수 마감일 2022. 12. 31(금) 도착분에 한함
  나. (우편번호) 32417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49 유물구입담당자 앞

6. 제출서류
  가.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희망유물명세서 1부
  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유물매도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라. (법인 또는 단체)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마. (문화재 매매업자)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바. 유물사진 (근접촬영 칼라사진 “3X5"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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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전적의 경우 반드시 내지 첫째 면을 촬영한 사진 제출

 ※ 위 항목의 서류가 미비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심사후 실

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실물 접수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판명되는 자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서류심사 결과 통보 및 유물 접수 
 가. 서류심사 결과 통보 및 유물 접수 : 2022. 04. ~ 11. 
    ※ 일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서류를 심사한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
 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실물 유물 접수 및 접수일자 별도 통보

8. 구입유물 선정 및 가격평가 
   유물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구입대상유물을 결정하되 가격평가와   최종 

결정은 유물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함.

9. 구입 결정 및 소유권 이전
가. 구입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유물은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구입 가격은 유물    선
정심의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나. 유물매매계약 체결이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예산군에 귀속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함.
 라. 기타 사항은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추사고택팀(041-339-824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희망유물명세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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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매
도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번호 유 물 명 칭 수량 시대 크기 특  징 요구액(원)

 1

 2

 3

 4

 5

 6

 7

 8

 9

10

계

 2017년    09 월         일

                                          매도신청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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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희망유물명세서
 (번호:       )

유물명칭

수    량 시     대

유물크기

소장연유

특    징

희망매매가              원 (￦                  )

사 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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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매도시 유의사항
○ 매도희망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유물의 접수는 신청서류 및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유물을 접수함

  ※ 필요시 매도신청유물을 실물 평가한 후 신청서 접수

○ 구입유물의 결정은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짐

○ 구입하려고 접수된 유물이라도 심의과정에서 반환이 결정될 수 있음

○ 구입 금액은 신청자의 매매희망가보다 하락될 수 있음

○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전액 매도 희망자가 부담해야 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예산군에 귀속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이라 할지라도 향후 가품, 장물, 도굴품 등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자는  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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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유물매도 신청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예산군은 동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민원접수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유물매도신청 접수, 처리 및 매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가. 민원신청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유물매매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 646호                   군             보              2022. 1. 10.(월)

- 17 -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 예산군은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유물매도신청서 접수, 유물매매 등 신청 민원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정부의 정책 기획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

- 정보의 이용 목적 : 유물 구입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은 각 업무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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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22-54호

-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구매⸱설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구매⸱설치⌟의 기술제안

서를 평가함에 있어 과업수행 적격업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1.   10.

예  산  군  수

□ 사업개요

 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2-5번지 일원

 나. 사업내용

   - 소각로의 소각처리 공정계획, 폐기물 연소기술의 성능 및 안전성 검토

   - 소각로 관련 환경오염 방지대책, 다이옥신 처리계획 및 성능 보증계획 등

   - 소각로 설비 사양, 에너지 절감계획, 계측제어 설비계획 등의 적정성

   - 소각로 설비의 자동제어 계획, 유지관리 및 기술이전계획의 적정성

  다. 추정사업비 : 12,500백만원

1. 모집기간 : 2022. 1. 10.(월) ~ 2022. 1. 14.(금) 18:00까지

2. 모집인원 : 예비위원 27명이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9명의 3배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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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기계설비 기계장치 전기 환경 폐기물 환경 대기

평가위원
예비명부

27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3명
이상

6명
이상

6명
이상

평가위원 9명 2명 2명 1명 2명 2명

  ※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 후 참여업체 추첨에 따라 최종 9명 위촉

  ※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 후 평가당일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시 미 참석분야는 기

계설비 분야로 대체함.

3. 모집분야 : 기계설비, 기계장치, 전기, 환경 폐기물, 환경 대기

    ※ 신청서에 전문분야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여자격 및 제외대상

  가. 참여자격

    -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6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분야 기술직렬 5급 이

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해당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관련분야 기술사, 박사 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단체임직원,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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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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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위원의 회피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 

란에 경력을 명시.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 10.(월) ~ 1. 14.(금) 18:00까지 

    ※우편(등기)접수는 접수 마감일자 도착 ‧접수된 것까지만 유효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공문, 우편, 팩스, 담당자 e-mail

   - 우     편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환경과

                 환경시설팀(32435) 

   - 전화번호 : 041-339-7532     

   - 팩    스 : 041-339-7509

   - e-mail : kukm151102@korea.kr

  다.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보안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증명서류(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1부

  라. 참고사항 

   - 후보등록신청서에 날인(또는 서명) 

   - 서류 제출 시(우편, 팩스, e-mail)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

   ※ 자격증명서류 미 첨부 시 자격인정 안되오니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8.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총 9명

  나. 선정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의 예비위원 신청서 접수받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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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모한 제안사가 예비 심사위원 명부에서 구성인원 수만큼 번호 추첨

   - 선정 위원의 불참을 대비 예비평가위원 추가 선정

   - 분야별 위원 미만 구성 시, 재모집 예정(일정 미정)

  다.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유선 연락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일(1월24일) 오전(07시~08시)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9. 평가위원회 개최

  가. 예 정 일 : 2021. 1. 24.(월) 14:00

  나. 장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5층 중회의실

10.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 모집 관련

   - 신청자가 평가위원의 3배수 이하라도 재공고하지 않고 신청자에 한

하여 추첨 후 평가위원 선정함

   - 후보위원 모집 후 공법 제안 참여자의 추첨에 의해 평가위원이 결정

되므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

며 제안서 평가 완료시 해촉된 것으로 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될 

예정이므로 등록신청 시 해당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

   -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

   - 공고서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ㆍ용어의 해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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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청 환경과 환경시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041-339-7532)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보안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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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교명 학위 전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자격사항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ㆍ관리기관 비고

저서 및 
논문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작성자 :               (서명)

예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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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구매⸱설치』와 관
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 사실 
및 평가내용 등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출시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2.    .    .

                             성  명:                 (서명)
                           

예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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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이용 동의서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구매⸱설치』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구매⸱설치』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이력ㆍ자격 사항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방문접수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구매⸱설치』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선정 및 
자격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완료일까지 이용하기 위
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력ㆍ자격 사항, 주소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사업 소각로 구매⸱설치』제안서 평가
위원(후보자) 선정 및 자격 적정성 확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일에서부터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완료일까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예산군 폐기물처리(소
각)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구매⸱설치』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