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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담당관실소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시행 2016.1 .1.] [조례 제 5096호. 2015. 12.31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1 ‘ 2006.5. 19 ‘ 2007.12.3 . . 2014.12.31.) 

경
기
도
의
회
 

의
원
 
의
정

활
동
비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CD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2.31.) 

@ 제 1항의 의정활동비는 경기도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5.19.] 

= 
c:> 

제4조(여 비 지급 〈개정 2015. 12.31.)) CD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 

@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헝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2.5 ‘ 2015.12.31.) 

@ 외국에 여행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 비. 숙박비 . 식 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지
급
에
 
관
한
 
조
례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 매월 120만원 〈개정 2000.2.21 .. 2004 .2.26.) 

2. 제 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매월 30만원 〈개정 2000.2.21 .. 2004. 2.26.) 

제6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CD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연 4.52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1 2.3 .. 2008.12.30 ‘ 20 12.12.28 ‘ 2014.12.31 .. 2015.1 2.31.) 

@ 저1 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하며 ，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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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비지급기준) Q)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삭제 (2006.5.19.) 

부칙 (1 995.10.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3.20.)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 대통령령 제 15247호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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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8.)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3.) 
경
기
도
의
회
 

의
원
 
의
정

활
동
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 2004년 l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4.) 

지
급
에
 
관
한
 
조
례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6.)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 2009년 l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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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12.28.>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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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전문개정 2015.12.3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 7조제 1항 관련)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운임 운입 운임 운임 (1 월당) (1 월당) (1 일당) 

서울특별시 70.000. 
1등급 2등정액 ;。처。è.!j 정액 20.000 굉역시 60.000. 25.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1.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 · 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경
기
도
의
회
 

의
원
 
의
정
활
동
비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절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히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 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수원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 지급 

한다. 

5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 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펀도 60km 이상)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믿「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배일비는 제외한대 축박비 

= ξ; 

지
급
에
 
관
한
 
조
례
 

및 식비(기준 식비으13분의 1을 밀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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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필톨갱- [전문개정 2015 .12.31.]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제 7조제2항관련) 

(단위 미불화) 

흩~.고<:> 자동차 월비 숙박비 식비 
구분 철도운입 선박운임 

운임 운입 (1 월당) (1 잃당) (1 일당) 

. 2등급이상의등급 . 2등급이상의등급 
가등급 40 기등급 282 가등급 133 

구별이%는경우에는 구별이%는경우에는 

의장 최상등급의선임 최상등급의선임 
나등급 40 나등급 207 나등급 99 

1등 
실비액 

부의장 · 등급구별이없는 · 등급구별이없는 ?。어。~ 

다등급 40 다등급 162 다등급 72 
경우에는그승치에 경우에는그승선에 

요하는실비액 요하는실비액 
라등급 40 라등급 108 라등급 61 

· 공무상의사유로 · 공무상의사유로 

인하여급행요금 인하여침대요금을 
가둥급 35 가등급 223 7띔급 107

1 또는침대요금을 필요로하는경우에 

필요로하는경우에는 는그실비액 
나등급 35 나등급 160 나등급 78 그실비액 1등 

실비액 의원 
X。1。「H

다등급 35 다등급 130 다등급 58 

라등급 35 라등급 85 라등급 49 

※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 1 6조 관련 「별표 4J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따른다 

2. r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14 • 2018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경기도의회공인조례 

[시행 2017.10.9.] [조례 저15721호， 2이 7 .9.29.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에서 사용하는 공인(公태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것이다. 

제2조(종류) CD 공인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 직인의 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L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 

을따로갖추어 둘수있다 

경
 기
 도
 의
 회
 
공
인
 
조
례
 

@ 제2항제2호와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 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사무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 3조(특수 공인)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CD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재료 빛 인영의 색깔) CD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닮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 

하여야한다 

@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7조(등록) CD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 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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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관리) 공인은 총무담당관과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제9조(채둥록 및 폐기) (D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닮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처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r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제 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λF용하여야 한다. 

제 10조(공고) 사무처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둥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 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둥)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펼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공인의 사전 날인 빛 인쇄 사용) CD 시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펼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담당관과 협의한 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규격 

5. 그 밖에 필요한사항 

@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쇄 현장에 입회 · 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며 ，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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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3조(기록 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14조(인영의 보폰) 사무처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15.3.3.) 
경
 기
 도
 의
 회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공
인
 
조
례
 

이 조례는 20 1 7년 10월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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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규격 

공인의구분 규격 

경기도의회의정인 3.6샌티미터 정사각형 

경기도의회의장의직인 2.7샌티미터정사각형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2.4센티미터 정사각형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의 직인 2.1센티미터 정사각형 

회계관계공무원의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2.0샌티미터 정사각형 

지출원및그의분임자 

나출납원및그의분임자 
1.8센티미터 정사각형 

(수입금 일상경비 세입세출외현금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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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대장 

톨뿔홈표훌훌I 

공인영 

깅CE〉TETE 口정인 口직인 口특수공인 | 관리부서 | 
등록일 

녀」 월 일 
(인영) (재등록일) 

새긴날 녀」 월 일 

口
주소· 

EE5 

록 
새긴사람 서o며 Ci q ><| 사 OC듬~ 

생년월일 

口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ξ~ 
~ξ 재료 

그〈:1i 둥록(재등록) 

인 
사유 

aj} 
년 월 일 

공고제 호 

비고 

등록일 
녀」 월 일 

(인영) (재등록일) 

펴|기일 
녀」 월 일 

(분실일) 

폐기사유 口마멸 디분실 口기타( 

며|기 

폐기방법 디소각 口이관 口기태 

공인 
떼기자 소속· 

(분실재 X「Ia1 , 서o며o 

공고 
녀」 월 일 

공고제 호 

비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口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口 재둥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침고 사항을 기록한다. 

경
 기
 도
 의
 회
 
공
인
 
조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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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감톨1흩훌밑.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고o。 ‘' 1며 o 

종류 口정인 口직인 口특수공인 

등록일(재등록일) 녀」 월 일 

전자이미지 
등록{재등록) 사유 

공인인영 
관리부서 

口
fz5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횡 
트「응 

口
사용 기관 시스템영 통보일 최초사용일 

재 
ξEi 

전자01미지공인 
효~ 

등록당시의 

일반 공인인영 

비고 

폐기일 녀」 월 일 

펴|기사유 

폐기자 ~‘소「 ~그I=t . 서o며C〉 ·-

펴| 
전자이미지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 

기 
공인인영 

사용기관 | 시스텀영 | 통보일 | 최종생일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뮤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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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대장 

lE월휠i똥훨월l 

신조 사용개시 떼인 
폐인의인영 규격 서체 공인명 

연월얼 연월일 사유 경
 기
 도
 의
 회
 
공
인
 
조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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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뚫표웹뭘핍I 

공인사고보고서 

1. 사고공인영 

2. 사고발생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 후의조치결과 

5. 비고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인)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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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l뜯lJl갤l똥뭘원l 

며
。
 -



뭔
 -
염
 -

쐐
 -
공
 
-

램
 

이
〕
 쐐

 

경
 기
 도
 의
 회
 

인쇄랑 사용량 ~.t(껴량 결재 
일자 

(애) (매) 
사용내용 

(매) (과장) 
공
인
 
조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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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월훌j흩훌필. 

직인날인 기록대장 

날인요구자 곁재 
날인 

일자 건명 수신 발신 
건수 성명 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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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 2017.4.12.] [조례 제 5566호， 2이 7.4. 12.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2.24.)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도지사와 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4.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 할 수 없는 때에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 13조제 1항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I단서개정 2017.4.12.]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0)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의원 3명 〈개정 2016.2.24.) 

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 2명 〈개정 20 16. 2.24 .) 

3. 시민 시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다만. 추천된 사람은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l단서개정 20 16.2.24. ] 

4 ,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 〈개정 2016.2.24.)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 

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공모위원 선정) 0) 제4조저11항제4호에 따른 외부 공모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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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배수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며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6.2.24.) 

@ 모집공고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 공모신청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4호제 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4 . . 2017.4.12.) 

@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 24.) 

제6조(임기 ) CD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24.) 

@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7조(심사기준 등 〈개정 2016.2.24.)) CD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응한다 

1. 국외활동목적과 국외활동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2.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3 국외활동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4 국외활동경위와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헝 

@ 국외활동은 가급적 비회기 기간 중에 실시하고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 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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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 φ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 10조제 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소집한다. <개정 2017.4.12.) 

