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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2020. 7. 17.(금)

령】

○교육부령제213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행정안전부령제192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환경부령제874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8
○환경부령제875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188호(국적취득)………………………………………………………………………………… 9
○법무부고시제2020-190호(국적취득)………………………………………………………………………………… 13
○법무부고시제2020-192호(국적취득)………………………………………………………………………………… 17
○법무부고시제2020-194호(국적취득)………………………………………………………………………………… 19
○법무부고시제2020-196호(국적취득)………………………………………………………………………………… 20
○법무부고시제2020-202호(국적취득)………………………………………………………………………………… 21
○법무부고시제2020-203호(국적취득)………………………………………………………………………………… 23
○법무부고시제2020-205호(국적취득)………………………………………………………………………………… 25
○법무부고시제2020-207호(국적취득)………………………………………………………………………………… 33
○법무부고시제2020-209호(국적취득)………………………………………………………………………………… 37
○법무부고시제2020-214호(국적취득)………………………………………………………………………………… 41
○법무부고시제2020-215호(국적취득)………………………………………………………………………………… 42
○법무부고시제2020-216호(국적취득)………………………………………………………………………………… 46
○법무부고시제2020-217호(국적취득)………………………………………………………………………………… 57
○법무부고시제2020-218호(국적취득)………………………………………………………………………………… 62
○법무부고시제2020-226호(국적취득)………………………………………………………………………………… 64
○법무부고시제2020-227호(국적취득)………………………………………………………………………………… 65
○법무부고시제2020-228호(국적취득)………………………………………………………………………………… 71
○법무부고시제2020-229호(국적취득)………………………………………………………………………………… 77
○법무부고시제2020-230호(국적취득)………………………………………………………………………………… 78
○법무부고시제2020-249호(국적취득)………………………………………………………………………………… 80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044)205-1492, 205-1493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법무부고시제2020-250호(국적취득)………………………………………………………………………………… 81
○환경부고시제2020-158호(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도엽 개정 및 일부 수정·보완)… ………… 8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16호(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82
○문화재청고시제2020-65호(「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9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0호(2020년도 서울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고시)……………… 9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 1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3호(하천점용허가)………………………………………………………… 1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3호(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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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3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0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4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0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0호(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10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1호(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10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7호(항만시설공사 준공)…………………………………………………… 10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1호(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10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4호(항로표지 현황변경)…………………………………………………… 109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0 -11호(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110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0호(국적상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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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69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0호(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13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1호(전자금융업 등록)………………………………………………………………… 116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2호(전자금융업 등록)………………………………………………………………… 1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3호(전자금융업 등록)………………………………………………………………… 1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5호(전자금융업 등록)………………………………………………………………… 118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6호(전자금융업 등록)………………………………………………………………… 118
○교육부공고제2020-255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19
○교육부공고제2020-256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20
○교육부공고제2020-258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21
○법무부공고제2020-210호(제11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 1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3호(소규모 공공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5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10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1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29

관

제19796호
번호

보

2020. 7. 17.(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8

주식회사 에코건설이엔지

942017110018640 등 101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길 **

9

주식회사세븐업건설

942018110029710 등 16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

10

천O종

942017110027123 등 13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

11

하원건설

942019110000215 등 25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3길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고제2020-50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신규 지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가. 관리기관 주소 : 전남 나주시 건재로 111
나. 관리기관 대표자 : 김 종 열
다. 관리기관지정 연월일 : 2020년 7월 9일
라. 자원보유현황 : 하수오 등 5종(영양체 1,000점 이상, 표본 100점 이상 등)
2.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가. 관리기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2, 507동 1302호50
나. 관리기관 대표자 : 현 진 오
다. 관리기관지정 연월일 : 2020년 7월 9일
라. 자원보유현황 : 미선나무 등 2종(영양체 368점)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13호
항만공사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대형 컨테이너선박의 입항으로, 부산항 신항 내 선박통항 안
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신항 내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도 제거 및 주변 해역 준설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