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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09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2019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에 전면 시행하고자 그 동안의 시행 성과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
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차고지증명 도 전면실시 시행시기 조정(부칙)
- 당초: 2022년 1월 1일 → 변경: 2019년 1월 1일
나. 차고지증명 대상자동차 조정(안 제3조)
- 경차 및 무공해자동차 대상 포함
-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대상 제외
다.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안 제5조)
-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750m까지 완화기준* 삭제) → 1,000m
* 지역여건 상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2분의 1 범위 안에서 확보기준 완화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30(연동)
- 전화 및 전송 : 064-710-2464, FAX 064-710-2419
- E-Mail : ksm192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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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2017. 11. 1 ～ 2017. 11. 22 (21일간)
○ 개최주소: https://www.epeople.go.kr:8055(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0호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
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
치 및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위원회 기능에 알맞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여 위
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안 제1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직제 반영 및 당연직 위원 축소(안 제3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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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6352 Fax(064)710-6359
• E-mail : sook1022@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17. 11. 2. ∼ ’17. 11. 22.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1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재외도민의 공동체 구현과 역량 결집을 통하여 제주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재외도민 네트워
크 구축 및 정보교류 사업 등’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재외도민 네트워크 사업 지원 확대 (안 제7조제3호)
나. 재외도민 문화예술 교육 체육행사 등 정보교류사업 확대 (안 제7조제7호)
다. 재외도민 발자취 자료수집 연구사업 지원 확대 (안제7조제9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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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
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평화대외협력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6247, FAX 064-710-6259
- E-mail : iso0732@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 정 안
수정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7. 11. 6. ～ 11. 27.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2호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안
2. 제정 이유
2018년 소방항공대 발대에 따라 고층건축물 요구조자의 안전한 구조와 도서․산악에서의 응급환자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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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을 위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항공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제주국제안전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및 업무범위 (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항공구조구급대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항공기 사고 발생 시 119항공기사고조사단 구성 및 업무 (안 제5조)
라. 항공기 사고 시 긴급조치 (안 제7조)
마. 항공기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 (안 제8조)
바.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안 제9조)
사.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절차 및 처리기준 (안 제10조 및 제11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신대로 9길 22. 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
- 전화 및 전송 : (064) 710-3603, Fax (064)710-3559
- E - mail : didqhgjs@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7.～11. 27.(20일간)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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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13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제주광어의 출하전 안전성검사 의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검사결과 통보방법을 개선하여 원활한 출하
작업 등 양식어업 경영을 도모하는 한편,
ㅇ 항생물질 잔류 등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의 강화를 통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를 확보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출하단계 안전성 검사 의무대상자 구체적 명시(안 제4조 제1항)
나. 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방법 변경(안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다. 안전성 검사 실태 단속 근거 마련 및 위반자에 대한 출하제한 조치(안 제10조 제2항 신설 및 제12
조 제1항)
라. 신설 조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 1)
마. 신설조항에 따른 기존조항의 일부 변경 및 별지 서식 삭제(안 제8조 제1항, 제4항 변경, 별지 7호
안전성 검사증명서서식 삭제)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7일까
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244, FAX 064-710-3219
- E-mail : bskoh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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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 정 안