@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 

(流會)된 경우 서연 심사를 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려I J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24.) 

제 10조(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 등 〈개정 2016.2.24.) ) φ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21일 전까지 별지 제 l호 서식에 따른 국외활동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하며， 국외활동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제출받은 즉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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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2.24.) 

@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시 멸요한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 24.] 

@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현안으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승인한 경우 

제 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국외활동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4.12.] 

제 11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 Q)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소장하여 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4‘>

제 1 2조 삭제 <2017.4.12.) 

제 13조(국제친선의원연맹) Q) 의원은 국외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국제 

친선의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 

@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인원. 퉁록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4.] 

제 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1.6.)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초(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 운영 중인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6.2.24 .)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성된 국제친선의원연맹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것으로본다. 

부칙 <2017 .4.12.)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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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활동계획서 

1 . 국외활동개요 

국외활동 

목적 

국외활동 

동기및배경 

국외활동 

기간 
~ 일간) 

국외활동 

국가 

국외활동 ~소 「
국외활동경비 

참가지 위원회 
성영 성별 연렁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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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활동일정 

월 일 
훌'ilÃI 

접훌예정인톨 

(요일) 
도착지 방문기판 업무수행내용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영시 

3. 국외활동경비 

항공 체채비 
성명 계 

운입 식비 I 속박비 훈비금 교육비 기타 

4. 국외활동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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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훨훨흩훌핍I [전문개정 2이 7.4.12] 

공무국외활동보고서 

( 1) 겉표지 작성예시 (2) 속표지 작성예시 

00공무국외활동 보고서 공무국외활동개요 
경
기
도
의
회
 

의
원
 

경기도의회 

1 국외활동기간 

2. 국외휠동인원 

3. 국외휠동국가 

4. 국외활동목적 

5. 충펑 

-주요성과 

-향후계획 

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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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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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0월 

1 .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및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2. 출장내용 

。 주요활동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3. 시사접및주요성과 

。 시사점 

。 주요성과 

4. 첨부자료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공무국외활동계획서 

-회의참석또는기관방문시 먼담 회의장면사진등 

- 국외출장 시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기관설명자료 등) 

- 현지 접촉자 현황{글로벌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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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시행 2014.6.30.] [의회규칙 제 76호， 2이 4.6.30. , 저|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위임한 외부 

공모위원의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모자격) (D 외부공모위원(이하“공모위원”이라 한다)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선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공모위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의회와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한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모위원이 될 수 없다. 

L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조(제출서류) 공모위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l부 (별지 저11호 서식)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선정방법 및 기준) (D 공모위원 선정을 위한 자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의 심사에 의한다. 

@ 자격심사 위원별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은 

별지 제5호 서식(배점표) 및 별지 제6호 서식(평가표)과 같다. 

@ 심사당일 참석한 자격심사위원 전원의 총합계 점수를 평균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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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격심사위원회) 공모위원 선정을 위한 자격심사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위원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8조(수당)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탕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펼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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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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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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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흩펼톨i표훨일-

신청서 

본인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응모결과에 부당한 영흔k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향후 5년간 응모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녀 
‘ - 월 일 응모자 (서명) 

경기도의회의장귀하 

주소 (전화 · 

(효달) 사진 (1) 

※ 
서o며o 

응모 
(한재 6개월이내에촬영한 

번호 생년 
탈모상반신사진 

월일 
(3.5Cm x 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모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 

분야 

경기도의회의원 (효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성영 

위원응모표 (한재 

※ 
생년 

사진 (2) 

응모 
월일 

위와동일한사진 

번호 

응모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 

분야 

녀 
'-' 

월
 

일 

경기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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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l를펠홉1흩좋 

口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세) 

(한자) 

현주소 
사진 

(3.5 X4.5) 
등록기준지 

현소속 기관및부서 직위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연락처 

기타사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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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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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D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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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학교영 입학년월 졸업년월 ~처」 그 c:1> 학위 

학력및전공 

(고등학교 01상 기재) 

논문.저술. 톨 

口 경력사항 

기겐 년월일) ~‘-소「 직책 담당업무 

경력사항 

※ 이력서는 2매 이내로 작성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응모자 (서영 또는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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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붙훨훨똘훌휩l 

자기소개서 

。 응모분야 ‘ 

。 성 명 · 

。 생년월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지방자치，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활동에 대한 견해， 심사위원의 역할 및 지원동기， 지역사회발전 

업적， 도의회 의정활동 참여 실적 등을 포함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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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l톱훨훨표훌뽑. 

본인은 r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켜 
c> 

71 
도 
의 
회 

의 
원 

녀 
‘-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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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며 
00 (서명) 

경기도의회의장귀하 

37 



l를필룰i흩훌&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표 

심사기훈 심사항목 

겨| 

。 지방정부에 대한 기온이념 이해도 등 

1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 
。 지방의회에 대한 기본이념 이해도 등 

。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대한 이해도 등 

2 위원회휠동비전 
0 공무국외 활동 심사위원 역할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책임성둥 

。 지방자치 관련 전공 또는 전문가적 능력 둥 

3. 전문성 

。 지방의회 관련분야 증시 경력 등 

。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발전 참여도 등 

4. 지역발전기여도 

。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참여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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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평가표 

l흩필휠i양훌i알-

심의건영 

(서며 <> <> 

경
기
도
의
회
 

의
원
 

심의사항 

접수 

심사항목 매우 
종합 

탁월 우수 보톨 미흩 판정 
(100) (8이 (6이 (때) 

미흩 

(20) 

겨| 

。 지방정부에 대한 기본이념 이해도 등(1이 10 8 6 4 2 

。 지방의회에 대한 기본이념 이해도 등(1이 10 8 6 4 2 

。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대한 이해도 등( 15) 15 12 9 6 3 

2 
。 공무국외 훨동 심사위원 역할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책임성등(15) 
15 12 9 6 3 

。 지방자치 관련 전공 또는 전문가적 능력 등(15) 15 12 9 6 3 
3 

。 지방의회 관련분야 종사 경력 등(1이 10 8 6 4 2 

。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발전 참여도 등(15) 15 12 9 6 3 
4 

。 경기도의회 의정휠동 지원 및 참여 실적 등( 1 이 10 8 6 4 2 

종합 

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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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선정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심사위원: (인) 

경기도의회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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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관한조례 

[시행 2015.3.3.] [조례 저14867호， 2이 5.3.3. , 일부개정， 저|명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λF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λF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 

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밀낼다 〈개정 2015.3.3.) 

제3조(집행기준) CD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5.3.3‘>

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 〈개 정 2015.3.3.) 

2 친목회 . 각종 동우회 동호회. 시민 · 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해외 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 려금 〈개정 2015.3.3.) 

@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규칙 

으로정한다 

제4조(자료의 작성) CD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 일시. 수량， 수령자 둥이 기록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춰 둘 것 

〈개정 2015.3.3.)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기록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 

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개정 2015.3.3.) 

@ 저1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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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정보 공표) 업무추진비 시용 내용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되， 

공표 내용에는 집행 일시， 집행 내용， 사용처， 집행 대상자， 지출금액을포함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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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공개 범위 〈개정 2015.3.3.) ) CD r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 

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개인정보， 공무가 

아닌 공무원의 행사 참석 정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법령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1 지출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 결재 서류 〈개정 2015.3.3.)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동 증명 자료 〈개정 2015.3.3.) 

4. 그 밖에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개정 2015.3.3.) 

@ 청구인이 사본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 

하게 한 후 사본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제7조(공개 시기 및 방법 〈개정 201 5.3. 3. ) )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 2.10.2.)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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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관한조례 

[시행 2011 .1.5.] [조례 제 4119.호. 2011.1.5 .. 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의정활동운영을 체계화 하고 지원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현장의정활동의 범위) 이 조례에서 “현장 의정활동”이라합은 경기도의회 

(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도민의 민원 ·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하고， 현장 의정활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도의회 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 

2 의회(도의회 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동자원봉사활동 

3. 기타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통 

제3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ù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의회 교섭단체 

대표，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의회 현장의정활동운영의 

기본방향을강구한다. 

@ 의회사무처장은 1월중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의원에게 홍보하며‘ 솔선 참여를 권장한다. 

