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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I 채정배경 (새로운 청렴문화으| 출발점) 

재정 

배경 

V 안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곧부정의시작입니다. 

- 정탁금지법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정탁 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사후제재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등의 수수가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V 밖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십배|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부매인식수준에 대한 국저μ}회의 평가는 매우 저조한 상횡입니다 
- ’15년 국제투영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때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 (0또D34개국 중 27웨 

• 우리나라의 부때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결과는 외국기업의 투자 저해를 
가져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부때인식지수가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보다 해외직접투자 유치확률이 

15"10 낮음(뇌물척결보고서 O또D 사무국， ’16.5월) 

안으로 국민신뢰를 높이고 밖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규범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정되는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출발점이라고 

할수있습니다11 

밍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4끽 청탁금지법 한눈에 빨뾰기 

누가누가포함되나요? 

V 어떤 기표플이 포함되죠?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 

법인，언론사 

V 법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공직지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잠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건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흩l 



부정청탁금지알아보기 

• 무엇이 부정청탁이고 무엇은 아닌가요? 

이런 행위는 안되죠(15개) 

@ 불법 인허가면허등처리 

@ 불법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탈락되도록개입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계약당사자선정탈락개입 

@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 지원 또는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의 입학성적 등에 개입조작 

@ 불법적인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한 각종 평가판정 개입 

@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 배제 묵인 

@ 수사·재판·심판 등에 개입 

@ 저11호~저114호 까지의 업무에 대하여 곰직자 등이 

법령을벗어난월권행위 

11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이런 행위는 웰찮훌니다(7.개)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목적으로 저13자 

고충민원전달등 

@ 법정기한내 업무처리 요구 등 

@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질으1.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 

해석요구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 



l 부정청탁 시 처벌은 어떻게 되죠? 

행위유형 민간인 공직자톨 

자신을위하여직접청탁 제재없음 징계 

저13자통하여청탁 1천만원이하과태료 

저13자위하여청탁 2천만원이하과태료 3천만원이하과태료 

브.-처 c>쳐 c>타 -1 x --, 므.-스-.흩H 

흩앞뀔훨쾌. 

틀趣털붙흩톨 

민간인 .. 제재없음 
공직자등‘징계 

• 

응‘iHg~드I르그 

•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민간인·공직자등 민간인 .. 2천E벌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 3천묘뭔 이하 과태료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렌 



글품등의 수수 금지 알아보기 

• 이런 금품등 수수 행위는 금지됩니다! 

V 동일인으로부터 1호11α반원 초과， 매 회계연도 X뾰f원 초과 금품등 수수 

... 1α웬원 01하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 

어
 

V 오|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A버|금수수 

f깐헛렇f 
←퓨/ 

V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 수수 

• 이런 금품등(87까”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군요! 

빼쩍으로 허용되는 금흩톨{빼조 체3황) 

@ 우|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친측이 제공하는 금품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 각종 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히는 금품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경언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덩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I톨 안성시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끊휠 위반행위 

금품 

J1‘--JT‘-
금지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영목 관계없이 1회 1백E펜 
또는 매 회계연도 3백E펜을 초과하는 금뭄등을 수수한 
공직자 

• 직무와관런히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히고 1백E펜 01하의 
1흐=0 수수한공직자 c흩.0 2 

• 기준 초과 외부강의 A~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납H2'l."'" ~~.H .::!E's2. .... I~승t-'l. 1 0'"으 고'l._I'l. H .... 
T ",.: ÕÕÕ2 .1.... 댄 1.. 0 , 

「고I요 고'l._I'l. .. 앞느 님H 2.'l."어l꺼l 헤l고승 .. 'l." 0 예/‘ 0 '002 0'-;"" ;;;I..'i: """'T""-'I~fl "'''o'''~ 

감으 스각으I i.케버으 님버l 도|요’ E "C Tι 22 

채재수준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ι-ι「:a그。 -11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a 



신고및처리절차 

l ’ 
과태료부과 

또는형사처벌결정 

톨
샤
 

) 

과태료 
필요 

형사재판 
필요 

• 

• 법톨위반행위에대해 
경기도， 행자부， 감사원， 
권익위，수사기관 
등에신고 

신고접수후수사 

※ 신고ü는 1 안|으l t|석사감만 t|고으l 추1').' • 0'유 • L. II용 등을 적은 
무서에 서C펀 ..... ，고 시고대사 0) ~'-i .s으 승 t-r에 서l잠 110 f: 도|요! 。;.. õ. , õ2 。 흔 

