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이용안내
회원가입
접수누리집
회원가입
추첨신청
매월 15 ~ 19일
다음달 게첨분
추첨처리
20일 10시 전산추첨
(휴일의 경우 익일)
미배정 게시대 신청
추첨후 익일(10:00 ~)
선착순 접수
신고 · 수수료 납부
당첨(미배정신청)
익일 18시까지 신고
현수막 탈부착
1일, 16일 신청자
직접 탈 · 부착

추첨신청
추첨접수기간

추첨처리

비고

매월 15 ~ 19일 까지(~24시간)

20일 10:00(토, 공휴일 시 익일)

※ 신고 · 수수료납부는 익일 18시까지 군청 · 읍 · 면사무소에 신고(미 신고시 개별통보 없이 자동 취소됩니다.)

미배정 게시분 신청
접수기간

접수방법

추첨 후 익일(10:00 ~ )

선착순 접수

비고

※ 신고 · 수수료 납부는 익일 18시까지 군청 · 읍 · 면사무소에 신고(미 신고시 개별통보 없이 자동 취소됩니다.)

신고 및 수수료 납부 방법
게시대

신고 · 납부

수수료

납부기한

상업용

군청 · 읍 · 면사무소

3,000원(1회 / 15일 기준)

당첨(미배정신청) 익일 18:00까지

행정용

군청 · 읍 · 면사무소

0원

신청 후 익일 18:00까지

현수막 게시방법
구분

1차

2차

비고

게첨 기간

매월 1 ~ 15일

매월 16 ~ 말일

기본 15일(연장 없음)

게시대의 최상단부터 아래쪽으로 1, 2, 3, 4, 5면이 됩니다.
동일 장소에 게시대가 2개 이상일 경우 게시대를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좌측부터 1번 게시대로 지정

가로형 게시대의 1면(최상단)은 행정용으로 지정
게첨방법 : 옥외광고사업자가 직접 탈 · 부착
게첨일 : 1차(1~15일), 2차(16~말일)
현수막철거 : 게첨 종료일 24시까지 직접 철거(미수거시 폐기처분)
사전신고 된 내용과 현수막 내용과 다르거나 위조사항이 발견될 경우 게시 불가
※ 규격에 맞지 않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보 없이 즉시 철거됩니다.

현수막 규격 및 준수사항
현수막 규격 및 준수사항
지역구분

규격(L*H)

전지역

600cm * 70cm

비고

※ 게시대별 규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의 색상
현수막의 바탕색은 빨강, 흑색은 2분의 1미만으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글씨나 배경색이 적색, 흑색, 형광색은 사용 불가

표시 불가 내용
현수막 사이즈가 아닌 경우
청소년 유해문구가 들어갈 경우
정치적 문구가 들어갈 경우
개인, 업체, 법인, 상호비방 문구가 들어갈 경우
현수막 실명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신청내용과 게시하는 현수막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위조된 경우

기타 유의사항
현수막 게시의 지연 또는 중지
법정공휴일 또는 강우 · 강풍 · 우천 · 폭설 등의 자연재해시에는 현수막 게시 일정이 다음날로 지연 될 수 있으나,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
다.
현수막 게시 기간 중 태풍 · 재난 · 긴급 공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통보 없이 게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의 훼손 · 손상
게시된 현수막이 자연재해, 불특정다수인에 의해 훼손 · 손상이 되더라도 영암군은 민형사상 책임은 없습니다.
훼손에 의해 다시 게시를 원할 경우 남은 게시기간일까지 부착이 가능합니다.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기타 문의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영암군 도시개발과 및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암군 도시개발과 ☎ 061)470-2432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Copyrights (c) 영암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