@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동 

2. 의회사무처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장이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및 관리) (ù 의회사무처는 의회현장 의정활동에 멸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 활동수행 둥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회사무처장은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연도 말에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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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현장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2.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 

제6조(여비) 현장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의 여비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둥 지급에 

관한 조려lJ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 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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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조례 

[시행 때14.11 .7.][조례 제 4805호， 2014. 11.7.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과 같다 

L “중증장애의원”이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4.11. 7.) 

2. “의정활동 보조인력” 이라 합은 제 1호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1.7.) 

제3조(지원신청 ) CD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개정 2014.11 .7.) 

2 중증장애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멸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1. 7.)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CD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경기도 

의회 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1 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 제 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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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따라 펼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1.08.)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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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1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 .4.] [의회규칙 제 88호， 2018. 1 .4 .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및 처리) Q) 조례 저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 

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도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처장은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통보하여야한다 

제3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Q) 조례 제4조제 1호에 의한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 제 1항 이외에 보조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2018.1.4.) 

부칙 (2010.12.31)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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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훨훨품훌핍. 〈개정 201 7.3.9.) 

~< 까「‘ 제 호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Aζg~ 생년월일 

口口口口口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소속위원회 위원회 

장애증류와 
※ ε빼증류와 장애등급 기재 

ε}애등급 

장애발생사유 발생시기 녀』 월 일(경) 

ε배의치유가능성 
※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잠조 가능) 

특이사항 

[증빙자료1 1 εfüH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εfüH진단서 각 1부 

경기도의회 중증ε이H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저12조저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녀 월 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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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톱훨훨흩훌짧. 〈개정 2017.3.9.) 

추천서 

성영 효띨， 한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언렁 만 서| 

;q 택 휴대폰 

연락처 

E-πlail 

주소 

학교영 X‘:1그c그〉 학위(과정) 졸업구분 졸업일 

학력 

(최종학력부터 

기재) 

추천사유 

경기도 중증~I-QH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저13조저11 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녀」 월 일 

추천인 :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앙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앙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영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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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시행 2008.1.7.] [의회규칙 제 47호. 2008.1 .7 .. 전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의회가 경기도의회장(이하“의회장”이라 한다)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펼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도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도의회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장의위원회) CD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 (이하 “장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 1항의 장의위원회는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사항 

@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장의위원은 부의장， 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 장의위원장이 위촉 

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집행위원회) CD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20명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의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 · 의식 , 재무 빛 연락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을 두되 . 집행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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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제6조(준용) 의회장의 기간과 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다. 

제8조(조기게양) 회장 기간에는 도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펼요한 협조를 

요청할수있다. 

부칙 (2008.01. 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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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기준 

사항얻 규격 수량 비고 

시‘-무니-고C그.J:!‘- 3단 15cm 1 개사 지방일간지 

。 건물면적 

7.2mx3.2m 
영결식장설치 = 23.4미 1 식 7평 

。 높이 3.6m 

영구차 중헝 1 대 1 일간 

헌화용꽃및근조리본등 

가.헌화 특대 1 개 장의위원장용 

대 15개 유족및집행위원장용 

나흉화 특대 1 개 장의위원장용 

307H 집행위원장및위원용 

다.국화 헌화용 200개 헌화용 

라.근조리본 흑색 300개 조객용 

마장갑 백색 50족 종사원용 

비.넥타이 흔「 A 「H 20개 종사원용 

사.영구차리본 대형 1 개 

조화 대형 1 개 의장명의 

안내문인쇄 모조32절 180g/m' 500부 

장의행사협조기관 

가，조악대 1 대 

나- 경호및경비 5팀 

경
기
도
의
회
 

의
회
장
에
 

관
한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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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포상규정 

[시행 2017.1 .19.] [훈령 저145호， 2017 . 1 . 19.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 .19.)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CD 포상은 별지 제 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 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l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그발전에 기여한경우 

제7초(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도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7. 1.19.)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의2(상장 및 후원명칭의 시용승인) CD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동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 제 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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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퉁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 제 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도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1. 상장수여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4. 상장문안 

5 법인 설립허가서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6. 정관또는회칙 사본 

7 전년도 행사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 제 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 단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종료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장은 동일(대표자가 같고 설립목적 또는 사무가 유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관 단체 

에 대하여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수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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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에는수시 이를행할수있다. 

제 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CD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의회공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1. 30.> 

@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의회운영 

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11. 30. ‘ 2003.2‘ 1. ‘ 2017.1.19.> 

@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3.2.1 . . 2017.1.19.>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이 위원장이 되며， 총무담당관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 11. 30.> 

@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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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제 12조(대상자 추천) <D 의회의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각 기관 · 단체장이 행한다. <개정 1995.11.30 .. 2007.10. 1.) 

@ 제 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과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표창 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 

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신설 2017.1.19.1 

제 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 14조(수상자 명부) 서훈 및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를 등재하 

여야한다. 

부칙 ( 1991. 11. 1.)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5. 11. 30.) 

이 규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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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훨훨흩훌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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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흩펼필l뿔휠일-

공적심사의결서 

-λ←소「 직위 서C그 며 o 담당업무 내용 

공적심사 

요구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01 T tT, 

위와같이의결할 

20 녀i 월 。Eal

경기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58 • 2018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l흩펠El흩홉i말-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잠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서o 며 o 
한 자 

(원영) 

군 번(군인의경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I I 
국적(외국인에한함) 

주소 

I-1l 。tj4 ‘ A 소「 

직위 등급(직급 계급) 근무기간 수공기간 

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분야코드 

추천흔격 추천순위 

조사자 

‘人소「 직위 

X-「| : tj1 서o 며 o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녀」 월 일 

추천관 직위 서o며o ~<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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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주요학력 및 경력 

년월일 이력 년월일 이력 

과거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년월일 이력 년월일 이력 

공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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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대장 

톨펠홉흩훌휩훌톨 

(민간인) 

피포상자 

포상 포상 포상 포상율하게된 
기냄풍 

주관과 
호수 

년월일 종얻 기관 
직위 -‘‘，~극‘← 

생년 공적개요 
또는 ( 계) 

또는 또는 
월일 

성명 부상 

직영 주소 

경
 기
 도
 의
 회
 포
 상
 규
 정
 

포상대상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I펠뭘웹훌훌1m톨 

포상대장 
(공무원) 

일련 포상 
~~ 

직위및 표창 

번호 년월일 직급 
성영 

구분 
훈격 공적개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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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흩펼휠l훌콩톨할- [신설 2007.10.1.] 

상장수여 · 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 

@행사명 

@ 주최(주관) 단체영 대표자 

@ 기간 

@ 목적 

총액 부담자 

@ 소요예산 
0 국고보조금 ‘ 백만원 

재원별 。 지자체보조금 백만원 

내역 。 자체재원 , 백만원 

。 참가비등 백만원 

AC>} X ti} 
수여 

대상 
수여 

인원 

@ 신칭사항 

후원영칭 

시용승인 

@ 기타협조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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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훨훨똘훌뿔l [신설 2007.1 0. 1.] 

전년도행사운영실적보고서 

• 행사{대회)명 

• 행사때회)성격 

• 대회운영실적 

。 행사 홍보 또는 안내방법(사본 첨부) 

0 시 군별 참가자 현황〈일반인과 학생구분) 

-예선과본선구분 

。 시상내역(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교육감상 등) 

。 행사운영비 수입 및 지출내역(자체예산， 보조금. 협찬금 등) 

• 심사방법(세부자료칩부)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내부， 외부인사 구분) 

。 심사절차{예선. 본선) 

0 심사기준(예선， 본선) 

0 수상자 결정방법(순위 및 접수) 

· 행사운영에대한 의견 

。 행사의효과및띨요성 

。 대회운영의적정성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의 공정성 

작성자 직위 

성영 

000 기관장(단체장) 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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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펌홉1앉훌훌l [신설 2007.10.1.] 

