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2일 수요일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77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0-6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0-1187호

도로구역결정열람공고

공사완료공고

건설부 고시 제194호(´71.04.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1-40호(2001.2.26.)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산직할시 고시제7호(´72.08.28)로 지적승인 고시되고, 부산광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1-209호(2001.8.25.)로 도시계획시

역시 영도구 고시 제2009-19호(´09.04.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09-29호(´09.07.29)
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0-30호(´10.12.1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
획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룗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룘 제9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

설 변경결정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1-253호(2001.10.12.)로
지형도면 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부산
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1번지 도시계획시설(도서관)이 완료되
어 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룚 제98조, 같은법 시행령 제
10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코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2.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
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도로구역결정 내용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화명도서관☎309-6483)에 비치

구분 종 류

2010년 12월 22일

관계도서는 영도구청 도시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신설

다.
2010. 12. 2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명칭 : 화명도서관 건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도구 동삼동 344-3번지 일원

3. 사업의 규모 : 부지 1,983.5㎡, 연면적 3,181.10㎡(지하1층, 지상5층)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중로 3류 613호선)
○ 명 칭 : (구)동삼1동사~동삼파출소간 도로확장공사(2차)
3.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L=34m, B=6→1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화명다대도서관(주) 이 철 승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9-2

5. 사업기간 : 2009. 1. 1 ~ 2010. 1. 29

보조
간선
도로

중로1류
403호선

기장읍청강리
13-9
~
기장읍대변리
274-6

총연장 중 요
(m) 경과지

5,496

-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48-3번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120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준 공 : 2009. 11. 30.

비고

○ 공 람 기 간 : 2010. 12. 22. ~ 2011. 01. 04.
○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 2015.
12. 31.
○ 관 계 도 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기장군청 건설과 비치)
○ 의견제출 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토목1계)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착 수 : 2009. 2. 27.

구역결정이 유

·동부산관광단지 해안관광도로와
연계한 도로개설로 관광단지와
연계한 관광도로로서의 역할수행
월전,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확충
신천
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아름다
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유
치 및 지역민 편의도모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0-33호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구간

1.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1번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서관)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1201호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10. 12. 22
부산광역시장

공

노선명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제1454호

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510255

신아정보통신

최병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2010.12.10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1동 436-64번지 2층

2. 상

호 : 동남이엔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1210호

3. 대 표 자 : 김용배 외 1명(711217-1******)

공

4. 등록번호 및 일자 : 제2010-6호 (2010.12.14)

고

5. 업종지정 및 구분 :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
2010. 12. 14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업을 신규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
니다.

부산광역시장

2010. 12. 16.
부산광역시장
1. 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0-871호

종 : 부동산개발업

2. 등록번호 : 부산100026
3. 등록일자 : 2010. 12. 16.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공고

4. 상

호 : 서린건설 주식회사

5. 대 표 자 : 성태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06-82호(2007.1.2)호 및 같은 고시
제2006-83호(2007.1.2)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같은 고시 제
2007-6호(2007.02.14)호로 지형도면 고시, 같은 고시 제2008-21호

6. 주된영업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60-3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립굛공립굛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굛육성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
굛예술굛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굛예술굛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부
산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굛육성함.(제4조)
－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법인굛단체에 대하여 전시굛
교육 및 체험 운영비, 인건비, 자료의 보관굛위탁에 소요되
는 경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
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굛운영함(제7조~제13조)
－ 위원회 안에 분야(박물관, 미술관)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
함.
－ 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사업 및 그에 대한 평가, 지원방향, 박물관굛미술관 등
록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굛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
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lr7393@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션타워 제9층 제930호
7. 자 본 금 : 1,205,000,000원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1213호

로 실시계획 고시, 같은 고시 제2010-3호로 최종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룗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룘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1211호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공 고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10. 12. 22.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장
구

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

노 선 명

1구간(민자구간)
가덕해안로

사용개시구간

부산굛경남경계~부산시 강서구

강서구 천성동 417번지일원 ~
강서구 천성동 산248번지 일원

2010. 12. 22
부산광역시장

1.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6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류100호선)사업
3. 사업의 명칭 : 구서동 쌍용예가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390m, B=10~14.5m
5. 사업의 기간 : 2008.08.01. ~ 2010.10.28.
6. 사업의 시행자 : (주)엠앤브이 대표이사 이미혜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일자

처분사항

510203

(주)금성하니웰
(류재옥)

동래구
온천동

ㅇ 법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3
조에 따른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변경 2009.12.10, 신고 2010.11.25)

2010.
12.13

영업정지 5일
(2011.01.14~
2011.01.18)

2구간(이설도로)

광역시도 17호선(거가대로)

중요경과지

부산시 강서구 천가동 중죽도

-

전용구간

사용개시구간과 같음

사용개시구간과 같음

개시일시

2010.12. 22일 부터~

2010.12. 22일부터 ~

※ 비 고 : 지형도 생략
GK해상도로(주) (999-2042) 및 강서구청(도로교통과 970-4762)
에서 열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