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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조례 제1589호 경기도과천도시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
	경기도조례 제1590호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경기도조례 제1591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
	경기도조례 제1592호 결기도복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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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규칙 제1718호 경기도(반월지구출장소관할구역내)급수공사대행규칙폐지규칙
	경기도규칙 제1719호 경기도반월근로청소년복지회관직제규칙폐지규칙
	경기도규칙 제1720호 경기도반월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규칙폐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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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훈령 제723호 경기도사무내부위임규정중개정규정

	(예규)
	경기도예규 제551호 기관기호 및 문서배부번호표

	(고시)
	경기도고시 제257호 '85 제7차소규모농지확대개발계획결정
	경기도고시 제258호 사료성분등록
	경기도고시 제259호 사료성분등록
	경기도고시 제260호 쇠고기, 돼지고기연동가격고시
	경기도고시 제261호 쇠고기연동가격표고시
	경기도고시 제262호 돼지고기연동가격표고시
	경기도고시 제263호 공유수면매립면허준공기간연장허가
	경기도고시 제265호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허가
	경기도고시 제270호 '85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고시
	경기도고시 제271호 '86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고시
	경기도고시 제272호 용인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
	경기도고시 제274호 법인묘지, 사설납골당의 사용료 최고한도액 고시
	경기도고시 제275호 고양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일부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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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고시 제278호 접도구역지정에관한고시(변경)

	(공고)
	경기도공고 제514호 어업면허처분
	경기도공고 제515호 전기용품제조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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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고 제521호 어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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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고 제523호 전기용품제조업폐지신고수리
	경기도공고 제524호 케이.에스표지정지처분해제
	경기도공고 제525호 케이.에스표지정지처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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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고 제534호 무선국허가확인증표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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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공고 제2호 신조및폐기공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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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례 제1596호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특령에 관한 조례

	(규칙)
	경기도 규칙 제1729호 경기도직제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30호 경기도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31호 경기도 담당관 및 과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32호 경기도 사방사업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33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34호 경기도 자동차 운전학원 운용규칙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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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경기도 고시 제1호 쇠고기, 돼지고기 연동가격고시
	경기도 고시 제2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 고시 제6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 고시 제7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수원시 고시 제1호 수원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시행허가

	(공고)
	경기도 공고 제1호 '86기타 물건과세 표준액 결정공고
	경기도 공고 제2호 '86건물, 선박, 과세표준액 승인공고
	경기도 공고 제3호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시효
	경기도 공고 제5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
	경기도 공고 제7호 착화탄 품질검사 불합격상품 공고
	부천시 공고 제4호 신조공인공고


	제2241호
	(규칙)
	경기도규칙 제1735호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규칙 제1736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고시)
	경기도고시 제8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규칙 제10호 돼지고기 연동가격고시
	경기도규칙 제12호 사방지정지 해제
	경기도규칙 제13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규칙 제14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규칙 제15호 종축업등록
	경기도규칙 제16호 돼지고기 연동가격고시
	경기도규칙 제17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규칙 제18호 사방지정지 해제
	경기도규칙 제19호 사방지정지 해제
	경기도규칙 제21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수원시고시 제3호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변경시행허가

	(공고)
	경기도공고 제9호 신조공인 공고
	경기도공고 제10호 비료생산업 휴업중 영업재개
	경기도공고 제13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공고 제14호 신조 공인 공고
	경기도공고 제15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공고 제16호 '86년도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경기도공고 제17호 의료보호 제1,2차 진료기관지정 및 취소
	경기도공고 제19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공고 제20호 케이·에스표시 정지처분 해제
	경기도공고 제21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공고 제24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공고 제25호 전기용품 제조업 폐지신고수리
	경기도공고 제26호 케이·에스표시 정지처분 해제
	경기도공고 제27호 비료생산업 허가사항 변경
	경기도공고 제30호 전기용품 제조업 폐지신고수리
	경기도공고 제31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공고 제32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공고 제33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공고 제34호 비료생산업 휴업
	경기도공고 제35호 비료생산업 허가사항변경
	경기도공고 제36호 비료생산업 허가사항변경
	수원시공고 제11호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


	제2242호
	(규칙)
	경기도규칙 제1738호 경기도직제규칙중개정령

	(고시)
	경기도고시 제29호 사료성분등록
	경기도고시 제30호 수산제조업허가취소
	경기도고시 제31호 보호수지정
	경기도고시 제35호 소규모농지확대개발계획결정
	경기도고시 제37호 경기도수입증지판매인지정
	경기도고시 제38호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연동가격고시
	경기도고시 제39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고시 제40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고시 제41호 사료성분등록
	성남시고시 제3호 '86년도골재채취점용료 및 사용료고시