수정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7. 11. 8. ～ 11. 27.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320호
전농로 일대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1조제2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에 관한 조례」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벚꽃을 테마로한 서사라문화거리축제 지역인 전농로 일대 간판개선을 통하여 무질서
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표시방법 제한 및 완화를 통해 쾌적하고 품
격 높은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1조제2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제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특정지역
으로 지정․고시하는 구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이하 “특정구역”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도로명
위
치
길이
비 고
15(삼도1동) 벚꽃식당 ⇔
• 도로 양쪽에 접하는 토지 및 건축물
전 농 로 전농로
465
m
전농로 57(삼도1동) 춘
• 특정구역 위치도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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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간판은 벽면이용 판류형 및 입체형 간판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간판 1개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인 경우 벽면이용 간판 1개를 추가 설치
2.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 함)인 돌출광고물로 표시하는 경우
3. 2층 이하의 건물 업소에 입체 조형싸인물로서 가로70㎝, 세로70㎝ 이내인 돌출광고물로 표시하는 경우
4. 광고물을 추가로 설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직접조명), 동영상(LED, LCD, PDP
,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화면변환 형식의 광고물 표시는 금지한다.
② 조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원에 커버를 씌워 반드시 내부조명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위층과 아래층의 한 벽면에는 해당 업소의 광고물만 표시하여야 하며, 2
개 이상의 간판을 상․하로 연립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물 출입구 상단벽면에 표시하는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제4조 ①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연립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개 이상의 업소가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건물 부지내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총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간판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하로, 조형물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4m 이
하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로 폭은 1m 이내 이고, 표시할 수 있는 면은 2면으로 제한한다.
③ 한 면의 면적은 3㎡이하로 하고, 광고물 면적의 합은 6㎡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내용은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는 업소명과 층, 호 표시만 하여야 한다.
⑤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
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 방법은 조례를 따른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현수막은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상호, 전화번호, 상품도안을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설치는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로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하여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30cm 이내로 한다.
③ 표시 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50% 이내로 한다.
④ 전광류는 사용을 금지한다.
제11조(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상간판, 입간판, 애드벌룬, 벽보, 전단은 표시를 금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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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고물심의 등) ①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에도 불구하고 본 고시를 우선한다. 다만, 본 고
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
고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물의 관리계획)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특
정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세입자가 특정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변경 또는 기간 연장신고시에는 이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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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및 구역

위치도

구 역

○ 구 간 : 전농로 사거리 서측 도로변 양측
○ 해당지번 : 제주시 삼도1동 498-2, 498-3, 498-4, 5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16, 500-17, 508, 508-1, 508-3, 508-4,
508-5, 529, 529-1, 529-2, 529-3, 529-4, 529-7, 529-8, 508-13,
529-9. 529-10, 529-11, 701-5, 701-8, 701-10, 701-19, 701-20,
701-21, 701-28, 701-30, 719-3, 719-4, 719-8, 719-9, 719-11,
719-12, 719-22, 719-23, 719-30, 719-31, 721-3, 721-4, 721-5,
721-14, 721-26, 782-7, 782-16, 782-17, 782-18, 782-19, 782-30,
782-31, 782-32, 782-35, 782-36, 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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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321호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옥외광고물
등 설치에 관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0.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구간 내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보
다 대형화․원색화․다양화에 따른 무질서한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
광고물을 정비․계속적인 관리로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 침체된 지역상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이하“특별법”) 및 옥
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
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구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서귀포시 송산동 일원
2. 구간 : 칠십리로(36~145) 양측 및 그 인근 지선
L = 1.2km (붙임① 특정구역지역 위치도 및 지번조서 참조)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한하여 1개를 추가
하여 2개 까지 설치 할 수 있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2.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 다만,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 틀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광고물의 색채는 업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색채를 사용하되,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 제5장 3.가로시설물
경관색채분석 및 분류별 적용 중 옥외광고물 색채부분을 참고하여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롭게 사용한
다. 다만, 고채도의 원색은 과다 사용을 지양한다.
④ 광고물의 조명은 전력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LED조명 방식과 타이머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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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 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메뉴․가
격․상품사진 등은 표시 할 수 없다.
⑥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
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하며, 또한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란․저속한 광고물은 표시 할 수 없다.
⑦ 간판에는 칠십리 음식특화거리 로고를 넣어야 하며, 면적은 0.3㎡ 이내로 설치한다. 또한 아랑조을거
리 아이덴티티 매뉴얼 픽토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제5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 간판 표시방법
1.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건물 등은 벽면 미관을 위한 리모델링후 입체형으로 설치하거
나 판류를 설치 후 판면에 입체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장폭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
로크기는 표시하고자 하는 해당 건물 벽면에 설치된 창문간 벽면 폭의 8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나 건
물출입구 등 영업장폭이 3미터 이하인 건물로서 영업장 폭 이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 총 글씨의 면적은 채널문자의 실제 면적을 말하며 1층(1.5㎡), 2층(2.0㎡), 3층(2.6㎡)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면적 적용의 예외를 둔다.
2-1. 건물의 폭에 따라 광고물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건물의 폭이 6미터 이상인 곳은
15%, 8미터 이상인 곳은 30%, 10미터 이상인 곳은 45%까지 면적초과를 허용한다.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구조
상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동일 층에 2개 이상의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세로폭을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하의 경우 지하 출입구에 가로형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 돌출간판은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영업업소를 상징화한 작은 예술적인 조형물
(픽토그램을 포함한다) 간판은 면적 0.5㎡ 이내, 두께 0.2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포인트 간판
수량은 제4조 광고물 수량에 적용을 배제한다.
③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을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후퇴되어 주 출입구가 보이지 않는
건물의 경우 지주형간판의 설치는 허용한다. 이때, 간판의 면적은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준한다.
④ 옥상간판 표시방법 :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로
높이 180cm 이하로 건물 길이의 1/2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당 건물명 표기 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1】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도형
2. 건축법시행령【별표1】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도형
⑤ 세로형 간판 및 에드벌룬 표시방법: 세로 간판 및 에드벌룬의 설치는 금지한다. 다만,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비조명 세로형 간판의 설치는 허용한다. 이때 간판의 면적은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에 준한다.
제6조(광고물실명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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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광고물심의 등)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1. 건물여건 또는 광고물의 특성상 이 고시 내용을 따르면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2.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적용의 특례)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여 광고물 등을 표
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변
경 또는 기간 연장신고 시는 이 고시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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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①〕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및 구역

