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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3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대전보훈병원 증축)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20번지 외 2필지 상 도시계획시설사업(대

전보훈병원(종합의료시설) 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에서 고시문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10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20번지 외 2필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나. 명칭 

1) 대전보훈병원 본관동 리모델링 증축공사

2)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국가지정 입원치료동) 증축공사

3) 대전보훈병원 임시주차장 및 부속시설, 진료지원동 증축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나.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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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가. 면적: 증 2,809㎡(기정 40,944㎡ → 변경 43,753㎡)

나. 건축물의 건축

구분 기 존 변경
증 감 비고

본관동 증축 등 재활센터 등 임시주차장 등

건축면적 14,164.44㎡ 15,973.95㎡ 494.87㎡ 1,220.86㎡ 93.78㎡

연면적 44,471.51㎡ 48,159.83㎡ 905.97㎡ 2,548.53㎡ 233.82㎡

용적률 

산정용면적
34,076.33㎡ 37,427.31㎡ 905.97㎡ 2,548.53㎡ 233.82㎡

건폐율 34.60% 36.51% 35.80% 38.79% 36.51%
법정

60%이하

용적률 83.23% 85.54% 85.44% 90.84% 85.54%
법정
300%
이하

규모 지하1층/지상5층 - -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 -

최고높이 28.6m 29.0m 29.0m 19.4m 19.4m

주차대수  361대 363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 ~ 2024. 1. 30.

6. 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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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2-40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740-16 홍도로73번길 48 2022. 5. 20. 건물신축
홍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7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탄진동 100-6 대청로 47 2022. 5. 18. 건물신축 대청댐의 명칭을 반영

신일동 1709-7 신일서로125번길 78 2022. 5. 20. 건물신축
신일서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 변경

지 번 주 소 변경 전 도 로 명 주 소 변경 후 도 로 명 주 소 변경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 경 사 유

송촌동 461-3 동춘당로114번길 60 동춘당로114번길 16 2022. 5. 20. 건물군 분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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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529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73-1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

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평촌동 173-1

번지
5㎡ 4m 14.3m

김○수, 

정○순

2. 기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45)에 비치하

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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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5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압류예고 압

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2022. 5. 20. ~ 2022. 6. 2.(14일간)
4. 기타

가. 상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
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

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

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

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

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
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5, 6806)로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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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70, 102동 

4**호(두진리버빌아파트)
38버**** 2022-03-21  

19:39:27 법동 191-1 2022.04.12 2022.04.14 폐문부재

2 정**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113-32, 111동 

20**호(계룡파라디아아파트)
39부**** 2022-04-01 

17:45:37 연축동 307-10 2022.04.12 2022.04.14 폐문부재

3 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27, 102동  

8**호(목상동, 상록수아파트)
81소****

2022-04-01 

21:33:45
목상동 185-1 2022.04.12 2022.04.14 폐문부재

4 박**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23번길 27,  101동 

9**호(성남동, 누리보듬아파트)
229나**** 2022-04-02 

18:56:59 중리동 462 2022.04.12 2022.04.20 폐문부재

5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27, 102동 

8**호(목상동, 상록수아파트)
32머**** 2022-04-04 

20:50:33 목상동 185-1 2022.04.12 2022.04.14 폐문부재

6 형제*** 경기도하남시대성로95번길  1*(춘궁동) 37하**** 2022-03-30 
07:11:18 평촌동 540-1 2022.04.15 2022.04.25 폐문부재

7 박**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529,  1동 

12**호(선화동, 선화Ⅱ 참좋은아파트)
86너**** 2022-04-06 

07:22:16 대화동 289-1 2022.04.15 2022.04.22 폐문부재

8 이**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27,  3**호(괴정동, 현대타운) 297노**** 2022-04-09 
10:46:58 신탄진동 771 2022.04.15 2022.04.22 폐문부재

9 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92,  112동 7**호(지족동, 

영무예다음 에코타운)
83너**** 2022-04-09 

15:21:21 미호동 57-1 2022.04.15 2022.04.25 폐문부재

10 고**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93번길 7,  3**호(관저동) 331모**** 2022-04-09 
16:05:25 용호동 45 2022.04.15 2022.04.22 폐문부재