:)(. 시고 L.II요에 대해서1..."-'사 .s~ 0 샤 | 승 1예고~~ 0)련드련요 ~ ", .. :..a.;: - •• 0 .... ,1 _， r.'''~I~ .;.a.;#~' õ 2_ W"", .. : + 2.L.r 2_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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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 보상 알아보기 

신고자보호장치 신고자보상 

공익신고자보호법준용 부패방지권익위법준용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굉 



흩I 이런 샤려| 정도는 꼭 읽어보자! 
부정청탁사례 

"J. I그부턴 CIi표"J.j 샤얻l르 토'i li 부천펀탄이 무엔이o:t . -, -2. 0 .‘" , ’” 
O애 C터 김버으 님hil 도l 느"J. I 0)'0 ~보^IC~ 

2 2. ‘피 

혜답 

민간인이직접정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렁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 。시정 담당공무원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투석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정탁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제재 받지 않구요， 담당공무원 C는 명확하게 거절했으면 

처벌을 안 받지만， 우|법한 허가를 해줬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저 13:̂ K일반인)를 통하여 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회사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투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통해 정탁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구요， 

친구인 회사원 B(저13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담당공무원 C는 

명확하게 거절했으면 처벌을 안 받지만， 우|법한 허가를 해줬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측、 그렇다면 왜 저l핸| 랩청탬l 대한제재가 더 무거짧? 
• 우리사회는 연고관계 또는 사회적 영항력이 있는 제3자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탁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정탁관행은 부패의 주요원인이 됩니다 . 

• 따라서， 부정정탁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정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자를 더 무겁게 제재하는 것이죠. 

빼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궁금훌 

해답 

저13재공직자등)를 통하여 정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 C의 지인이자 자신의 친구인 

。 。시정 문화재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투석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통해 정탁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구요. 

친구인 。 o시정 문호}재 담당 공무원 B(저13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담당공무원 C는 명확하게 거절했으면 처벌을 안 받지만， 위법한 허기를 해줬다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파、 공직X띔이 민간인보샘정청탬| 대한 제재가 더 무거운 이꿇 댐 0μ|죠? 
• 공직자등은 민간인보다 더 높은 정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게 되니 
공직자 분들은 명심하세요! 

궁금훌 

도언하브저처타 
i긍 c "-00--' 

•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렁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00시청 담당공무원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정탁 하였으나 정탁금지법을 열심히 숙지한 C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 

• 01에 A는 다시 00시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투「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통해 청닥한 민간인 토지소유자 A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구요， 

공무원 미제3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휩니다. 담당공무원 C는 

해답 | 거절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정탁을 받았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서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 에게 신고했으면 처벌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법한 허가를 내줬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죠.) 

효、 신과|뿔 부고딴 이맑}유으|접어| 대해 멀별뾰? 
• 동일한 부정청탁을 은댔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량한 공직지를 보호하기 위힘입니다. 
• 그리고 ‘동일한 부정정탁’이라 함은 반드시 동일인이 정투돼야 of논 것이 아니라 정탁의 내용이 
동일 하먼 동일한 부정청탁으로 보니까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빠 



a 

궁금훌 

혜답 

공급훌 

혜답 

이번에는 부멍챙탁고} 관련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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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위한부정정탁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하는 B는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정 간부 D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정탁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아들 A는 정탁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만약 아들 A가 정탁을 

부탁했다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죠.) 민간인인 B의 경우 제3자인 아들을 위해 

정투「하였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구요， 병무청 간부 D는 3천 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담당 공무원 C는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감경을 위한 부정정탁 

。 o시정 고위공무원 B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도립의료원 의사 A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중앙부처 의료분야 담당 

과장 C에게 감경사유가 없지만 의사 A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A몰래 청탁한 경우 처벌 

기준은어떻게되나요? 