위치도

▷ 구 간 : 칠십리로 36~145 양측 및 그 인근 지선 L = 1.2km

구

역

▷ 해당지번 : 서귀포시 서귀동 673-5, 667-26, 667-36, 660-11, 657, 658-1,
658-2, 659-1, 667-29, 660-8, 667-35, 667-9, 667-6, 667-10, 667-11,
667-12, 667-13, 667-14, 668-3, 668-8, 669-4, 673-5, 669-7, 669-1,
673, 673-28, 673-9, 788-5, 788-10, 786-9, 788-1, 784-2, 782-3, 783,
756-1, 756-3, 756-4, 756-5, 752-6, 7-1, 8-5, 8-1, 8-9, 10-1, 21-1,
23-4, 31-12, 40-1, 42, 68-6, 72-1, 72, 71-3, 71-9, 70, 761-1, 759-1,
759-5

〔붙임 ②〕칠십리 음식특화거리 로고 및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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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2460호
제주 한림 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1.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귀덕리 2356-1번지 일원에 『제주 한림 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지구개요
가. 지 구 명 : 제주 한림 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귀덕리 2356-1번지 일원
다. 면 적 : 109,445㎡
2. 지구지정 제안자 : 주식회사 한림산업
3.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7. 11. 6. ~ 2017. 11. 27.
4. 공람 및 의견 제출장소 : 제도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064-710-2692), 제주시청 주택과(064-710-3063),
한림읍사무소(064-728-7682)
가.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작성 후 서면제출
5. 공람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17년 11월 14일(화요일) 16:30
나. 개최장소 : 한림읍사무소 2층 회의실
7.기타
가. 공람사항은 개별 통보하기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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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24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민행복 민생시책으로 추진하는 농로 등 사실도로 편입토지 지적정리를 위하여 토지정리의견,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위해 현장 확인결과 주소불명(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음
1. 토지소재지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730번지(지목 : 임야) 536㎡
2. 공고 대상 : 강운백(토지소유자)
3. 공고 기간 : 2017. 11. 7. ~ 2017. 11. 22.(15일간)
4. 공고 장소 : 전국 시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 내용 : 사실도로 편입 토지 직권정리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에서
직권정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064-710-2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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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7-294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03.
제 주 시 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인명
대 표 자 이정원
시행자
등록번호
주 소 제주시 이도2동 *-**번지
아래 토지 일원에 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
시 행 목 적
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1381번지 일원
․오수관(PE관
D200mm) : L=2,243m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맨홀(D900mm) : 52개소
공 사 기 간
2017. 11 ～ 2018. 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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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7-296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02.
제 주 시 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 인 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대표자
시행자
등록번호
주 소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번지
한라산 수질 관리 철저를 위한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하기
시 행 목 적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오등동 산 180-3번지 일원
․오수관(PE관 D200mm) : L=129m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맨홀(D900mm) : 3개소
공 사 기 간
2017. 11. ～ 2017. 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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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7-297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02.
제 주 시 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인명
대 표 자 장창환
시행자
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로 ***번지
아래 토지 일원에 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
시 행 목 적
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내도동 18-3번지 일원
․오수관(PE관
D250mm) : L=130m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맨홀(D900mm) : 2개소
공 사 기 간
2017. 11. ～ 2017. 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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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7-302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07.
제 주 시 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 인 명 ㈜마루
대 표 자 이상훈
시행자
등록번호 220111-0074517
주 소 제주시 간월동로 ***번지
아래 토지 일원에 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
시 행 목 적
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영평동 2090-3번지 일원
․오수관(PVC관
D300mm) : L=273m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맨홀(D900mm) : 4개소
공 사 기 간
2017. 11. ～ 2018. 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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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7-304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08.
제 주 시 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인명
대 표 자 장명세
시행자
등록번호
주 소 제주시 계명*길 **번지
아래 토지 일원에 주택 신축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처리하
시 행 목 적
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외도일동 1360-1번지 일원
