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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 공직자 행동강령의 의의 

공직자 행동깅령은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사햄 대한구체적 

기준을제시한행위 준칙 

썽 기본적성격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무엇이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지를 말해주는 규범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규범성 

행동깅령은공무원들에게기대되는 비-람직힌기-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담고있는점에서 
규범성을 지향하므로 행동강령의 규범적 내용이나 기준 등은 사회적 힘의에 기초히여 
서처도l A 。l으 
근 。 근 -「 λλD 

》 실천성 

행동깅령은 단순히 규범의 치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이나라 공무원들에 의하여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때, 강령이 지향히는 궁극적인 의미가 달성 될 수 있음 

》 자율성 

행동깅령은 외부의 티율적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이나라, 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지율적 실천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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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 집단이 직무의 공정성이나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빙안의 하나로서 반드시 지향해야 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적인 

강령의 형태로 설정하여야 함. 

》 예방지항성 

부패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 려우므로 행동강령은 

사후적 처벌보다는예방적 기능을주된목적으로함 

썽 제정배경 

우리나라특유의 접대문화, 연고중시, 공사구분 모호 등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수행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 

ψ 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 

-- 공직자 행동강령은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 
, 행정부 소속 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제정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별 규칙으로 제정 

공직유관단체 ; 기관별 내부규정으로 제정 

• 파견공직자에 대한 행동강령의 적용 

따견공직자는 파건 받은 기관의 행동강령 적용 

· 위반 시 징계 등의 처벌은 원소속기관의 징계관련 규정 적용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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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용어의정의 

@ 직무관련자 

소관업무와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불이익을받을수 있는개인 · 단체 

(예시 ’ 민원인, 지도 · 감독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계약상대자 등) 

@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의 직무수행과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불이익을받는다른공무원 

@ 선물 

대가없이제공되는물품,유가증권 · 숙박권·회원권 입장권 숙박권등 

@ 효k응 

음식점 · 골프등의 칩대 또는교통 숙박등의 편의 

썽 적용범위 

@ 우리시 소속 직원 빛 우리시에 파견된 직원 

썽 상급자의 부등한 지시처리 

@ 처리절차 

부당한 지시 =수 상급자에게 소명 지시 거부 =수 부당한 지시(계속) =수 행동강령책임관 

(감사실장) 상담 또는 소속 기관장 보고 

※ 소영내용및형식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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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호|피대상 

자신의 이해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당해 직무 

@ 호|피방법 

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후처리 

썽 특혜의배제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금지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여비 업무추진비 등공무활동을위한 예산을목적 외 사용금지 

썽 정치인 등의 부듬한 요구 처리 

@ 처리요령 

소속기관의장또는행동깅령책임관과상담후처리 

@ 인사청탁등금지 

@ 자신의 인시를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담당자에게 청틱 또는 타인의 인사에 부당한 

개입 금지(자신이 직접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히는 것은 허용) 

썽 이권개입금지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 금지 

@ 부당한이익을얻기 위하여 기관명칭 또는직위의 부당한이용금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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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청탁등금지 

@ 지-기 또는 티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또는 
직무관련자소개금지 

썽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최초 검토딘계부티 딩-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표시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신이 재산상 거래 · 투지-하거나 타인을 돕는 행위 금지 

썽 공용물으| 사적사용 · 수익의 금지 

@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시용 · 수익금지 

썽 금품등을받는행위제한 

@ 직무관련지(과거 직무관련재, 직무관련공무원(과거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금품등 

수수 금지 (본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 

--• 행동강령상 금품 등 수수 가능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 교통 등 편의 

(직무관련자와는 원칙적으로 금지, 구내식당 이용) 

· 공식행사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히는교통 · 숙박또는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 

· 질병 · 재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공무원을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금품 

※ 전별금 등 현금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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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등신고 

@ 신고대상 

대기를 받고 강연 · 강의 · 회의 등(단, 대가가 없을 경우 제외) 

※ 요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신고방법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에 신고 

앨 금전등차용금지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 차용 및 부동산 무상대여 금지 

※ 부득이한 사유로 금전 차용 및 부동산 무상 대여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썽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제한 

@ 경조사는 친족,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 신문 · 방송, 
내부통신망,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등은 기능(직무관련자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는불개 
@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제한 

썽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처리 

@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신고 

@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및 신고인 불이익 방지 등 신고인 보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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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금지된금품처리 

‘ 금품 및 경조금품의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히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반환대상금품 등이 멸실 · 부패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나 제공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 ~ 
0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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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 용어의정의 

Im’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을팅}는가? 
mil 직무관련자란공무원개인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을수 

있는 개인(공무원 포함)이나 단체를 말한다. 

