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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55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하천

(배오개천) 정비사업(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배오개천

소하천

(배오개천) 

정비사업(3차)

이현동

156

이현동

161
- 140 -

‘22. 3

(예정).

‘22. 12

(예정).

재해예

방

수용·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별첨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게재생략)

2. 위치도 (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붙임)

※ 열람장소: 대덕구청 건설과 (tel : 042-608-5223)

※ 열람기간: 2022. 1. 17. ~ 2022. 2.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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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하 천 정 비 시 행 계 획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3차)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소하천인 배오개천에 대하여 노후제방 등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예

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 요 : 하천정비L=140m

▪ 위 치 : 대덕구 이현동 156번지 일원

❍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착공일 : 2022. 3.

▪ 준공일 : 2022. 12. 31.

❍ 실시설계도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안전국 건설과에 비치

❍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 사업비(재원 및 연도별)

구  분 재  원  별(천원)
비  고

연도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특별조정교부금

2021년도 200,000 - - -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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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3차)

가. 토지 또는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 대덕구 이현동 135-1 천 640.1 60 대덕구

2 대전 대덕구 이현동 138-2 대 1,504 22 환경부

3 대전 대덕구 이현동 139 전 1,580 84 이*형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

4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7-1 답 157 45 이*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119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아파트)

5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7-2 답 886 38 이*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119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아파트)

6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7-3 답 1,117 12 정*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 30번길 **

7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7-4 천 311.1 102 대덕구

8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7-5 천 79.5 79.5 대덕구

9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6 답 937.2 29 정*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 30번길 **

10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6-1 천 1,390.6 681 대덕구

11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7 답 679 59 정*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 30번길 **

12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8 답 1,047.3 38 정*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 30번길 **

13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9 답 1,439 76 이*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1326번길 ***

14 대전 대덕구 이현동 160 답 1,200 22 이*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1326번길 ***

15 대전 대덕구 이현동 161 답 1,226 146 문*락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102

(갈마동, 갈마아파트)

16 대전 대덕구 이현동 707-6 구 3,964.5 833 대덕구

17 대전 대덕구 이현동 산13 임 2,281 23 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24번길 **

18 대전 대덕구 이현동 산15 임 1,122 7 성*애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255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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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일련번

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7-5 감나무 5년생 5주 이*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1로 119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아파트)

2 대전 대덕구 이현동 160 관정 1식 1개소 이*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1326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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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도

하천정비L = 1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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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65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5
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2022. 1. 17. ~ 2022. 1. 30.(14일간)
4. 기타
  - 상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제5항의 규정위반자가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
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
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
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
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대전대덕구청사회복지과(☎042-608-6805, 6806)로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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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공 시 송 달 명 단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송**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7번길 28, 1**호(송촌동) 81주****
2021-12-12  

22:13:43
송촌동 459-1 2022.01.05 2022.01.07 폐문부재

2 황** 대전광역시 중구 목척4길 **,  1층(은행동) 32구****
2021-10-25 

05:51:00
대덕대로1555 2022.01.05 2022.01.10 이사불명

3 정**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81,  11**동 5**호(장현동, 시흥능곡역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355서****

2021-12-18 

01:05:34
송촌동 461-1 2022.01.05 2022.01.10 폐문부재

4 윤**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52번길  41-31, 가동 B**호(목동, 연

흥빌라)
32머****

2021-12-19 

10:49:41
중리동 462 2022.01.05 2022.01.10 폐문부재

5 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5길  *-*(원평동) 09가****
2021-12-26 

14:34:12
중리동 431 2022.01.05 2022.01.07 이사불명

6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69-1,  가동 2**호(대화동, 청림빌라) 22우****
2021-12-25 

15:18:15
대화동 40-78 2022.01.05 2022.01.07 폐문부재

7 ㈜유카**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구길 178,  1층 1**호 61나****
2021-12-27 

20:50:57
중리동 207-1 2022.01.05 2022.01.06 수취인불명

8 김**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190번길  69, 가동 4**호 （연축동, 

그린빌라） 15하****
2021-11-13 

23:51:41

송촌동 494-1, 502동

5-6라인
2022.01.05 2022.01.07 폐문부재

9 주**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 28-1, 1**호(산성동) 104하****
2021-11-12 