․오수관(PE관
D250mm) : L=69.6m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맨홀(D900mm) : 4개소
공 사 기 간
2017. 11. ～ 2018. 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TEL 064-728-7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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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17-3038호
일반여행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
전의견 제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일반여행업

342

㈜이지타이거인터네셔널

우건국

소재지
제주시 연북로 12, 1104호(노형동, 이레하이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
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

·

·

·

·

위반사항

근거법령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

·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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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17. 11. 01. ~ 11. 15.(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다. 의견제출기한 : 2017. 11. 15.까지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01.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17-3039호
일반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
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
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개월)
2.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72

㈜골프인제주

박정환

제주시 연북로 8, 1004호(노형동, 에이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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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
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

·

·

·

·

·

·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근거법령

법제35조
제1항
제4호

1차

2차

3차

4차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17. 11.01 ~ 11. 15.(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다. 의견제출기한 : 2017. 11. 15.까지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01.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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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17-3040호
일반여행업체 3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
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의
견 제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2개월)
2. 대상업체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313

㈜하얀글로벌

박상복

제주시 성신로2길 25(연동)

220

만통(주)

한문석

제주시 청사로 20, 3층(도남동, 우진빌딩)

일반여행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정지2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
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

·

·

·

·

위반사항

근거법령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

·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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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17. 11. 01. ~ 11. 15.(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다. 의견제출기한 : 2017. 11. 15.까지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01.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17-3045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외여행업)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보험의 가입 등)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
체(국내 외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
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실시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4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청문일시

㈜제주준투어

고O준

제주시 노형로 395, 3층
(노형동 단일빌딩)

보험미가입

17.11.28.(화)
15:00

마일리지
여행사

김O용

제주시 과원로 128-1,
2층 10호(연동)

보험미가입

17.11.28.(화)
14:30

2005-31
(국내)

트립마켓

고O정

제주시 도령로13길 5(연동)

보험미가입

17.11.28.(화)
16:00

244
(국외)

㈜퍼스트
클래스

정O준

제주시 신광로 20, 704호(연동) 보험미가입

17.11.28.(화)
16:30

2012-70
(국내)
210
(국외)
2009-74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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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보험미가입)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법 제35조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

제1항

지 아니한 경우

제4호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2차
3차

1차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4차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2017. 11. 1. ~ 2017. 11. 16.(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1.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17-3061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국내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조(변경등록)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국내
여행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
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처분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월)
2. 당 사 자
등록번호
733
2013-60

업체명
㈜인포
다이렉트
㈜제주온나라
여행사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문O진

제주시 신광로 17, 2층
201호(연동, 가완에어텔)

송O미

제주시 용해로 60(용담이동)

변경등록
(소재지)위반
변경등록
(소재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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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기한

반송사유

17.11.17.