1111111.•> 000국 00과 00팀 소속직원 A는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의 민원인과 
직무관련자인가? 또는 00팀에서 다른 업무를 담당히는 B에게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도 A직원의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엔 직무관련자람함은원칙적으로해당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된지를의미하므로 

A직원의 민원인만이 직무관련자임. 

@ 적용범위 

-->타 기괜부체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어느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게 되는지? 

mil 파견 공무원은 파견근무중인 기관(부처)의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위반시 징계등의 
절차는 우리시 규정을 적용 받음, 

썽 상급자의 부S펠 지시처리 

1111111.iJ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는? 

-임 먼저 부당한 지시를 한 당해 %땀자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당히는 방법(이메일 등) 

으로 소명당사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도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 

강령책임관과상담하거나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면소속기관장은부당한지시의 

취소 ·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부당한 지시를 재차 반복하는 .AJ'급자는 

징계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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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1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등}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 
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01에 따를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엔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일을 시킨 상급자 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거절하고 행동 

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함. 

썽 이해관계직무의회피 

mD1 “자신의 이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젠 자신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히는 경우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 
되는것으로판단한다 

그 예로는 토지보상 · 수용, 국유재산 매각, 승진심사, 인사전보안 작성, 징계 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경우라도 할 수 있음, 

-낀 끽촌이내 친족”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_,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함 

구분| 범위 τ뀔렐표 

혀 조 
2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모의 부모의 조부, 모의 증조부 | 출생 
직계비속 자손,증손 

‘ 방계혈족 형제자매, 백숙부, 질(조캐, 종형제자매(4촌형제 
앙자및그혈족과앙지출생 | 입앙 

·혈족의배우자 
인 척 | 배우자의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 -처또는남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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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의배제 

~·] “특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띤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 

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 단순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 · 혈연 · 학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며,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법령이 정히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경제적 ·사회적 이익을주어야함. 

썽 예산의 목적 오| 사용금지 

~”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lllE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한 
이익을상실시키는소극적 손해도포함한다 

·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족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카드 할인하여 마련한 현금을 직무관련 관계에 있는 

,o.J-급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썽 정치인 등의 부듬펠 요구 처리 

~·】 소속기관의 장이 정치인들의 부당한 청닥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임 소속기관의 장 자신이 이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고,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히여금 기록 · 관리토록 하고 기관장자신이 적절한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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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자신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을 위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도 금지 되는지? 

....,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낼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 
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 

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히는 행위를 금하고자 하는 것임. 

염 이권개입금지 

~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의 부묘한 01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무엇인가? 

...., 사적인부탁을받고경기대회 빅빵회등행사의주최 · 주관·후원등에대한기관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공직자의 직위를 사용하게 히는 행위가 해당됨. 

ψ 알선청탁등금지 

~” 알선 · 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거나 알선 · 청탁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위반인지? 

-젠 알선 · 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을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이며 알선 청탁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임. 

썽 공용물의 사적사용 • 수익의 금지 

~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lllE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한도를벗어나개인목적으로사용하는지 여부가판단 
기준임. 

RF00000071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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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을받는행위제한 

.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 안에서 제힌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통신 또는 교통편의 등이 해당됨. 

〈통상적인 관례의 예시〉 

· 지도 · 감독 대상사업체 방문 시 제공되는 음료 등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소한 식사를 외부에서 
등나= 7~같R 
] IL- O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단, 일선민원부서, 지도 단속부서 등의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소액의 음식물, 

편의를 받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 

llK:•J 공무원이 퇴직 · 전출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임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통료 공무원 또는 관내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각출 또는 모금히는 행위는 할 수 있으나 동료직원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소액 선물은 허용됨. 

-끼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공로패와 부상으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띤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간소한 공로패는 받을 수 

있으나, 금전의 수수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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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 금전등차용금지 

.. ” 금전을 차용할 당시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절차는? 