A의 경우 부정정탁 한 사실 없기 때문에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구요， 고위공무원 B는 저ß자를 

위한 정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듬방괴장C의 경우 

처분을 감경해 준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I밍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궁금훌 

혜답 

궁금훌 

인사부정정탁 

。 o시청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00.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에 응시하자 국장 B는 자녀 A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접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커 달라는 정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접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의 경우 부정청탁 한 사실 몰랐기 때문에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소속 국장 B는 

저13자인 A를 위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인사과장 C의 

경우 접수를 높게 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한상급자의지시 

。 。시장 B가 평정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관련 법렁에서 정한 절차어|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정순위의 변경을 지시하며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A는 이해 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정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징계대상입니다. 시장 B의 경우 평정권자 C의 지휘감독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S녕f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 편， 평정권자 C는 B의 지시에 따라 서열 

혜답 | 영부를 새로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결재선상에는 없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은 직무를 수행 하는 공직자 등으로 보니 유의하세요!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훨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정탁 

관내 건설업자 A는 00공사 발주 내부 검토자료의 입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시청직원 

끓훌 I B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시청직원 B는 담당직원 C에게 꿇 제공을 부트봐였으나 담당직원 
C가 거절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사업자 A는 저13자인 시청직원 B를 통하여 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직자인 시정직원 B는 A를 위하여 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01하의 과태료 

뼈 | 부과 대상이 휩니다 한 펀 담당직원 C는 정탁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q 다만 
재차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징계 대상이 

휩니다. 

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정탁 

건설업자 A는 o 。시청에서 시설 방수공새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담당공무원 C에게 공사를 분흘「하여 2천만원 

끓훌 I 01하의소액으로쪼맨방법으로수의계약017념하도록해서건설업자 A를공사계약당사 
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트「하여 건설업자 A가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분할계g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분할 수의계약 정탁 

행위는 부정정탁입니다. 건설업자 A는 저13자인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1천 

혜답 |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q 시청 공무원 B는 A를 위하여 정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구요. 마지막으로 계약담당공무원 C는 부정정탁을 들어줬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I뀐 안성시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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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자 A는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끓훌 I c어|거| 보조금 지급CH상01 0넘어|도 보조금을 받거l 해 달라고 정탁때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혜답 

A는 저13자인 시의회 의원 B를 통해 부정정탁을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시의회 의원 B는 A를 위해 정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구요， 

업무 담당자 C는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흔、 시의회 의원B는 선출직 공직X멘데 그렇다면 위 행위도 공익적인 협으로 저없벡 
고층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아 처벌사유로 볼 수 없지 않나요? 

• 아닙니다. 지방의원 B는 선출직 공직지어| 해'ãofL~，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정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글훌 

취업관련부정정탁 

00시정에서 지난 연말 4급 일반직 공무원(국장)으로 정년퇴직 한 A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t:，.t:，.방송에 취업하도1자 하였음.A는 취업심사대상자어|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기자인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t:，.t:，.방송 인사담당 국장 C에게 취업 정탁 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는 친구 B를 통해 취업승인 없이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빼답 | 대상이 되고 기쩨 친구 뻐 방송사 인，.q담당 국장은 공직Ãf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각 과태료(3천만원 01하)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이 됩니다.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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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 A는 건물 증축을 위해 00시정에 증축허가를 업무담당 공무원 C에게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00시청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음. 그후 

민원인 A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 。시정 민원실 

앞에서 증축허가를 내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훌 

민원인 A가 공무원 B에게 부탁한 사항은 허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당한 확인절차이므로 부정 

정탁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피켓팅 시위 역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정탁이 

라고볼수없습니다.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혜답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C에게 전달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궁금훌 

국회의원 B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13자인 A의 고충민원 또는 저|도 

제안사항을 전달하였으므로 부정정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I밍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해답 



i텔 

궁금훌 

혜답 

궁금훌 

혜답 

이버에느 그풍드 〈수오} 과련도， ,.. .. 면l르 토'i lt "'1"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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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보，..， C" 
닝 

00시정에서 지방소득세를 담~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 。시정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항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정탁도 하지 

않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일반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A와 세무사 B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 。도시공사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안성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6.6.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B<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관성 있는 일련의 식사등 대접은 1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C의 식사와 술자리는 1회의 접대로 볼 수 있고， 평등하게 분할 하였을 때 1인당 120만 원에 

상~하기 때문에 A. B, C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성시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빼 



궁급훌 

금품등의 출처가 동일할 경우 

。 。시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66건설호|새주)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A에게 66건설호IÁK주)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앙주를，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였고，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품등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출처가 동일하다면 동일인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건설회사 소속 임직원 B， C， D의 접대는 66건설회시{주)의 단일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빼답 | 따E써 건축사 A는 총 130만원 상당의 금품뚫 수수한 셈이므로 A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B, C, D는 각자 제공금액의 2""'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66건설회ÁK주)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B, C, D 각각의 제공금액으12""'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룰금훌 

혜답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미만 수수 

。 o시청 국장인 A는 작년 5월경 66대기업 임원인 대학동장 B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았고， 같은 해 7월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받았는데， A와 B는 

아무런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법 위반 인가요? 