이사불명 등

17.11.17.

이사불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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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조(변경등록) 위반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근거법령

1차

법 제35조
제1항

시정명령

제1호

2차

3차

사업정지

사업정지

15일

1개월

4차

등록취소

5.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2017. 11. 2. ~ 2017. 11. 17.(15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6.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7.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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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시 제2017-208호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8.
서귀포시장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법 인 명 주식회사 블루오션
대 표 자 최정*
시행자
등록번호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82, 213호(중리동)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51번지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
시 행 목 적
를 공공하수도에 연결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51번지 일원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 부설(PVC이중벽관 D250mm) L=987m
공 사 기 간
2017. 11. ～ 2018. 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상하수도과(TEL 064-760-6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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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시 제2017-209호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귀포시 동부지역 장사시설 확충공사에 따른 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사업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
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귀포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 명 칭: 서귀포시 동부지역 장사시설 확충공사에 따른 주차장 조성
3. 사업의 규모
- 결정면적: 60,000㎡
- 사업면적: 683㎡ (주차장: 683㎡)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서귀포시장(경로장애인지원과장)
- 주 소: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홍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17. 11. 8 ~ 2018.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유 자
일련번호

1

소재지

성산읍
수산리

지번

4711

지목

묘

전체면적

사업면적

(㎡)

(㎡)

59,970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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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특별
자치도

주 소

제주시 문연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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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17-2287호
중문도시계획도로(중로2-56호선) 개설사업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귀포시장이 시행하는 중문도시계획도로(중로2-56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2017년 10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관계
인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공고기간 내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1.
서귀포시장
아

래

1. 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시행자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시행자

중문도시계획도로(중로2-56호선) 개설사업

서귀포시 중문동 1771-5번지 일원

서귀포시장

2. 공시송달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
3. 공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16. (공고일 익일부터 15일간)
4.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 서귀포시 도시과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6. 특기사항 : 본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83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
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유보 없이 수령할 경우 이의신청이 각하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
85조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
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8.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과 (☎ 064-710-2673)
서귀포시 도시과 (☎ 064-760-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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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소재지

지번
(당초)

토지
지목 면적
(㎡)

1771-51
전
서귀포시 (1771-4)
중문동
1771-6
전
(1771-4)

편입
면적
(㎡)

수용.
사용
종류

2,670

1,008

수용

2,670

88

수용

소유자 및 관계인
성 명

주
소
(등기부등본 주소/송달 주소)

강달형

서귀포시 중문동 1992

지장물
편입

서귀포시 공고 제2017-2335호
공인 신조 등록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등록사항을 동 조례 제10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서귀포시장
다

음

1. 등록 사유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사무위임
2.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7. 11. 8.
3. 신조 등록인영 내역
관리부서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등록공인명

인 영

계

2

규격 및 서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서귀포시상하수도과
징수관인

2.0㎝ 2.0㎝
훈민정음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서귀포시상하수도과
지출원인

2.0㎝ 2.0㎝
훈민정음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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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17-2345호
도시계획시설(표선지구 소로2-13호선) 일부 확장사업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699-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였기에 동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안)을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서귀포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69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확장사업
- 사업의 명칭 : 표선지구 소로2-13호선 일부 확장사업
- 규모 : 연장 65m, 폭 8m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주 소 : 서귀포시 중앙로 105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3개월
5. 열람기간 : 2017. 11. 6. ~ 2017. 11. 20.(14일간)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관련도서 비치 및 의견제출장소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760-3132)
8. 자금조달계획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합 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지번

지목

3필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209

209

소 유 자
성명

주 소

702-5

잡종지

61

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702-6

잡종지

80

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699-7

대지

68

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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