행사종료보고서 

1. 승인사항 

<D 행사명 

@ 주최 

@ 일시 

@ 장소 

@ 참가내역 

@ 대회운영 
-행사홍보 또는 안내방법(사본첨부) 

실적 
-시상내역(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교육감상 등) 

-행사운영비 수입지출내역(자체예산， 보조금， 협찬금 등) 

-심사위원회 구성현황(내부， 외부인사 구분) 

@ 심사방법 
-심사절채예선， 본선) 

-심사기준(예선. 본선) 

-수상자결정방법(순위 및 점수) 

2 수상자인적사항 

상ε뻔호 직위(업) 

3. 행사운영에 대한 의건 

。 행사의효과및필요성 

。 대회운영의적정성 

。 수상자선정 및 시상의 공정성 

4. 승인 사항 변경 여부 및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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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시행 2018.1 .1 7.] [의회 훈령 저1 49호. 2018.1 . 17 .. 일부개정] 

저u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사무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2.10.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결재”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처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히는결재를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 조례와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결방법) G) 소관사무의 결재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 1, 사무처장의 권한 

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 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의장 또는 사무처장은 특히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별표 1, 별표 2의 공통사항 전결권자 중의 팀장과 담당관은 동일 직급에 상응하는 입법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2.10.31.) 

제5조(협의)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헝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과 사무처%써l 

대하여책임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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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 1. 25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 17.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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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10.31 .. 2014.6.2. , 2015.05.26 .. 2017.2.9 .. 2이 7.4.19 .. 2018.1.17.] 

의장 권한사무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 항관련) 

전곁구분 

단위사무 세부항목 사무 의장 
팀장 담당관 

처장 

〈공통사항〉 

1. 방침 1 주요업무 기본방침결정 및 변경 。

2. 방침 결정사항 및 변경사항 통보 0 

2 문서 1‘ 접수문서공람 

가 의회관련주요문서 。

나기타일반문서 

1 ) 중요사항 0 

2) 일상 반복적인 경미한 사항 0 

3 법규 1. 조례， 규칙 및 흔렁， 예규 정비 。

2 법렁，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0 

3 고시문， 공고문의 결정 0 

〈총무담당관〉 

1 의회운영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0 

2 의전행사 

가 행사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0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0 

3 부의잠의 의장직무대리 지정 0 

4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운영 0 

2. 의정활동지원 1.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0 

2.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원 0 

3 의회차원의 국저|교류사업 등 추진 

가 기본계획수립 0 

나， 대상자지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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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곁구분 

단위사무 세부항목 사무 의장 
팀장 담당관 

처장 

2. 의정활동지원 다활동상황결과보고 0 

4 의회관련 축사， 격려사 등 작성 0 

5. 의원 행사 추진(체육행사， 개원기념식) 。

6. (삭제〉 

7. (삭저1> 

가 〈삭제〉 

나. (삭제〉 

8. 의원공무국외 휠동 

가공무국외활동허가 。

나심사위원위 해측 0 

9. (삭저1>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10. 사회복지시설 위문계획 수립 0 

3. (삭제〉 1. (삭저1> 

2.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저1> 

라 〈삭저1> 

3. (삭제〉 

4. (삭제〉 

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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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곁구홀 

단위사무 세부항목 사무 의장 
팀장 담당관 

처장 

나. <삭제〉 

5. <삭제〉 

4. 상벌 1 의장포상수여 

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0 

나 공적심사위원회운영 0 

다 상징t후원영칭사용) 승인 0 

2. 대외기관 표창대상자 추천 

가.의원 0 

나 사무처직원 0 

3. 징계요구및처리 

가 사무처직원 0 

5. 인사 1. 사무처 직원의 임명 추천 

가 5급이상 0 

나 6급이하 0 

〈의정지원담당관〉 

1 의정활동지원 1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정 정책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가.기본계획수립 0 

나정책분석및결과보고 0 

2. 정책과제 및 연구과제 빌굴에 관한 사항 0 

3 의회쟁점 안건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0 

4. 회계조사 분석지원에 관한 사항 

가-기본계획수립 0 

나 사업분석및결과보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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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곁구분 

단위사무 세부항목 사무 의장 
팀장 담당관 

처장 

1 의정활동지원 5. 결산검사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0 

6 공공기관 등 재정지원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분석 
0 

지원에관한사항 

7 의원상호경조회운영 0 

8. 의원취미활동운영 

가 지원계획수립및변경 0 

나 예산지원및정산 0 

9 의원교육및연수운영 

가.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0 

나 교육연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0 

10. 의원 행동강령 운영 

가， 국 내외활동. 외부강의 회의， 영리행위， 금전 

거래(부동산대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 。

접수및처리 

나‘ 자문위원회 자문의뢰 0 

다자문위원위 해촉 。

라 의원징계요구 0 

마 수렁금지 금품 등의 반환처리 0 

바.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 관리 및 처리결과 통보 0 

2 의원신분변동 1. 공직자 등 재산등록 관련 사항 0 

2. 의원등록관리 

가 의원등록 안내 및 서류 접수 0 

나.의원기록카드관리 。

다의원배지제작배부 。

라 의원 신분증 및 증명서 발급 。

3. 의원사직허가 0 

4 공직자병역시횡신고 

가. 신고의무고지 및 신고서 접수 0 

나，신상변동사항일반 0 

5 의원궐원통지 0 

3. 경기도의회 [ 기본계획수립 0 

지역상담소운영 2. 공공 • 민간건물 허가사용 • 임대차 기본계획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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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구분 

단위사무 세부항목 사무 의장 
팀장 담당관 

처장 

3‘ 경기도의회 
3 공공건물 사용허가 신정 0 

지역상담소운영 
4. 사무직원 채용기본계획 0 

5 사무직원채용 · 관리 · 해촉등 0 

6. 상담관위 · 해측 0 

7 도민민원접수 · 이승 · 처리등 0 

〈공보담당관〉 

1 . 공보행정 1.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럽 0 

2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0 

3 정보화위원회운영 

가 위원회구성및위측 0 

나 회의개최 계획수립 0 

다 회의결과보고 0 

라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홈페이지운영관리 

가 홈메이지운영계획 0 

나 홈페이지운영관리 0 

다 개인정보보호관리 0 

5. 의회 견학신정 접수 및 안내 0 

6 의회사료관운영관리 0 

7 홍보 영상물기록관리 0 

2. 언론행정 1 언론보도 종합계획 수립 운영 0 

2. 언론사 광고 계획 추진 0 

3 의정활동방송홍보 。

4 의정 인터뷰 및 대담자료 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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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곁구분 

단위사무 세부항목 사무 의장 
팀장 담당관 

처장 

2. 언론행정 5. 언론보도자료관리 0 

6. 보도자료작성제공 0 

7. 기타 의정 홍보자료 작성 관리 0 

3 미디어행정 1 의정홍보 전략기획(미디어분야) 

가. 의정홍보 전략계획 수립 0 

나， 의정홍보 방안 세부실행계획 수립 0 

2 의정홍보간행물제작 

가 의정간행물 제작 기본계획 수립 0 

나 의회소식지 편집 최종시안 보고 0 

다. 글로벌의정 편집 최종시안 보고 。

라 기타 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0 

3. 편찬위원회운영 

가.위원회구성및위촉 0 

나회의개최계획수립 0 

다회의결과보고 0 

라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0 

4. 미디어 및 모바일을 통한 홍보 

가， 뉴스레터제작 。

나. SNS 등 미디어 및 모바일 홍보 0 

다- 의회홈페이지 의원홍보 자료관리 (의원블로그 관리 등) 。

5. 의정백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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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곁구분 

단위사무 세부항목 사무 의장 
팀장 담당관 

처장 

〈의사담당관〉 

1. 의사관리 1 의사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2 집회요구서접수처리 0 

3 회의소집공고 。

4 본회의업무지원 

가.의장단선거 。

나의사일정작성및 변경 。

다.의사진행자료작성 。

라 각종발언접수및허가 。

마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멈 관리 0 

바-본회의장의석배정 。

사. 일상적인 사항의 본회의 보고 0 

5 의원의신분변동 

가 상임(특별)위원 임영추천 및 사임 。

나 의원의 교섭단체 변동에 관한 사항 0 

6. 의원출결 

가. 본회의출석사항 0 

나 정가허가및결석처리 0 

다- 장기 결석의원 출석요구 0 

7 본회의 집행부 출석답변 

가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 통지 0 

나 질문요지서승부 0 

8 교섭단체 구성(해체) 확인 및 통지 0 

9. 결산검사위원 추천 및 위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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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곁구분 

