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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과 대테러작전계
- 전자우편 : cocoame@korea.kr
- 팩스 : 032-835-28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과(전화 032-835-2343, 팩스 032-835-284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1-2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한국에너지산업기술㈜

종류

1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유흡착재

1층 134호

형식 및 제품명
매트 모양
(T2-sorb 6)

승인번호

일자

흡-227호

`21.2.8

비고
신규
발급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국가표준 통합 및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현행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일부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132호, 2019.12.31.)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
가표준(KS)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
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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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1. 2.15. ~ 2021. 3.16.(1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번
1
2
3
4
5

허가번호
41-2016-50-0000324
41-2016-50-0000201
41-2016-50-0000248
41-2015-50-0000154
42-2018-50-0000198

호출명칭
226천○호
200홍○호
226아○호
250영○호
210뉴○○호

시설자명
김○○
최○○
진○○
김○○
강○○

위반사항
정기(재)검
사 불응

시설자 주소
충남 당진시 석문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충남 서산시 학동5로
충남 태안군 고남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GS칼텍스㈜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GS칼텍스 제2제품부두 3
선석 건설공사』에 대하여「산업입지법」제37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인가필증를 발급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3선석 건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GS칼텍스㈜ 대표이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GS타워
3.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MFC 공장에서 소요·생산되는 화학제품(프로필렌 등)의 입·출하를 위한 15,000DWT급
1선석 추가 선석 건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산200번지 지선 해상

◦ 면

적 : 19,2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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