-임 직무관련자가되는시점에서 부득이한사정에 의한경우로보아소속기관의장에게 

신고하면됨. 

썽 외부강의등신고 

mKt]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도 신고해야 하는지? 

-임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님 . 

• ” 근무시간 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임 근무시간외라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출강한 외부강의 등은 행동강령에서 정한 

신고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고 대상임. 

mKt] 외부강의 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어|도 출강할 수 있는지? 

-임 외부캉의 등의 신고여부를 떠나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 등은 출장 · 연가 등 
복무규정에 의거 소정의 승인을 받고 출강하여야 함. 그러나,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수령히는것은행동강령 위반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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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제한 

- ”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범위”는? 
....,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llllD> 기관장의 명의로 10∼15만원 상당의 화흔떨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보댈 수 
있는지? 

-임 소속직원의경조시에기관또는기관장명의의화환제공은행동강령위반이아님. 

llllD>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띤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경조사 사항을 게시하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제한한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됨. 

- ” 부하직원이 상급자으| 경조사를 사전 ~해 없이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히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임 당사자를대신히여 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통지히는것도행통강령에 

위반됨. 

-끼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앓댔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처리는? 

-젠 경조금품 한도액인 5만원은 받을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한 45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반환하여야함. 

썽 징계등 

m:•>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우리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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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 상급자의 부S펠 지시처리 

@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띤서 납품엽제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도 합격처리하도록 부당한 지시 

@ 대형건물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결괴를 무시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사업승인을해주도록부당지시 

ψ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 

@ 대형시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회사에 최고의 평가점수를 주어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줌 

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여비, 수용비 등의 맹목으로 지출하여 이를 과 운영비, 회식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 

@ 업무추진비용 관용카드로 사우나 비용 가족외석비 등 사적용도로 시용 

썽 인사청탁등금지 

@ O 。시청 A사무관은 자신의 승진을 정치인 B에게 부탁하고 B정치인은 시장에게 A의 
깅;o.:A. l .Q.. 승] E-1-
。'-- "므 。-, 

@ o 0시청 국장 C는 직원 D의 부틱을 받고 인사부서 담당과장에게 승진을 청탁 

@ 평소 알고 지내던 직무관련지로 하여금 자신의 상사에게 승진을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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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시청 도시국장 A는 친동생을 직무관련 주택건설업체에 부탁하여 취업시킴. 

@ o 0시청 0 O과장 B는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전화하여 주말에 
부킹을해줌 

썽 알선청탁등금지 

@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위한기술평가위원으로참여한 00시청 국장A는다른평가 

위원들에게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정탁 

@ 평소 거래를 해오던 물품납품업체를 동료공무원인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개해 주고 
동t으 q_l 그끄 AA 
。 。 "" 디0「 -「-「

@ 계약담당공무원 A는 청사시설보수공사 시행과정에서 원도급자에게 하청업체를 소개해 

주는알선·청탁 

썽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 00 시청 도시국장 A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 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 o 0시청 건설행정부서 공무원 B는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후 

매각하는등수억원의 시세차익을실현한사실이 적발되어 직위해제 

썽 공용물의 사적사용 · 수익의 금지 

@ 업무용으로 배정된 승용차량을 일선 기관장이 출퇴근용에 사용 

@ 공용 비품인 TV l대를 기관장의 집에서 사용 

@ 업무용 차량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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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금품등을받는행위제한 

@ 새로 부임한 0 O국장 A는 직무관련지들로부터 영전축히 명목으로 7∼10만원 상당의 

화분수십개를 받아사무실에진열 

@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부하 직원에게 “승진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골프채, 양주 등 금품을 
ι‘ι、
-「기-

@ OO시청 과장 B는 직무관련업체의 기업카드를 수시로 넘겨받아 과회식, 직원야근 

식대 등지출에사용 

@ 00시청 。。팀은관내 식당의 외상값을 직무관련업체로 하여금 대납토록요구하여 

결제 

@ O O시정 과장 C는 관내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개당 2만원 성당의 선물세트 10여개를 

전달히-여 과 직원에게 배부 

@ 지-신이 집펼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 · 동료 공무원 및 산하직무관련자 등 
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 200여명으로부터 1 000여만원을 찬조금품조로 수수 