단위사무 세부항목 사무 의장 
팅장 담당관 

처장 

1 . 의사관리 10. 의회교실운영 

가. 기본계획수립 0 

나 세부계획수립추진 。

다.운영결과보고 0 

11. 의정보고서 편집 및 발간 

가 의정보고서 。

12 의원의 대외활동 지원 

가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0 

나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연수 의원 추천 0 

13. 본회의장 질서유지 및 방정허가 

가 북음， 북화， 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 0 

나.경호요정 0 

다.장기방칭허가 0 

라 일반방정허가 0 

마-단체방정허가 0 

2. 의안관련 1. 의안의접수및처리 

가의안접수 0 

나 의안배부(우펀) 0 

다 의안회부 0 

라 의안심사결과보고 0 

마 의인이송및철회통지 。

바‘ 의안정보시스템 관리 0 

사 이송의안 조치(공포 등) 결과 접수처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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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곁구봉 

단위사무 세부항목 사무 의장 
팀장 담당관 

처장 

2. 의안관련 2. 정원의 접수및 처리 

가. 정원접수및수리 여부결정 0 

나 정원보완요구 0 

다‘정원회부 。

라 정원처리결과보고 0 

마 정원처리결과통지 0 

바심사기간연장승인 0 

3. 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 

가 다수인 관련 민원(5인 이상) 등 중요 진정서의 접수 및 
0 

처리 

나 일반 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 0 

다 진정서물수리 0 

4 위원회휠동지원 

가 서면질문서 및 서류제출요구서 송부 0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가 감사 및 조사계획서 통지 0 

나 감사 및 조사자료제출 요구 0 

다 감사및조사 증인 참고인출석요구 0 

라 감사 및 조사 현지확인실시 통보 0 

마 감사및조사결과보고 。

바 감사 및 조사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접수 배부 0 

사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 위촉승인 。

3. 기록업무 1‘ 회의록 발간 및 의결문서 관리 

가.기본계획수립 。

나 원고복사 및 열람허개비공개 회의록 제외) 0 

다 회의록배부처조정 0 

라. 전자회의록 등록 관리 0 

마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열림. 복사허가 0 

바 폐회 중 회의록 자구정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0 

사. 보존회의록 확정 및 영구보존 。

아 불게재 및 자구정정 등 이의신청 접수처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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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곁구분 

단위사무 세부항목 사무 의장 
팀장 담당관 

처장 

〈입법정책담당관〉 

1. 의원연구단체 1 기본계획수립 0 
및위원회연구 

활동지원 2.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0 

3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 해측 0 

4.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5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사업계획 0 

6. 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 계획 0 

7.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 0 

8 의장 정책연구용역 계획 0 

9.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실적 및 계획서 보고 0 

10.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0 

11 연구단체운영및관리 0 

2 법제사무처리 1 도의회규칙의공포 。

2 도의회 흔렁 예규의 발렁 。

3. 도의회 규칙 혼렁 예규의 공포 발렁대장 관리 0 

4. 자치법규안 검토 및 보완 。

3. 의원입법활동 1 . 운영계획수립 0 
지원위원회 

g~ 2 위원회위원위 해촉 0 

3. 위원회개최 。

4.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0 

76 • 2018 지방의회 관련 업규집 



전곁구분 

단위사무 세부항목 사무 의장 
됨장 담당관 

처장 

4 의회 입법 및 
1. 운영계획수립 0 

버1:1뜯~J2g .g여。 

2. 。닙l버닙 미 i 버 닙를를‘~~。 위 T1속늦 0 

3 의회관련쟁송업무 。

5. 헌법개정을위한 
1.운영계획수립 。

지방분권위원회 
으‘，_여o 2 위원회위원위 해촉 。

3 위원회개최 。

4.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0 

6 삭제 1. (삭저1> 

2. (삭제〉 

3. (삭제〉 

〈예산정책담당관〉 

1.의회고문공인 1 기본계획수립 。

회계사 세무사 

으‘」여C그 2 고문 공인회계사 · 세무사 위 해측 0 

3 자문의뢰 및 결과관리 0 

2 자료요구 1. 재정정책 및 사업분석을 위한 자료요구 0 

3. 예산정책위원회 1.위원회구성및위촉 0 

운영 

2. 회의개최 계획수립 。

3. 회의결과보고 。

4.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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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재구분 

단위사무 세부항목 입잉 
전문 

전문 
위월 

위원장 의장 

위원 

〈전문위원〉 

1 의안둥심사 1 소관위원회의 의안， 정원관련 자료의 요구 0 

2. 의안. 정원의 검토보고 。

3 의안. 정원의 심사결과 및 경과보고서 작성 0 

4 심사보고서의 구두보고안 작성 0 

5 의안 정원의 본회의 회부 의뢰 0 

6 진정서 의견조회 등 검토보고 0 

7 진정서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 0 

8. 의사 진행 및 일반행정 처리 0 

2. 자료작성 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0 

2. 위원회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평가 0 

3. 위원회행사 1 의안관련 세미나 연수회. 공정회 등 자료준비 0 

2. 소속위원회 의원 해외연수， 세미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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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4.6.2 .. 2015.05.26 .. 2이 7.4.19.) 

사무처장 권한사무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 항관련) 

전껄구붐 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처장 됨장 담당관 

〈공통사항〉 

1. 주요업무 1 주요업무계획 

가 기본계획수립 0 

나 세부시행계획수립 0 

다 자료수집 0 

2.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 등 0 

2 문서 1. 접수문서의공람 

가중요사항 0 

나 일반사항 0 

2.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가중요사항 0 

나 일반， 경미사항 0 

3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수집， 조회. 회람 。

4 각증 정기보고 및 통계처리 

가 중요사항보고 0 

나-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보고 0 

3. 지침관련 1 지침. 수칙(일반행정 관련사항}등의 제정 및 개정 

가.중요사항 0 

나 일반사항 0 

4 복무 1. 관내및관외출장 

가 4급이상 0 

나 5급이하 0 

2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신정 0 

3 언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조토1. 외출 등의 허가 

가 4급이상 0 

나 5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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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곁구봄 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처장 됨징 담당관 

5 회계 1. 예산집행품의 

가 예정금액011 건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집행 풍의사항 

(단‘ 봉급， 수당 등 법렁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은 0 
담당관의결재에의함) 

나. 예정금액011 건당 2.000만원이하 예산집행 풍의사항 0 

6 기타일반 1 사무분장조정 

가 새로운기능 。

나실간 。

다. 소속부서의 사무분장 0 

2. 사무인계 인수 

가 4급간 0 

나.5급간 0 

3 무기계약직의고용 0 

4. 무기계약직의 연금부담금 납부 。

〈총무담당관〉 

1. 인사 1. 사무처 직원 인사관리 

가.전문위원보직부여 0 

나 5급이하 공무원 보직 부여 0 

다. 별정직 · 임기제 임용권위임 일반직 공무원 임용. 승진. 전보 0 

라 청원경찰임용 0 

마 인사기록카드 작성 및 관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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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구운 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처장 팀장 담당관 

1 인사 바.근무성적평정 0 

사.호봉승급 0 

2. 교육훈련 

가 피교육자수요조사 。

나 교육훈련대상자추천 

장기교육 。

일반교육 。

3. 의료보험관리 。

4. 각종포상추천 0 

5. 사무처 직원 복무관리 

가 복무관리계획 。

나 복무위반자조치 

(1) 징계요구 0 

(2) 흔계 경고처분 0 

다 근무사항지도 0 

라 당직영렁 및 대직영렁 0 

6 조직및정원 관리 0 

7 제증영및확인서발급 0 

8 신원조회및전력조회 。

2. 총무일반 1. 보안업무 

가 사무처 직원 비밀취급인가 요정 0 

나보안점검 。

2. 민방위업무 

가 민방위 대원의 전 출입 통보 0 

나.민방위대펀성 0 

다‘비상소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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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구분 사무 
단위사무 세부 항 목 

처장 팀장 담당관 

2. 총무일반 3. 직장방호계획수립 0 

4 직장교육 0 

5 간부회의운영 0 

6 직원후생에관한 사항 0 

7 직원후생시설관리 0 

8. 직원 동호인 모임 육성 지원 0 

9 의회 세입 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 0 

10. 각종의원 연찬회 지원 0 

3. 사무관리 1. 기록물보존관리 

가 기록물보존 。

나 기록물며|기 。

2 공인관리 

가 공인신조및폐기 0 

나 공인관리일반 0 

3 행정정보공개일반 0 

4 목표관리제 1 목표관리지침시달 。

2. 목표관리결과보고 0 

5. 감사관련 1. 사무처 관련 진정. 비위사항 및 감사에 관한사항 0 

6 회계시설관련 1. 지출서류심사 0 

2 호|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0 

3. 물품검수입회확인 。

4 회계관련 법규정비 

가 회계 및 예산집행 관련 질의 응답 0 

나 회계에 관한 지침 및 지시 0 

5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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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컬구분 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처장 팀장 담당관 