국장 A와 대학동창 B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볼 수 없고， 

5월 접대와 7월 선물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속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회라고 판단할 수 

어려우며， 두 번 모두 100만원 미만의 금품등을 받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미만 수수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렬 때부터 같은 고항 에서 
끓훌 l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B, C는 모두 직무관련성이 없고， 식사값을 평등하게 분할했을 때， 20만원이므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f능서갔기 때문에 모두 처벌 받지 않습니다. 

I넨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공익적 사용， 100만원 초과 수수 

。 。시정 건설과장인 A는 고항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끓훌 | 위해 맛있는 것을 싸라고 하면서 15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는 B와 직무관련성이 없음) 

금품등의 수수는 사용용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즉，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격려금 

혜답 l 역시 100만원을 초과해서 수수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관련성 있고. 100만원 미만 수수 

。 。시정 위생과 공무원 A는 해당구청 관할지역에서 요식업을 하는 B로부터 작년 9월 초 20 

끓훌 | 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9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뚫 각각 받았고 10월 초 1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10월 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은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 공무원 A와 요식업자 B는 위생과 공무원 A의 관할구역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직무 

빼답 |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01꿇 받더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궁급훌 

(수수금액 또는 제공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성 있고， 5만원 미만 선물 

。 o시 공직유관단체 보조금 업무를 담~하는 공무원 A는 추석 명절 전 공직유관단체 팀장 

B로 부터 택배를 통하여 자택으로 과일선물 세트를 받았다 공무원 A는 선물을 돌려보내려고 

B팀장에게 연락을 하니 B팀장은 평소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하며 가격 또한 4만 9천원이니 

안심하라고 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처벌 되나요? 

5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 됩니다. 

(수수금액 또는 제공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안성시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훤 



공식적 행사에서 특정인에게만 제공 

。 。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끓훌 | 시청 공무원 A가 참석하여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를 받았는데 그 태블릿 %가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요? 

태블릿 PC는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었고， 가액도 60만원 상당의 고액이므로 통상적인 

빼답 |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수수금액 2배"'5배 과태료) 

룰금훌 

해답 

궁금훌 

혜답 

친족이제공하는물품 

00시청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존 아저씨 B가 참석하여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내었고， 

초등학교 동창회장 C가 참석하여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공무원 A의 7촌 아저씨 B가 제공한 금품등은 공직자등의 친족(r민법」 제π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이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고， 동창회장 C가 

제공한 금품등은 동창회장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금품등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으토래 님}으 口끄 
，-口200n c..:_ 굳古 

00시청 공무원 A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헝 마트 00점을 방문하였는데 /::，./::，.전자회사에서 

주초|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 상당의 최신 델레비전에 당첨되어 수렁한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시정 공무원 A가 받은 델레비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추점을 통하여 받은 상품이므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S념}지 않습니다 

1m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기준초과금품제공 

초등학교 동창회의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끓훌 | 해당 동창회 호|원인 。 o시정 고위공무원 A으| 자녀결혼시에는 회장 B가 250만원의 경조사 
비를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나요? 

동창회 회칙상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나， 01를 초과하는 부분인 

혜답 I 150만원은 예외써에 해댐지 않71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물품 

00 대기업 직원 B는 대기업의 조사업무를 관ε팅}는 위원회 사무관 A와 결혼을 앞둔 연인 

끓훌 | 사01인데 대기업 직원 B가 여자친구인 사무관 A의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영품 가방을 선물로 
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혜담 
대기업 직원 B와 사무관 A는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다소 고액의 명품 가방 

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êt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닙니다 

혼、 사회상규으| 의미는 무엇일뾰? 
• 샘|상꽤|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넘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복잡다양하게 변호}등}는 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정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Wof게됩니다.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혜 



빼답 

수수금액의반환 

시정 직원A가 결혼식에서 직무관련이 있는 친구로부터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받았을 경우， 

가액범위(1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 되는 건가요? 