@ 새로부입한J과장은여러 부하직원들이 비용을각출하여 축하의 뜻으로선물한 15만원 

상당의난화분수수 

@ o 0시청 공무원 K는 동료직원의 경조시에 참석하였디기- 직무관련지를 만나 10만원 

상당의 공연입장권 2장을 수수 

휩 외부강의등신고 

@ 。 o시청 A국장은 0 O협회 회원 연수회에 출;항때 60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고 미신고 

@,J O O기관장 B는 1회에 30만원을 받고 매주 1회 매월 4회에 걸쳐 학원에 출강하고 미신고 



麗경우 를짧 위반이래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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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 금전등차용금지 

@ 직무수행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1,500만원을 무이자로 치용 

@ 관내 직무관련자가 법령위반으로 공경에 처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3,000만원을 
치용한후 1년치 법정이자 600여만원을미변제 

@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등 수수제한 

@ O 0시청 A국장은 자녀결혼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히여 직무관련업체에 팩스로 

통지 

@ %μ급자의 정조시를 직무관련업체들에게 팩스로 통지 

@ o 0시청 B국장은 자녀 결혼 시 직무관련자 4인으로부터 10만원씩 40만원을 수수하고 

5만원 초과분 20만원 미 반환 

@ 00시청 C국장은자녀 결혼시 직무관련업체 대표로부터 5만원이 초과히는경조금품을 

수수하고이를 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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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저11장 총칙 

제 1조 (목적) 

[ 2003. 5. 16 규칙 저11145호] 

개정 2αB 2. 7. 규칙제 1195.호 
2α)8, 7. 18. 규칙제 1 240호 
2009. 2. 18. 규칙제 1 25.4호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안양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 2조 (기본원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φ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디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만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렁」저12조 저12항저11호 및 저1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 사무를 신정 

중에 있거나 신정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E쩌1 

나 인가 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괴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물이익을 받는 

개인또는단체 

다 수사·감사·검사·단속·행정지도등의 대상인 개인또는 8:체 

라 재결 결정 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 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E쩌| 

마 징집 소집,동원등의 대상인 개인또는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장부 -대장 등에의 등록 등재의 신정(신고뚱에 있거나 신정(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이나 

딘처|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정 중에 있거나 신정하려는 것이 영백한 

개인이나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8: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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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타. 시장 및 시 의회 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 “직무관련공무원”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히-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 (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히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 위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 위닥받는 공무원 

@ “선물”이라 함은 대기없이(대기-가 시징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히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힌다) 제공되는 불품 또는 유기증권 · 숙박권 · 회원권 · 입정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것을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저| 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앙시 소속 공무원과 인앙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저|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저| 4조 (목적)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μ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딩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제23조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히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 할 수 있다. 

@ 저1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 

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 저1 1항이니- 저1 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팔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정에게 보고하여이; 힌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냄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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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펼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헝에 따라 

이행하지 이-니 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펼요힌 조치를 

할수있다. 

@ 저1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히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호t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핀란히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히지 아니히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손 · 비속, 배우자 빛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관련이 있는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저1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저11항의 규정에 의한상담요청을받은직근싱곱지-또는행동깅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이-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싱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 

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 혈연 ·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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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싱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저1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D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 제1헝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싱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지-신의 임용 ·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티-인으로 히여금 인시업무를 담당하는 지에게 청탁을 히케 하여서는 이-니된다‘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하여서는아니된다. 

저| 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 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재 

공무원은지신의 직위를직접 이용히여 부당한 이익을얻거니 티-인이 부당한이익을얻도록 

해서는 이-니된디-, 

제 10조으|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히-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등을 하여서는 이-니된다‘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랜히여 지-기 또는 티-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빛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저13호 규정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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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지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지를 

돕는 행위를 히여서는 아니된다. 