가 예정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계시설관련 (단 봉급 수당 등 법렁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과 0 
조달물품의 구매는 분임재무관 처리) 

나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0 

6. 서|입 세출 결산보고 0 

7. 원천징수및불입 0 

8 회계직 공무원 인감 및 대장정리 0 

9 회계관계직인관리 0 

10 기여금징수불입 0 

11 지출계산서 제출 보고 0 

12 입찰집행 0 

13. 현장설영 결정(현장설영 : 사업주관부서) 0 

14 계약변경내용통보 0 

15 기성 준공 입회공무원 지정 0 

16 물품관리 

가 물품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0 

나 재물조사 실시결과 보고 0 

17. 차량관리 

가 차랑관리계획수립 0 

나 배차결정 0 

다 차료멸용결정 0 

라 차량승인신청 및 치증변경 0 

18 지체상긍부과결정 0 

19 부당업자제재 。

20. 정사관리계획 수립 。

21 정사유지관리 및 보수계획 수립 0 

7 정보통신관리 1 정보통신시스템 및 기기 장단기계획 수립 。

2 정보통신장비 운영 관리 0 

3 정보통신보안 0 

4 통신망유지관리 0 

8 전화교환 1‘ 전화교환 및 민원상담 0 

2 문자전송시스템 및 팩스관리 0 

9 공무원공무국외 
1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0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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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곁구분 사무 
단위사무 세부항목 

처장 팀장 담당관 

9. 공무원 공무국외 여행 2.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가 4급이상 。

나 5급이하 0 

〈공보담당관〉 

1. 공보행정 1.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관리 0 

2 도서류구입및관리 0 

3 도서대출과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0 

2 언론행정 1 브리핑룸 및 언론사 취재지원 0 

2. 영상음항촬영장비 운영관리 0 

3. 인터넷방송물 제작 편집 0 

〈입법정책담당관〉 

1. 의원및 S엠위원회 1. 지방의회 입법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

입법지원 2 의원(상임위)발의 자치법규안 및 각종 자료에 대한 검토 。

3. 자치법규자체발굴 0 

4 도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0 

2. 입법정책자료 발간 및 1. 최근 입법동항 조사 및 책자발간 배포 0 

배포 2 기타 입법정책자료의 작성 및 발간 ‘ 배포 0 

3 자치입법교육 1 조례 및 정책 입안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 0 

4. 의회전문가인력풀 1 . 운영계획수립 。

으‘'-여‘그 2. 인력울전문가선정 0 

5. 입법조사관운영및 1 운영계획수립 및 변경 0 

관리 2. 입법조사관 관리 및 지원 0 

〈예산정책담당관〉 

1 . 주요재정정책및 1. 기본계획수립 0 

사업분석 2 정책및사업분석 0 

3 예산정책정보 수집 제공 0 

2 예산및결산분석 1 기본계획수립 0 

2. 예산및 결산분석 0 

3. 예산 및 결산 분석 관련 세미나 등 개최 0 

3 의인의비용추계 1. 기본계획수립 0 

2. 의안의 비용추계 0 

3. 의안의 비용추계 관련 세미나 등 개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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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시행 2011.12.28.] [의회훈령 저133호. 2011.12.28 .. 저|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방문자를 통제하여 시설물의 

보호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11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사”란 도의회 청사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청사에 출입하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출입기자 등 관계자 

외 청사방문자(이하 “방문자”라 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방호원 등의 배치) 청사에 근무하는 방호원 등의 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무시간 내에는 청사 l층 출입구(이하 “안내실”이라 한다)에 방호원과 지하 출입구에 

청원경찰을배치한다. 

2 근무시간외 및 공휴일에는 안내실에 당직반장 1명과 방호원 1명을 배치한다 

제5조(출입절차) CD 청사 출입구에 배치된 방호원과 청원경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제한다. 

1 방문자에 대한 신분 확인과 방문자 기록부 등재 및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 

하여 패용 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방청권을 교부 받은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 방문자가 퇴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환하고 방문증을 회수한다 

@ 근무시간외 및 공휴일에는 당직반장 책임하에 제 1항에 따라 통제한다-

제6조(방문증 및 방문자 기록부) G) 방문자 기록부 및 방문증은 별지 제 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방문증 및 방문자 기록부는 안내실에 갖춰놓고 방호원과 청원경찰이 관리한다. 

제7조(청사출입의 제한 등) G)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수있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장은 제 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방문자에게 안내실에서 

관계자와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경
기
도
의
회
 

청
사
출
입
에
 

관
한
 
규
정
 

85 



@ 제 1항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 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고. 회의 방청 동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정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외 사용허가) 청사를 도의회의 회의나 공무수행 등 그 통상의 사용목적외에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청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사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기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로 반입하거나 이를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 현수막 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 및 물품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7 제8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제 10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CD 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해당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 제 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동 조치를 받은 자 

2 제9조각호의 어느하나에 위반한행위를한자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이 제 1항의 조치를 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조(감독) 방문자 통제의 감독은 근무시간내에는 총무담당관이 근무시긴 외 및 공휴일에는 

당직반장이 행한다. 

부칙 (201 1. 12.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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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사용에 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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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0.] [조례 제 532 1 호， 2이 6.7.19. ， 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도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 명생학습 진홍 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과 같다 

1 . “공공시설”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도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도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도에 소재한 직장 · 학교에 재직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 교육. 강연회 .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둥의 활동을 말한다， 

5 ‘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φ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다%댁f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퉁) CD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민 

등에게 개방할수있다. 

1. 의회 회기 기간중일 때 

2. 그 밖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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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재학 중인 자 

4. 그 밖에 의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기간) φ 개방공간의 사용은 l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 주민교육 둥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l주.5회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φ 도민 둥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논 경우 시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인터넷 동을 통해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 의장은 제 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도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도민 동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우선사용)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선정할수있다 

1. 의원의 의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제 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용허가 대상 

에서 제외해야한다 

1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1조(사용허가의 취소 · 정지 등) 의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 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딩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시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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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의장이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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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제 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CD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D 사용자는사용기간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 

배상을해야한다. 

제 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의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진대하지 못한다. 

제 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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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시행 2016.1.4.] [조례 제 5131호， 2016. 1 .4.， 저|정] 

저11 장층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 

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경기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하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 정책 임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퉁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저12장도민 

제4조(도민의 권리) ι 도민은「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도민은 도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시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저13장의회 

제5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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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 ‘ 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그 밖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 장애 유무. 경제 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 활동에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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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CD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휩J.)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하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의회는 다%댄f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퉁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의회는 도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괴를 해당 도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의회는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 

(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L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 - 연구 

3 의원의 조사 연구와 도정 운영에 필요한 관련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의 구비 

4 결산심사시 필요한시정요구등 

제 10조(인사청문회) 의회는 경기도 부단체장 등 고위직과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채용. 후보자 임용의 정당성 부여 .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조(의회사무처) CD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회 활동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 및 조직 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 

사무처가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의회는 의원의 조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도서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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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의원 

제 12조(의원의 사명) 의원은 도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 13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의회의 본래 기능인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3. 지방분권 추진의 능통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제 14조(윤리와 품위의 유지) 의원은 도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 

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 15조(비용 추계)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저15장 의회와 도지사 등과의 관계 

제 16조(도지사. 교육감과의 관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도지사， 교육감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둥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 17조(감시 및 명가) 의회는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시히는 책무를 가지며， 

안건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제 18조(의회에 대한 설명) 도지사 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도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하여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등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19조(의회의 예산)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하여야한다. 

제20조(시정요구 등) Q) 의회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시행규칙이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 1항의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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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01. 04.)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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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13.] [조례 제 5505호， 2이 7 . 3.13.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행하는 표창과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발전 또는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에 

공헌이 있는 경기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민”이라 한다) . 단체 .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외 거주자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수여 

할수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i)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 제 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수여할수있다 

제5조(표창권자) 표창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기도정 또는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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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CD 후원명칭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수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 저1 1항의 행사는 다음각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경기도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참가비를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행사 

제 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수시로할수있다 

제 11조(대상자 추천) CD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처장， 각 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있다 

@ 저1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의회 의원에 대한 포상 대상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제 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3조(공적심사위원회) φ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 13.) 