안됩니다. 시청 직원 A는 받은 축의금 전액(20만원) 반환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뿐만 아니라 

모든 금품등 수수 영역에서 수수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니 유의해 주세요. 

경조사의 범위 

00시청 공무원 A는 자신의 자녀의 돌잔치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업체 대표B로부터 10만원을 

받았을 경우， 경조사비 가액범위 내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본인 및 직계비속)과 장례(본인과 배우자의 사망，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사망)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사에서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 대접 

。 。시정 공무원 A의 결흔식에서 참석한 하객에게 가액범위(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이 

가능한7~요? 

가능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01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혼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인만 추가적인 선물이나 별도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훨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배우자의금품등수수 

。 。시장 A의 초등학교 동효벤 건설업자 B는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룰급훌 |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히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어| 참여하여 4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혜답 

궁률훌 

빼답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지 못한 

경우나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회당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 수수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외부강의사례금수수 

00시정 。 o과 식품위생 관련 과~~5급)A는 음식점협회로부터 1시간 30분의 법정위생교육 

의뢰를 받고 출~하였다. A과장은 출강 전 출장 결재를 득하였으나， 외부강의 사전신고는 

누락한 채 강의 종료 후 협회로 부터 40만원의 강의료를 수렁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는 국가나 지자체로의 출강이 아닌 외부강의시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 ， 5급 이하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당 상한액은 20만원이고， 추가 사례 기준인 

1시간 초과 시 상효빽으1 1/2한도 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의해 수렁 가능한 금액은 30만원 

이므로 초과 수령하였기 때문에 A과장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측、 오|부강의시 시많 직급별 I답기준 

편
 -
햄
 

장관급이상 

50 

차관급 

40 

4급이상 

30 

5급이하 

20 

' 1시간을 초고}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시간당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시청 00과장님이 2시간 강의 한 경우， 30만원(20+10}을 넘는 A벼|금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일이내 소속 기관E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성시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훨 



륜I 그렇다면우리는? 

우리의대응자세 

I:::I Ãi률fE. 
"'ï O-O ..", 

부정정탁은 요구 하지도 말고， 실행하지도 말자 . 

.. 정당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t:a:톨를 J‘」‘
ci를ξ:) T"ï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 더치 페이 하자， 받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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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직무관련자와으| 식사 :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를 제안받았다면? 

상황 

”팀짙빔! 12시가 넘었네요. 점심식사 저희랑 함께 하시고 그 이후 금번공사 설계용역 

과업관련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행동요령 
시ζ배| 벌써 이렇게 되었나요! 함께 식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16.9. 잃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g확 다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각자 더치페이로 비용처리 하는게 깔금하니까 ~해 부탁드릴게요. 

자 ~ 동의하셨으면 석사하러 가시죠 . 
.......................................................................................................................................................... .. 

직무관련자오}으| 식사 : 제3자가 미리 계산했을 경우? 
............................................................................................................................................................ 

상황 

”친구야! 후IlH(감정평가사)가 오늘 저념먹은거 계산했으니까 넌 그냥 가면 되 신경쓸 필요없어 

공무원이 무슨돈이 있겠니?" 

행동요령 

사장님! 저희먹은거 총 얼마에요? 

9만원이면 제가 먹은거는 3만원이네요. 죄송하지만 카드 결재영수증 취소해주시고 제가 먹은거 

3만원 별도로 영수증 빌팽해주서|요. 

친구야， 예전에는 상관없었는데 이젠 정탁금지법이 생겨서 원활한 직무수행이외는 안되고 그 기준 

적용이 애매해서 각자 더치페이 하자고. 

※ 금품등 맡댔을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ε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 

.......................................................................................................................................................... .. 

안성시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훨 



부정한 인사청탁(재차 동일한 청탁)을 받은 경우? 

S홍} 

”팀ε빌|! 금번 공무원시험에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거 맞으시죠 제 친구가 필기시험 합격 

했는데요 면접시험만 남아서요 이번응시가 세 번째라 어려우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행동요령 

후배님!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모르나 그리고 잘 알겠지만 금번에 정특답지법 시행으로 나또한 처벌대상 

이야! 친구한테 면접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고 전해주는게 나을 듯 싶어. 