	(공고)
	경기도공고 제39호 케이·에스표시정지처분해제
	경기도공고 제40호 케이·에스표시허가취소
	경기도공고 제42호 새마을공장지정취소
	경기도공고 제43호 전기용품제조업폐지신고수리
	경기도공고 제44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
	경기도공고 제45호 '86년도립병원위탁계약
	경기도공고 제47호 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
	경기도공고 제48호 케이·에스표시허가취소


	제2243조
	(조례)
	경기도조례 제1597호 경기도 농기계중 수리센타 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경기도조례 제1598호 경기도 보건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규칙)
	경기도규칙 제1737호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중 개정규칙

	(고시)
	경기도고시 제43호 환지 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고시 제45호 단미 사료성분 등록
	경기도고시 제47호 제2종 어항지정 및 해제
	경기도고시 제48호 사방사업 지정
	경기도고시 제49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공고)
	경기도공고 제49호 전기용품제조업 허가 취소
	경기도공고 제52호 전원 개발사업 실시계획
	경기도공고 제53호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 취소
	경기도공고 제55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공고 제56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
	경기도공고 제57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공고 제58호 경기 제1컴퓨터공업협동 소조합 설립 인가
	경기도공고 제59호 전기용품 제조업 폐지신고 수리
	경기도공고 제61호 비료생산업 품목 추가 허가
	경기도공고 제62호 비료생산업 품목 추가 허가
	경기도공고 제63호 전기공사업체 영업정지 처분
	경기도공고 제67호 케이에스표시 정지처분
	경기도공고 제69호 케이에스표시품 판매정지처분 해제
	경기도공고 제70호 전기공사면허 영업정지처분
	경기도공고 제71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
	경기도공고 제72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양평군공고 제6호 신조 공인 공고


	제2244호
	(고시)
	경기도고시 제50호 구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경기도고시 제51호 사찰 경내지 획정 지정
	경기도고시 제53호 사료성분 등록 및 취소
	경기도고시 제56호 사료성분 등록
	경기도고시 제57호 쇠고기,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경기도고시 제59호 사료성분 등록
	경기도고시 제60호 단미 사료성분 등록
	경기도고시 제61호 하천 점용 (유수인용 및 공작물 설치)기간연장 허가
	수원시고시 제8호 수원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시행 허가

	(공고)
	경기도공고 제73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공고 제75호 부산물 비료생산업 품목 추가 허가
	경기도공고 제76호 경기도 남부 가스판매업 협동조합 설립인가
	경기도공고 제77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공고 제78호 국가 기술자격증 자격 정지
	경기도공고 제79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취소
	경기도공고 제80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공고 제81호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
	경기도공고 제84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공고 제86호 어장이용 개발계획 확정
	경기도공고 제88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공고 제89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제2245호
	(조례)
	경기도 조례 제1599호 경기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 조례 제1600호 경기도 농민교육원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 조례 제1602호 경기도정 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규칙)
	경기도 규칙 제1739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40호 경기도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41호 경기도 담당관 및 과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42호 경기도 농민교육원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43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고시)
	경기도 고시 제62호 1986년도 경기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세입세출예산고시
	경기도 고시 제63호 사방지정지해제
	경기도 고시 제64호 사료성분등록
	경기도 고시 제66호 '86 제2차소규모농지확대개발촉진지역고시
	경기도 고시 제67호 돼지고기 연동가격고시
	경기도 고시 제68호 사방지정지해제
	경기도 고시 제70호 사료성분등록

	(공고)
	경기도 공고 제92호 전기용품 제조업 폐지신고 수리
	경기도 공고 제93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 공고 제94호 비료생산업 품목추가허가
	경기도 공고 제95호 전기용품 제조업폐지 신고수리
	경기도 공고 제96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97호 비료생산업 품목추가허가
	경기도 공고 제99호 85년도 제2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공고
	경기도 공고 제100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 공고 제101호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경기도 공고 제103호 비료생산업 휴업중 영업재개업사항 공고
	경기도 공고 제112호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경기도 공고 제113호 전기용품 제조업허가취소
	경기도 공고 제114호 전기용품 제조업허가취소
	수원시 공고 제61호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제2246호
	(조례)
	경기도 조례 제1601호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 조례 제1603호 경기도 사회교육협의회 설치조례

	(규칙)
	경기도 규칙 제1744호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45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중 개정규칙