@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총무팀장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이 위원장이 되며， 

총무담당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위원회가 심사 , 의결한 때에는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펼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있다 

제 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 1 5조(수상자 명부) 포상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16조(위임 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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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2.24.)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의결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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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시행 2이 6.6.17.] [흔렁 제 44호.2016.6.17 .. 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직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 · 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직종 : 일반직 별정직 、 임기제 공무원 

2. 대상공무원 : 담당관 및 전문위원실 4급(상당)， 5급(상당) 및 6급(상당) 이하 

제3조(대외직명) CD 입법정책담당관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입법조사관으로 한다. 

@ 예산정책담당관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예산분석관으로 한다. 

@ 전문위원실 4급(상당)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으로， 5급(상당) 전문위원은 입법전문위원 

으로，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입법활동 지원요원)은 입법조사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전문위원실 

5급(상당) 사무관은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대외직명 활용 · 관리) CD 제 3조에 따른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 명함， 이메일， 

감사때， 명패，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사용한다. 

@ 제 1항에 따른 대외직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16.6.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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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8.] [조례 저15390호. 2016.11 .8 .. 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 1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의장이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 

자치법」 제9 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 

사무처”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2조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Q)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펼요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있다. 

@ 도지사는 제 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Q)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 의장은 제 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도지사로부터 제3조에 따른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추천이유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서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의장이 의회사무직원으로 근무 할 직원을 추천 할 때에는 경기도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 직급에 부합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전출의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 

3.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인사기준에 적합한 공무원 

제6조(서면 확인) Q)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무직원에 대하여 그 인사발령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상당한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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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견제시)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이 도지사 소속으로 전출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부서 

배치 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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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희롱 · 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 

[시행 2이 7.4.24.] [예규 제 10호.2017.4.24 .. 제정]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펑등기본법」 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r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및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경기도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경기도의회사무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경기도의회 의장의 책무) CD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의원과 소속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 운영， 성희롱 · 

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한다. 

@ 의장은 성희롱 · 성폭력 발생 시 펼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매년 성희롱 · 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CD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직원 복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공무원을 포함한 2명 이상으로 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의 고층에 대한 상담 · 조언 및 고충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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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 리 

3.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 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등 기타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업무 

@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 성폭력 고충처리 절 

차 및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CD 의장은 매년 초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 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 ·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 

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다.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총무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CD 성희롱 ·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자 

는 서연，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수있다. 

@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 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CD 성희롱 - 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청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제 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다 

@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4 • 2018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 제 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조사 과정에서 총무담당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 성희롱 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φ 의장(인사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의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펼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φ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1조에 따른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 

제 11조(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빛 구성) (D 의장은 성희롱 · 성폭력 사안의 처 

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 12조(위원회의 회의) CD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 

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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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등의 

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4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 15조(징계) Q) 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정계한다. 

@ 성희롱 · 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 16조(재발방지조치 등) Q) 의장은 성희롱 ·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 펼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펼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 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여서는 아니 된다. 

@ 지침 제 15조 제 1항 및 제2항 제 16조 제 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 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그 결과를당사자에게 서연으로통지하여야한다. 

부칙 <2017.04.24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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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담당관실소관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시행일 : 2017.4.12.] [조례 제 5567호， 2017.4.12., 전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를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편찬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관련사항의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제3조(구성) Q) 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간행물 편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도의회사무처의 소관업무 담당관과 의사 관련 업무 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의장은 2명 이내의 위원을 언론기관이나 관련분야 대학 학회 등 외부의 전문인사로 위촉 

할수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명칭 · 규격 발행주기 - 배부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4 게재자료의 확보방안과 원고의 기본심사 

제5조(임기) Q)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 

하는기간으로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도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 도의원인 위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의장은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으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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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 통의 직무) (D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위원^J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부위원^J이 

모두 사그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D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φ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간사는 도의회사무처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 

실무직 공무원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D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도의원인 위원의 경우 비회기시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4.12.)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108 • 2018 지방의회 관련 법큐집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운영조례 

[시행 2015.6.17.] [조례 제 4937호， 2015.6.17., 전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도의회의 정보화 정책과 

발전방향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CD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과 경기도 정보기획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5명 

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회의 정보화촉진을 위한중장기 계획의 수립 

2 의회 홈페이지 및 기타서버 도입과 DB 구축 

3 입법과정 지원에 필요한 DB 구축과 입법정보시스빔의 개발 

4 의정지원에 대한 정보화 기반의 구축과 교육 

5. 의회 홈페이지 구성과 게재내용의 지원 

6. 의회 대표 SNS의 운영과 관리 

7. 그 밖에 의회 정보화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 CD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촉직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CD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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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등) CD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CD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담당 

실무직 공무원이 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06.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 후 새로이 구성 

되는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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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시행 2011.10.27.] [의회훈령 제 32호. 2011 . 10.27 .. 전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펼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돗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덜리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이란 이용자가 상호 접속하여 다02'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3. “서버”란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관리 기능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4 “정보관리”란 각종 자료를 수집 가공 , 처리 - 전달 , 저장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구성 

하고， 서비스 자료를 등록 · 변경 · 추가 또는 삭제하는 기능을 말한다. 

5 “모바일 서비스”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버의 설치장소) 홈페이지의 서벼는 경기도청 정보화부서 소관의 전산기계실에 설치한다 

제4조(홈페이지 구축 · 운영) CD 도의회 의장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주민에게 도의회를 소개하는 각종 정보 제공 

2. 도의원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 제공 

3. 주민의 편익증진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보 공간 조성 

4. 청소년이 도의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 구성 

@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장은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공보 

담당관”이라 한다) 및 홈페이지 정보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펼요한 때에는 개발 ,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홈페이지는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보담당관은 홈페이지를 정상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φ 홈페이지 정보는 해당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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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홍페이지의 서비스별 관리부서와 관리책임자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정보는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무분장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위임 

전결규정」에 따른다 

@ 공보담당관은 관리부서가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서비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정보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인수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보담당관은 홈페이지 정보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부서가 해당 정보를 적정 

하게 갱신 추가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공보담당관 및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에 저촉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수 있는 내용인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7. 다른 사람의 실명을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은 내용을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명백한 오류 및 연습성 장난성 내용인 경우 

제6조(게시판 설치 · 운영) 공보담당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구성 변경) CD 공보담당관 및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하고， 홍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이 별표의 1차 메뉴 .2차 메뉴 . 3차 메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 ·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공보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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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 보호) (Ï) 공보담당관은 홉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닥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 r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 J.!:.. 7'l 。
λ~-;:::: ’ 6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비밀번호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공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비밀번호 변경을요청하여야한다. 

제 10조(시스템 안전대책) 공보담당관은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 

정보 손상 및 따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보관함으로써 사고가 

있을 때에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1.10.27) 

이 규정은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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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비스별 정보랜부서 및 관리책임자쩨7조관련) 

1차메뉴 2차메뉴 3차메뉴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인사말 총무담당관 비서실장 

。Q.fê:1 총무담당관 비서실장 

열린의장실 연설문/축사 흥o므T다 。다 。고 」↓ 의전담당 

의정활동 총무담당관 비서실장 

언론보도 총무담당관 비서실장 

의회구성 의회구성 총무담당관 총무담당 

의회권한 ‘ 기능 충무담당관 총무담당 

회기운영 의정담당관 의사담당 

의안처리 의정담당관 의안담당 

의회운영 예산안심의， 
의회소개 

켜ξE사 ‘- 스 ζ~이 ‘-
의정담당관 의안담당 

행정사무감사 ，조사 의정담당관 의안담당 

청원처리 의정담당관 의안담당 

목적및구성요건 의정담당관 의사담당 

교섭단체 민주당게시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한나라당게시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언혁 의회언혁 공보담당관 그ζ31-t‘i!.'1:;그}C C>}

층별안내 총무담당관 회계시설담당 

정사안내 전화번호 총무담당관 총무담당 

사C3XC그|묻i긍 총무담당관 총무담당 

의장단 총무담당관 총무담당 

현역의원 의원약력 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원소개 역대의원 의원약력 공보담당관 그~!iιi!.'1:;그}c <>t

의원동정 전문위원 전문위원 

칼럼 기고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정캘린더 의정담당관，전문위원 의사담당전문위원 