: 1 호|거절 

상황 (재차 동일한 청탁) 

”팀ε빔! 이번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번 면접만 잘 통과되면 아들 노릇도 하고 앞으로 병원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요령 

이보게. 그 친구의 똑한 사정을 이해된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나까지 위험한 상홍뻐| 직면효κf는 걸 

저번에도 을ro~^1 않았는가. 나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네. 

(이것잠 ... 재차 동일한 부탁을 밭댔으니 어쩔수 없이 신고해야겠구만. 일단 소속기관E뻐|게 서면으로 

저|출할 신고서를 작성해야지) : 2회시 신고의무 발생 

............................................................................................................................................................ 

훌!lr 

웰 안성시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이미 택배로 받은 경우(보낸 사람을 알 경우) 
................................................................................ 

상황 
”선배님! 금번 인사 승진 축하겸 해서 약소하지만 골프운동화 한 컬레 택배로 보냈고요. 앞으로 

여유되시면 저도 좀 챙겨주서|요" 

행동요령 
A: 01보게 승진축하 해주어서 고맙긴 한데， 자낸 뉴스도 안보나! 앞으론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니까우리 서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자고， 자네집으로 반송할터이니 

그리알고 어쨌든 마음만 받을께 고마우이~ 

(잠시후) 

A: 아，그런데그냥반송해도될까? 
불랜}니까정트담지법짧휠!테001냉7&-2111"'2113. 안성시 감A법무담딩관실 소관)로 

문의해보}야겠군. 

(전훼 
B: 네， 감사법무담당관실 입니다. 

A: 수고하십니다. 제가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S팅}고 있는 후배한테 선물 택배를 

흔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 그런 경우는 저희 쪽에 받으신 물건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 : 아 그렇군요， 난감했는데 감사합니다. 즉시 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걱 정탁금지법상담콜센터에서 즉시 제공자어|게 반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이미 택배로 받은 경우(보낸 사람을 모를 경우) 

~홍} 

”여보! 당신한테 추선 선물로 사과 선물이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 안적혀 있는데? 이거 밭에}도 

되는거에요?" 

행동요령 

A: 받으면 안되지! 이를 어쩌지…아， 저번에 한과장도 이런 경우에 정탁금지법상담콜센터를 이용 

했다고 들었는데， 일단 청탁금지법S담웰터로 전화 해보빠 겠군 

(전호” 
B: 네， 감시업무담당관실입니다. 

A: 수고하십니다. 제가 선물 택배를 밭댔는데 발송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그런 경우는 저희 쪽에 받으신 물건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 아 그렇군요， 난즘했는데 감사합니다.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동강령 절치어| 따라 공고 후 세입조치 

※ 변질 등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선정 제공{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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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축의금 받은 경우 

4i견할 

”과장님! 아드님 결흔 축하드립니다. 제가 당연히 찾아봐야 하는데 가족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여 좀 여유있게 축의금{20만원) 인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행동요령 

01사료H가 정탁금지법이 시행되어 축의금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네. 

자네는 나와 직무관련자이지 않나. 다시 돌려줄테니 그리알게. 

※ 금품등을 받은 경우 수수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지체없이 소속기관g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청특답지법S담콜센터로 신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승진 축하 화환 등 받은 경우 

ι!호} 
‘ J ‘:>> 
”국장님! 승진 축하겸 해서 화흔!"O I랑 축하떡좀 보냈고요 좀 한가해 지시면 저덕이나 한끼 

하시죠" 

행동요령 

’16.9.28부터는 직무관련성 , 대가성 여부등에 따라 처벌기준이 길화되어 받을수 없네， 다시 돌려줄테니 

그리 알게나， 마음만 고맙게 받겠네. (정탁금지법S담콜센터로 신고 후 반환조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 콘도 회원권은 맡에}도 될까? 

상황 

”감독관님! 금번 하계휴가시 숙박장소 마땅치 않으시면 저희 법인콘도 회원권 이용하셔도 괜찮 

거든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행동요령 

말씀 감사한데요 정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언관성 적용가능성이 커져서 서로 피해를 볼수있어요. 그리고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어|도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등봐니까 나중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을께요. 