제 13조 (공용물의 사적 시용 · 수익의 금재 

공무원은관용차량 · 청사등공용물과 예산의 시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 용도로사용·수익해서는아니된다 

저| 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무원은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또는향응(이하“금품등”이라한다)을 

받아서는 이-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채무의 이행등정당한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 교통 등 편의 

(계약 세무조사 · 인가 · 허가 불법행위 단속 부서의 근무 공무원은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시에서 주최지-기 침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박또는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히-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시정이 허용히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히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등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또는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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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병 ·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금품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히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하급자에세 위로 격려 포상등사기양%뇨을목적으로제공하는금품등 

9.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시장이 허용히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물품 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 

되는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제 14조 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재 

공무원은 제14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 15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 공무원은 대기를 받고 세미나 · 공청회 · 토론회 발표회 · 심포 지엄,교육괴정, 회의 등 

에서 깅의 강의 · 강연, 발표 · 토론 심사 · 평가, 자문 · 의결 등(이하 “외부 강의 등”이라 

한다)을 힐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 요청사유 · 장소 ·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저]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이-니하다. 

@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사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히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디-.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 

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ANYANG 

으로 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저]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니-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리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시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L 친족에대한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 벙송 ·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공무원은 정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히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빔이-서는 아니 

된다. 다만,디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이 

정히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시-관련 금품 등 

3. 안양시(장) 또는 소속기관(장)벙의로 지급되는 경조시-관련 금품 등 

저15장 위반시의조치 

저| 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 ·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이; 한다. 

35 



36 

호&··아써 

제 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시장, 행동 

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저)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불이익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딩-해 공무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조(징계 등) 

제19조저)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할수있다. 

제 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기-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빈환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띨실 · 부패 · 댄질 등의 우려가 

있거니, 그 제공자나 제공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훤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히여 처리하여야한다. 

1. 멸실 · 부패 ·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없는금품등은폐기처분한다. 

2. 멸실 ·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둡기시설(시장이 정하는 단체) 

등에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를 거쳐시 

금고에귀속한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히-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히-여 제공자 · 제공 받은 자 · 제공받은 

금품 · 제공일시 ·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 관리히고, 제공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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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수있다. 

제 6장 보칙 

제 22조(교육) 

@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히-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이: 한다. 

제 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시 본청에는 감사부서의 장을 소속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싱당 

히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히는 부서의 장을 행동 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각 사업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감사부서의 장이 소속기관의「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 싱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 조사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 · 관리히-여이: 한다 

제 23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정하여 시행할수 있다. 이 경우시의회 

의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23조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강령을 

달리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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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저11호서식] 

-A」- 며C그 서 

소영인 ~ 며0 생년월일 

인적사항 !'-」 i「;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하
 
(]

소 명 

내 용 

비 고 

201 

소명인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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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저12호서식] 

외부강의등신고서 

서 며 
C그 C그 

λ ± 
‘ 「 직위(직급) 

신고자 
즈미드로버승 ’ 」〕「」-‘ 연락처 

신 고 사 항 

디 교육과정(강의) 디세미나 口공청회 口토론회 디심포지엄 

기관영 대표자 

1. 요정자 
주 소 연락처 

2. 요정사유 3 장 소 

4. 일 시 5. 대 가 

※ 연도중 외부강의 등 과거실적/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 

월 별 월간총횟수 월간총시간 

201 

신고자 

월간총대가 비 

(서명) 

A+ANYi째6 

口기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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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저13호서식] 

금전치용(부동산대예 신고서 

서 며 
C> C그 

A 소 
-‘ 「 직위(직급)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고 사 항 

口금전차용 

채권자 
서C> 며 C> 주민등록번호 

인 적 주 소 -;·「; -A」

사 항 
신고자와의관계 

차용금액(이율) 

차용사유 

상환기일 

증거서류 

적맘련여부및니뽑 

디부동산대여 

채권자 
서〈그 며 〈그 주민등록번호 

인 ~「f 주 소 연락처 

사 항 
신파와의관계 

대상물 

대여사유 

대여기간및임찌료 

증거서류 

직무관련여부및내용 

m 
인
 

며
。
 

소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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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저14호서식] 

신고자 

신 고 

대상자 

신 고 

내 용 

증거서류 

비 고 

서0며0 

직업 

주소 

서C그며0 

직위(직급) 

위반행위신고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Z「口」|드。로「버 」;등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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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저15호서식] 

금품등반환비용정구서 

청구인 λd 며C그 주민등록번호 
인 ~「꺼 

사 항 -λL i「"" 직위(직급) 

정구금액 

금품{물품) 

수랑(금액) 

신고 반환비용산출내역 

내용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성 며0 -;「" -λ」-

사 E-그} -?「〈 ~ 정구인과의관계 

인적사항 
직무관련 내용 

기타사항 

201 

신고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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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저16호서식] 