19:01:00
송촌동 448-1 2022.01.05 2022.01.10 폐문부재

10 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35번길  28, 3**호(비하동) 66누****
2021-10-31 

16:17:24
미호동 57-3 2022.01.05 2022.01.10 폐문부재

11 선**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734번길  1*(동천동) 270러****
2021-11-20 

15:48:31
송촌동 463 2022.01.05 2022.01.07 주소불명

12 김**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태고로 2*-8 61우****
2021-11-23 

09:18:09
문평동 78-3 2022.01.05 2022.01.07 폐문부재

13 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5길  *-*(원평동) 09가****
2021-11-26 

08:26:41
중리동 251-1 2022.01.05 2022.01.07 이사불명

14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46, 3층 3**호(목상동) 27노****
2021-11-27 

10:56:22
신탄진동 120-25 2022.01.05 2022.01.06 수취인불명

15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05동 3**호(석봉동, 금강엑

슬루타워)
65주****

2021-10-06 

09:12:03
석봉동 770 2022.01.05 2022.01.07 폐문부재

16 김**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24, 108동 2**호(금암동, 타운하우

스이지)
155하****

2021-09-19 

11:50:18
오정동 705-7 2022.01.05 2022.01.06 폐문부재

17 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45번길  17, B동 2**호

(송촌동, 송촌원룸)
03더****

2021-10-02 

06:47:51
송촌동 364 2022.01.05 2022.01.07 폐문부재



- 8 -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8 정**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26, 109동 5**호

(도마동, 경남아파트)
341구****

2021-10-07 

15:49:19
덕암동 335 2022.01.05 2022.01.12 폐문부재

19 주**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  28-1, 1**호(산성동) 104하****
2021-09-26 

12:30:38
법동 218 2022.01.05 2022.01.10 폐문부재

20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05동 18**호

(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

2021-10-17 

17:51:22
법동 440-4 2022.01.05 2022.01.07 폐문부재

21 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운로 116,  103동 1**호

(용암동, 힐데스하임 아파트)
02버****

2021-10-24 

17:51:49
덕암동 12-1 2022.01.05 2022.01.12 폐문부재

22 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67, A동 5**호

(덕이동, 철산아파트)
68로****

2021-09-02 

19:33:57
상서동 828-15 2022.01.06 2022.01.11 폐문부재

23 윤**
대전광역시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102동 15**호

(법동, 한마음아파트)

대전대덕

마****

2021-09-10 

07:58:47
중리동 462 2022.01.06 2022.01.10 폐문부재

24 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34, 5동  2**호(도마동, 경남아파트) 24무****
2021-09-11 

13:51:16
오정동 705-40 2022.01.06 2022.01.10 폐문부재

25 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  20, 4**호(신탄진동) 74로****
2021-09-12 

02:14:59

신탄진동 141-28, 골

든리버빌 지하  2층
2022.01.06 2022.01.10 폐문부재

26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83번길 39,  2**호(선화동) 01수****
2021-09-13 

20:20:11
비래동 524 2022.01.06 2022.01.11 폐문부재

27 한**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68번길  82, 6**호(갈마동, 웰리움) 56러****
2021-09-14 

14:51:16
오정동 705-7 2022.01.06 2022.01.10 폐문부재

28 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  20, 4**호(신탄진동) 74로****
2021-09-14 

23:57:23
신탄진동 737 2022.01.06 2022.01.10 폐문부재

29 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 20, 4**호(신탄진동) 74로****
2021-09-21 

23:50:12
신탄진동 141-28 2022.01.06 2022.01.10 폐문부재

30 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림4길 7*(도마동) 50머****
2021-09-23 

14:02:58
오정동 448-4 2022.01.06 2022.01.07 수취인불명

31
㈜곰마트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1,  1층(낭월동) 82머****

2021-09-25 

06:18:23
오정동 705-40 2022.01.06 2022.01.11 폐문부재

32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06동 6**호

(법동, 보람아파트)
24무****

2021-09-25 

14:13:17
송촌동 459-4 2022.01.06 2022.01.07 수취인불명

33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01동 15**호

(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46조****

2021-09-25 

19:48:12
법동 285-3 2022.01.06 2022.01.10 폐문부재

34
㈜시간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7 93도****

2021-09-27 

11:45:19
중리동 462 2022.01.06 2022.01.11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