11 정**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4길  32, 102동 

21**호(남광하우스토리)
26머**** 2022-04-10 

11:03:43 평촌동 541-17 2022.04.15 2022.04.25 폐문부재

12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90번길  8*, 

*층(신탄진동)
36서**** 2022-04-10 

15:14:49 미호동 57 2022.04.22 2022.04.26 폐문부재

13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09동 

2**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77오**** 2022-04-11 

22:17:37 송촌동 494-1 2022.04.22 2022.04.26 폐문부재

14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83번길 39,  2**호(선화동) 01수**** 2022-04-14 
20:55:34 비래동 118-3 2022.04.22 2022.04.29 폐문부재

15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05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 2022-04-17 

09:01:36 법동 440-4 2022.04.22 2022.04.26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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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6 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40, 102동 

7**호(중리동)
69소****

2022-04-17 

21:06:09
중리동 236-4 2022.04.27 2022.04.29 폐문부재

17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길  79, 101동 

15**호(읍내동, 백송아파트)
19무**** 2022-04-09 

15:21:00 한밭대로987 2022.04.27 2022.04.29 폐문부재

18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36번길  59, 

2**호(송촌동)
222로**** 2022-04-22 

13:06:00 법동 218 2022.04.27 2022.04.29 폐문부재

19 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신로  60-** 82수**** 2022-04-24 
08:56:45 비래동 47-1 2022.04.27 2022.04.28 폐문부재

20 이**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27,  3**호(괴정동, 현대타운) 297노**** 2022-04-24 
14:35:37 신탄진동 733 2022.04.27 2022.05.04 폐문부재

21 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140번길  1*(봉명동) 91노**** 2022-04-24 
16:38:30 미호동 57-1 2022.04.27 2022.05.05 폐문부재

22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102동 

2**호(읍내동, 현대아파트)
10마**** 2022-03-09 

15:51:46 읍내동 54 2022.05.09 2022.05.16 폐문부재

23 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7번길  6-15, 3**호(중리동) 81부**** 2022-03-21 
07:16:22 중리동 418 2022.05.09 2022.05.10 수취인불명

24 이**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27 3**호(괴정동) 297노**** 2022-03-21 
23:00:57 신탄진동 771 2022.05.09 2022.05.16 폐문부재

25
GALLEGU
EZ ROSA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998번길  11, 2**호(내동) 43소**** 2022-03-25 

15:00:53 석봉동 770 2022.05.09 2022.05.16 폐문부재

26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101동 

15**호(읍내동, 현대아파트)
57너**** 2022-03-26 

16:52:13 읍내동 54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27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102동 

2**호(읍내동, 현대아파트)
70노**** 2022-03-27 

14:41:52 읍내동 54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28 여**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620번길 41,  4**호(용문동, 

센트럴빌)
69보**** 2022-03-28 

07:14:33 중리동 418 2022.05.09 2022.05.16 폐문부재

29 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11, 102동 11**호 38호**** 2022-03-11 
16:42:12 중리동 462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30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5길 16, 3동  3**호(대화동, 

대화장미아파트)
08다**** 2022-02-04 

18:46:18 대화동 40-48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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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31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102동 

2**호(읍내동, 현대아파트)
70노**** 2022-02-05 

14:50:20 읍내동 54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32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75번길  22-3, 

2**호(중리동)
09루**** 2022-01-28 

19:43:00 중리로75번길15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33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10동 

35**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56너**** 2022-02-09 

18:11:33 석봉동 770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34 김** 대전광역시유성구  봉산로32번길  6, 2**호 
（봉산동） 106호**** 2022-01-18 

15:29:10 송촌동 487-1 2022.05.09 2022.05.10 주소불명

35 김** 전라남도 순천시 역전1길 9, 3층  3*호(조곡동) 117고**** 2022-02-17 
16:43:01 중리동 418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36 이**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89번길 73,  110동 