	(훈령)
	경기도 훈령 제731호 경기도 사무내부위임 규정중 개정규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72호 경기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경기도 고시 제73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 고시 제75호 일반도시가스 사업 허가 기준
	경기도 고시 제77호 환지계획인가의 국유지 무상양여  편입결정
	경기도 고시 제78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경기도 고시 제81호 사방 지정지 해제
	경기도 고시 제86호 사방지 지정
	경기도 고시 제88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 고시 제89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 고시 제90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 고시 제91호 사료성분 등록

	(공고)
	경기도 공고 제116호 케이.에스표시 판매정지 처분
	경기도 공고 제117호 중소기업 협동 소조합 설립 인가
	경기도 공고 제119호 케이.에스표시 허가 취소
	경기도 공고 제122호 '86어장이용 개발계획 확정
	경기도 공고 제123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24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25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26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27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28호 비료생산업체 행정처분
	경기도 공고 제129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30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32호 의료보호 제1, 2차 진료기관지정 및 지정취소
	경기도 공고 제134호 전기용품 제조업 폐지 신고수리
	경기도 공고 제135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 공고 제136호 케이.에스표시 정지처분
	경기도 공고 제138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
	경기도 공고 제139호 케이.에스표시 정치처분
	수원시 공고 제95호 신조 공인 공고(수원시)
	수원시 공고 제97호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인가


	제2247호
	(조례)
	경기도 조례 제1604호 경기도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
	경기도 조례 제1605호 경기도 시화지구 개발지원사업소 설치조례
	경기도 조례 제1606호 경기도 한강개발사업소 설치조례

	(규칙)
	경기도 규칙 제1746호 경기도 도세부과 징수규칙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47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규칙 제1748호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사업소 직제규칙
	경기도 규칙 제1749호 경기도 한강개발사업소 직제규칙
	경기도 규칙 제1750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고시)
	경기도 고시 제93호 사료성분등록 취소
	경기도 고시 제94호 사료성분등록
	경기도 고시 제97호 하천점용기간 연장허가
	경기도 고시 제98호 사방지정지 해제
	경기도 고시 제99호 도로구역 결정
	경기도 고시 제103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 고시 제104호 소규모 농지확대개발계획 결정
	경기도 고시 제105호 도로구역 결정
	경기도 고시 제107호 돼지고기 연동가격고시
	경기도 고시 제109호 사방지정지 해제
	안성군 고시 제32호 안성도시계획시설(학교)시행계획 협의
	김포군 고시 제86-1호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증

	(공고)
	경기도 공고 제140호 반월 중앙피혁공업협동 소조합 설립인가
	경기도 공고 제142호 어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경기도 공고 제143호 비료생산업 허가사항 변경
	경기도 공고 제144호 전기용품 제조업 폐지신고 수리
	경기도 공고 제146호 비료생산업 허가사항 변경
	경기도 공고 제147호 어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경기도 공고 제148호 도로사용개시
	경기도 공고 제149호 지방도 노선 인정
	경기도 공고 제150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경기도 공고 제151호 어업면허처분
	경기도 공고 제152호 어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경기도 공고 제153호 어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경기도 공고 제156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57호 비료생산업 일부품목 폐업처리
	경기도 공고 제158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 공고 제159호 어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수원시 공고 제109호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 계획인가


	제2248호
	(규칙)
	경기도 규칙 제1751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훈령)
	경기도 훈령 제733호 경기도 사무내부위임 규정중 개정규정

	(고시)
	경기도 고시 제111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경기도 고시 제113호 종축업등록
	경기도 고시 제114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경기도 고시 제115호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 고시
	경기도 고시 제117호 경기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고시
	경기도 고시 제122호 수원파송, 파송2, 지만, 인계, 권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시행계획 및 일부변경인가
	경기도 고시 제123호 사료성분등록취소
	경기도 고시 제124호 사료성분등록취소
	안성군 고시 제36호 안성도시계획시설(안법고)사업변경시행계획 협의

	(공고)
	경기도 공고 제160호 전기공사업체 영업정지 처분
	경기도 공고 제162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 공고 제163호 케이.에스표시 허가취소
	경기도 공고 제164호 착화탄 품질검사결과 불합격상품 공고
	경기도 공고 제165호 어업면허 처분
	경기도 공고 제166호 어업권자 포기신고 수리
	경기도 공고 제167호 어업면허처분
	경기도 공고 제168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69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70호 '86학년도 전문대학생현장실습 산업체 지정
	경기도 공고 제174호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취소
	경기도 공고 제175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76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경기도 공고 제177호 '86어장이용개발계획 확정
	이천군 공고 제16호 신조 및 폐기공인 공고


	제2249호[원문불량;p.1]
	(조례)[원문불량;p.1]
	경기도 조례 제1607호 경기도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원문불량;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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