※ 수수금지 금품등의 제공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도 소속기관ε뼈| 지체없이 서면 신고해야 할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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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폼펄l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요약 

목적 

• 공직지등에 대한 부정정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등 수수금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국민신뢰 확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 부정정탁 금지 행위유형 - 15개(저15조 제1 항) 
• 부정정닥 금지 예외유형 - 7개(제5조 저12항) 

• 금품등의 수수금지 적용대상 - (저18조 저11 .2항) 
•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유형 - 87비저~조 저13항)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제 10조) 
-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으l .A. f려|금 상한액 (영 저125조) 

위반행위의 신고 · 처리 등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제7조) 

-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확인， 신고의 처리 됨영 저13"-'5조) 

•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9조) 

- 신고방법， 신고에 대한조치 등{영 제18조 ‘ 19조) 

• 위반행위 신고 등 - (저 1 13조) 
- 위반행위신고. 신고에 대한 확인， 신고에 대한 조치 등{영 제2‘←31죄 

보호·보상등 
• 신고자 등의 보호 · 보생제15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영 제40죄 

벌칙및과태료부과 

• 징계 및 벌칙(제21 "-'22조) 

- 징계기쥔영 저143죄 

·과태료부패제23죄 

힘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홉품검~~ 투 휴 를 보는 청탁금지법 

분야별처벌기쥔원칙) 

구분 행위주체 유형 제재수준 
‘~ 

이해당사자가직접 제재없음 
부정정투팅}는경우 (공직자등은징계) 

제3지를통하여 과태료 

-FT1-;。Rfi。4E「f늦)μ’‘-=- 7 C3j드T으 (1천만원이하) 

제3지를위하여 과태료 

부정정트연}는경우 (2천만원이해 

제3자를위하여 과태료 
부정정투h하는경우 (3천만원 이of) 

부정정탁에따라 과태료 
~닫 U스등 ~ ￠년이하 징역 2전만원 이하 벌금) 

이해당사자 

처
。
 타「
 

브
’
 
쳐
。
 

구분 대상자 작무관련 대가성 금풀둥수수한도 제재 처벌기준 T。r다T T Cr> CTi- (동얼인기훈) 대상 

二口1。「H를 E프드 ι프 니 Yes 니 뇌물죄 

1백만원이하 H 
과태료 

Yes H(수수금액의 2배""'5배) 공직자등 11f 、 r 、 1 1

금품등 H (배포우함자) 11‘ j 、 기준초과 과태료 

외부강의사례금 (~만원이해 

1호1 1백만원 초과， 과태료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원O페&연엠민원이iil 얼금) 

안성시 청닥금지법 가이드라인 해 



예외적 허용 금품수수* 기준기액 미준수 시 처벌기준 
*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으|례 · 부조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 

구분 대상자 팎관련 대가성 금품둥수수힌도 저|재 처벌기준 
유무 T CTi1다- (동잃인기훈) 대H~‘:，} 

3만원이하 
뇌물죄 

(과태료) 

3만원이하 n No 1f 제재없음 

~~“i를CI II μ 공직자등 11f 、 r 、Il(원활한 직무수행에 한힘) 

~::~ f1 (배。자 

(식새 효율) ” J 、- 」u 3만원 초과 니 니 과태료 
1백만원이하 

Yes (수수금액의 2배 -v5삐 

1호11백만원화 니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Yes H 과태료 
떠넨lõl~쩍헨민원 이히뿜) 

구분 대상자 | 웹관련 대가성 금품등수수한도 제재 처벌기준 
T。T1다- T 。f1다- (동일인가훈) 대상 

5만원 이하 
뇌물죄 
(과태료) 

5만원이하 
제재없음 

(원활한 직무수행에 한함) 

5만원 초과 과태료 

1백만원이하 (수수금액의 2배얘배) 

1회 1백만원 초과， 과태료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멍이하 햄3챈}원 O폐별금) 

휩 안성시 정탁금지법 가이드라인 



구분 대상자 
X묶관련 대가성 금폴둥수수한도 '̂I^II 처벌기준 
유무 유무 (동일인 71훈) 대상 

10만원 이하 1f 뺏 II 뇌물죄 
(과태료) 

제재없음 
공직자등 

경조사 H (배우자 
_)\... JM 니 포함)' 11k 10만원초과 니 1백만원이하 

Yes (수수금액의뻐"'5삐 

빽만원초과 니 Yes 니 과태료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떠던0101옆3챈!원 0151 벌금) 

{ 

벗
 

쇼;/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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