4**호(용전동, 한숲아파트)
57너**** 2022-02-24 

09:36:11 법동 285-1 2022.05.09 2022.05.12 폐문부재

37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102동 

2**호(읍내동, 현대아파트)
70노**** 2022-02-27 

15:06:58 읍내동 54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38 ㈜무현**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로  160 , 2동 2**호 
산업용재유통상가지원상가   (대화동) 32구**** 2022-01-03 

03:46:24 송촌동 494-1 2022.05.09 2022.05.10 수취인불명

39 양**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105동 

8**호(초원그린타운)
49소**** 2022-01-15 

18:27:16 중리동 462 2022.05.09 2022.05.10 수취인불명

40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43, 110동 5**호 
(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1단지) 31호**** 2021-12-31 

08:28:10 신탄진동 100-1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41 ㈜무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산업용재유통상가 2-2** 32구**** 2022-01-22 
07:23:43 송촌동 494-1 2022.05.09 2022.05.10 수취인불명

42 정**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81,  1101동 5**호(장현동, 

시흥능곡역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355서**** 2022-01-23 

00:41:24 송촌동 461-1 2022.05.09 2022.05.12 폐문부재

43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20번길  85, 101동 

2**호(오정동, 한남아파트)
62나**** 2022-01-28 

12:08:35 오정동 753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44 장**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22번길 7,  2**호(대흥동) 56두**** 2022-01-29 
22:01:40 법동 191-1 2022.05.09 2022.05.12 폐문부재

45 이**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승산길 20-* 22마**** 2022-01-31 
14:16:44 연축동 102 2022.05.09 2022.05.10 수취인불명

46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05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

2022-01-31 

10:51:00
법동 440-4 2022.05.09 2022.05.11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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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540호

도로의 통행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도로의 종류: 구도

2. 노선명: 중로2-48호선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 외 모든 차량

4. 구간: 중로2-48호선(덕암로) L=580m(덕암동 56 ~ 덕암동 12-1번지 일원)

5. 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6월 15일

6. 이유: ‘신탄진IC 부근 도로선형개량공사’에 따른 작업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7. 그 밖의 사항

가. 통제방법: 양방향 2개 차로 중 작업차로 1개 차로 부분통제(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유도원의 수신호에 의한 통행

다. 연락처: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12) 또는 시공사 (주)디아이건설

(042-622-30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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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541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5-2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

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목상동 25-2(A) 25㎡ 6.0m 17.1m

정〇철

목상동 25-2(B)
32㎡ 6m 19.7m

60㎡ 3m 6.2m

2. 기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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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549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41-20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오정동 441-

20번지
4.27㎡ 3m 17.6m 이○필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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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551호

방범용 CCTV 2차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 관내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응코자함

4. 설치장소 : 방범용(20개소 / 28대)【첨부1】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구역 반경 50m, 24시간 연속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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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고기간 : 2022. 5. 20. ~ 2022. 6. 9.(20일간)

7.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6. 9.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첨부2】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 대덕구청 자치분권과(☎042-608-6097 fax 042-608-393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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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대덕구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연번 행정동 위     치 개소
대수

비고
회전 고정

계 20개소 / 28대 20 13 15

1 비래동 비래동146-22 1 1

2 회덕동 읍내동58-4 1 2 비상벨

3 오정동 오정동255-10 1 1 비상벨

4 석봉동 석봉동415-13 1 1

5 중리동 중리동380-11 1 1 비상벨

6 덕암동 상서동404-1 1 1 비상벨

7 덕암동 상서동146-30 1 1 비상벨

8 중리동 중리동399-19 1 2 비상벨

9 송촌동 송촌동554 1 1

10 중리동 중리동376-17 1 2 비상벨

11 신탄진동 신탄진동175-13 1 1 비상벨

12 신탄진동 신탄진동153-40 1 1 비상벨

13 덕암동 덕암동 79-10 1 1 비상벨

14 신탄진동 신탄진동131-15 1 2 비상벨

15 대화동 대화동산32-1 1 2

16 오정동 오정동산17-1 1 1 비상벨

17 오정동 오정동산17-1 1 1 비상벨

18 오정동 오정동642-12 1 2

19 중리동 중리동392-2 1 2 비상벨

20 회덕동 읍내동74-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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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대전 대덕구 방범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