금품등접수·처리 대장 

~-λ「, ~꺼-/「、 제공받은자인적사항 제공받은 제공 제공자인적사항 

번호 일시 소속 성영 연락처 금풍등 
받은 

서〈〉며0 생년월일 언락처 일시 

처리 처리 

내용 일시 

+ 
ANYANG 

책임관 비 

결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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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저P호서식] 

상담일시 

서0며0 

피상담인 
-人‘소「 

인적사항 

직위(직급) 

상담내용 

상담결과 

44 

상담기록관리서 

상담유형 

생년월일 

201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 
ANYANG 

방문 · 전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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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저121238호 법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2. 31 . ( “공무원행동강령”에서 변경) 

저| 1 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저]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저| 2조 (기본원칙)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돗은 디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개인 [공무원이 시인(私시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렁」저12조저12항저11호 및 저1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정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영백한 개인 또는 E쩌| 

나 인가 · 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짐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藍좁),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觀, 결정, 김정(擬), 감정鍵), 시힘, 사정(籃),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물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짐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8-:체와 계.떨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01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Of.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 

자치8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장 등n 

이라 한대이 부매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 



+ 
ANYANG 

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디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 예산 · 감사 ,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 · 위틱「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 위탁받는 
.::L!_D.S잉 
o-「 i그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기-가 시장기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기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힌다. 

4. ‘향응”이란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디--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저1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빛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기공무원은 제외 

한다)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저|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공무원은 /업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히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저]l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히-지 이-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 

강령 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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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니 댄경할 필요기-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히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싱맙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히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헝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 변경 

히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디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등에관하여 직근싱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싱담한후처리하여야 

한디-- 디-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정우 

3. 지-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지-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경우 

@ 저1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Ac:f에게 보고하지 아니할수 

있다. 

@ 제2헝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으1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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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 특혜를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1. 5] 

저| 7조 (예산의 목적 오| 사용금재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재 

CD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딩-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9조 (인사 정탁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해서는아니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저|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저| 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 

록 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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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11조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알선 · 청탁등을해서는아니 된다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지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이-니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재 

공무원은 관용 차량 · 선박 ·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 없이 사적인용도로사용 · 수익해서는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φ공무원은직무관련자로부티 금잔 부동산 선물또는향응(이하 “금품등”이라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디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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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 
숙바또느으시디 「 」 Cl 「걷i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 

5. 질병 ·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 있는공무원을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금품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디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_cf급자가동1급자에게위로 격려 포상등사기를높일목적으로 제공히는금품등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받F아서는아니 된다. 다만 제1항각호와제2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저1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14.조으1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 2항에 따라 지-신으로부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각호에서 정한경우는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저1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 15조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 회의 등”이라 한다) 

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지-,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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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히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16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태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기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AJ-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정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시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괴거에 근무히-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힌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공무원은 정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디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띠 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정등이 정히는 정조사 관련 금품 등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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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5장 위반 시의 조치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상팀-한후처리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저| 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보장히-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불이익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본조제목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저1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할수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CD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니-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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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띨실 · 부패 ·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얄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빈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에 따라그금품등을처리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6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 22조(교육) 

@ 중잉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하며, 매년 1회 이상교육을하여야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저| 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정-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징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히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 · 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히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아니하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 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이 영과관련하여상담한내용에 대하여 비밀을누설해서는아니 된다. 

@ 제1헝에 따랴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이-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제 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야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장은 제15조 · 제17조 및 제23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강령을 

달리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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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 

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혐l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2009. 2. 1] 

부칙 [2003. 2. 18 제17906호] 
φ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금전의 치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치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05. 7. 26 제18965호(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φ 및 @ 생략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19조저]1항 단서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기정렴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각각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 생략 부칙 [2005. 12. 9 제19165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 생략 

(16)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깅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히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7) 내지 (241) 생략부칙 [2008. 2. 29 제20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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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부패방지법 시행령」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보싱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힌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한다. 

제끄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 19조저] l항, 제24조저] 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각각 “국민권익 

위원회”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φ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길음히여 이 영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인용힌- 경우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1. 5 제2110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8. 12. 31 제2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딘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 

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히-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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