의사일정 연간회기일정 의정담당관 의사담당 
의정활동 

본회의/상임위 의정담당관，전문위원 의사담당. 전문위원 

위원회활동 전문위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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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메뉴 2차메뉴 3차메뉴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도정질문답변 의정담당관 의사담당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관 의사담당 

토론회소식 전체부서 전문위원，담당 

의원연구단체소개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 
의정활동 

의원연구단체 연구단체현황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 

연구활동보고서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 

친선언앵소개 총무담당관 의전담당 
국제교류활동 

활동보고서 총무담당관， 전문위원 의전담당.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소개， 활동， 

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포토갤러리， 자료실 

기획위원회 위와같음 기획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제투자위원회 위와같음 경제투자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와같음 행정자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와같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 전문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와같음 농림수산전문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보건복지공보 

위와같음 보건복지공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와같음 건설교통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와같음 도시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와같음 

여성가족평생교육 
전문위원 

원회 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위와같음 교육전문위원 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와같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와같음 윤리특별전문위원 전문위원 

회의록개요 의정담당관 기록담당 

회의록 전자회의록 의정담당관 기록담당 

영상회의록 공보담당관 그~.5!~그}Z C3} 

공고/소식 전체부서 전문위원.담딩 

보도자료 전체부서 전문위원， 담당 

의회소식 
언론보도 전체부서 전문위원， 담당 

포토갤러리 전체부서 전문위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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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메뉴 2차메뉴 3차메뉴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도민참여 진정민원 의정담당관 의안담당 

도의회에바란다 전체부서 전문위원，담당 

자유게시판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도민참여 6C>}jCi>{ 의정담당관 의사담당 

견학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로비이용안내 총무담당관 총무담당 

조직현황 총무담당관 총무담당 

드。}c 。t。a{-C「그 총무담당관 총무담당 
의회사무처 

전화번호 총무담당관 총무담당 

업무계획 총무담당관 츠o드-딛1-IC1}c C3t 

의회법규 
조례. 규칙.훈령，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운영담당 
예규 

입법예고 입법정책담당관 。tjl버 '='으 ‘」여 o다 cl다 o 

이달의입법동항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 

입법정책참고자료 

판례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운영담당 

입법정책참고자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 

의안개요 의정담당관 의안담당 

의안검색 의정담당관 의안담당 

의안정보 처리의안 의정담당관 의안담당 

자료실 
계류의안 의정담당관 의안담당 

의안통계 의정담당관 의인담당 

의회소식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글로벌의정 공보담당관 그~S!'à~ 

의회홍보책자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의정백서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의회간행물 
아하|경기도의회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월간입법동항 이버'='저C그챈-，다cl다o과~ 。tj，남 tj{; c허:，i -1H I C1fI c:>}

-。「속(5시」처。 공보담당관 그ð-.!l‘[!'à'å 

주소변경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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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메뉴 2차메뉴 | 3차 메뉴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자주묻는질문 공보담당관 고o님-‘-다CI다 o 

자료실 용어해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 

의회자료실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생방송보기 고。-업L다口다。고t!- 공보담당 

지난방송보기 공보담당관 고0-닙→-다I그다 o 

의정뉴스 공보담당관 언론담당 
인터넷방송 

의정메아리 공보담당관 언론담당 

라디오인터뷰 공보담당관 언론담당 

홍보영상 공보담당관 언론담당 

어린이홈페이지 공보담당관 그~!i!.~디}Z。} 

다국어홍떼이지 공보담당관 공보담당 

그밖에링크사이트 공보담당관 고0-님‘-다 CI다 o 

인사말 의원 

의원동정 의원 

의원블로그 알리는말씀 의원 

자유게시판 의원 

포토갤러리 의원 

공지사항 

주요행사 
전체부서 전문위원.담당 

인트라넷 의사일정 

자료실 

신문기사모음 공보담당관 언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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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15.10.13.] [조례 제5039호. 2015.10.13 ..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 · 정리 보존 제공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에게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과 같다. 

1.“경기도의회 (이하“의회”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의원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경기도 주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의회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치자료) 도서관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비치한다. 

1. 행정간행물 및 행정자료 

2. 각종 법령집， 자치법규집， 예규집 

3.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4. 도서， 잡지 및 정기간행물(월간지， 주간지 및 일간지 등) 

5. 향토자료 및 참고문헌 

6. 의회 의정활동기록 

7 전자자료 등 비도서 자료 

8 그밖에 활용가치가 있는모든자료 

제4조(관리 운영 ) CD 도서관은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운영한다. 

1. 자료의 수집， 보류， 보관， 폐기에 관한사항 

2. 비치 자료의 열람， 대출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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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배치한다 

제5조(자료 수집) Q)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한다. 

1. 경기도청 . 경 기도교육청 및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의 출자 출연 기관의 자료는 납본에 

의하여 수집한다. 

2 중앙부처， 타 시 · 도 연구기관， 공공단체， 그 밖의 단체 발행자료는 기증을 받아 수집한다. 

@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도서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있다. 

제6조(자료의 관리와 분류) 자료는 전산화된 자료관리시스랩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분류한다. 

1. 국내외 일반도서와 행정자료， 시청각자료 : 호뉴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 

2 그 밖의 자료: 이용과 관리가 편리하도록 분류 

제7조(자료의 점검) Q) 도서관의 담당직원은 다음 사항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열람상황 

2 자료의 대출상황 

3. 자료의 배열상황 

4 해충발생 및 훼손상황 

5. 실내 청소 및 화기 상태 

@ 사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보존과 대출 자료의 회수 실태 

2. 폐기대상자료의 색출 

제8조(자료의 이관 · 폐기 빛 제적) Q) 사무처장은 도서관의 보존 장소가 협소하여 보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 사무처장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폐기 및 제적 

할수있다. 

1. 자료가 지닌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소장할 펼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열람 · 대출 대상과 시간) Q)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대상은 의원과 도 소속 공무원 및 

도민으로한다. 

@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가 

개회 중일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열람 장소) 자료의 열람은 도서관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며， 담당직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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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출과 반납) CD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도서대출 회원증을 도서 

관의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도서관 자료의 대출 한도 및 기간 등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 사무처장은 대출 기간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납을 촉구하여 

야한다. 

@ 사무처장은 반납요구서의 반납요구 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대출자가 자료를 반납 

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 자료를 반납하도록 요청받을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한 사람은 이 

를반납하여야한다. 

@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기 전에는 다른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대출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일단 도서관에 반납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수있다. 

제 12조(열람과 대출의 제한) CD 열람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과 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대외비 이상보안을유지하여야 할자료 

2 정책자료 및 희귀자료 

3. 그 밖에 열람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 

@ 대출의 제한은다음각호와같다 

1 의회 회의록 

2. 귀중 도서， 시청각자료，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3.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 

제 13조(변상)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한 사람은 현품 

또는 자료구입 만큼의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그 책임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조(변상 절차) CD 제 13조에 따라 분실되거나 훼손된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현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와 통일한 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유사한 자료나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사무처장은 자료 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료의 변상을 통보하여야 하며， 

변상자는 자료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 변상자가 자료구입 만큼의 금액으로 변/앞f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구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납부한 금액을 의회사무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15조(전자도서관 운영) 사무처장은 도서관의 이용 편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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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10.13.> 

제 16조(열린 도서관운영) 사무처장은 도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식 접근 및 활용을 위한 열린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7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의 도서관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의
회
 
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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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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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샅입톨녕 1&1콰g걷-

자료구입 신청서 

정가 
참고히려는업무 

자료명 저자 벌행년도 발행처 
분야와그내용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 저15조저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구입을 신정합니다. 

녀 
'-'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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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반납요구서 

ll팩.!IJI야결톨갱원-

소속또는주소 : 

귀하가 의회도서관에서 대출받으신 아래의 자료에 대하여 대출기한이 경과하였으니 년 월 일 

경
기
도
의
회
 

도
서
관
 

성명 귀하 

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통지 기일까지 반늠「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랍니다. 。
논
 
여
。
 

대훌자료영 저자영 발행처(훌판사) 대훌일자 비고 

조 
려| 

년 월 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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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홉월힐l훌훌월-

자료변상통지서 

소속또는주소 : 

성명 구|하 

귀하께서 대출받으신 아래의 자료에 대하여 반납기일이 경과하여 반납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반납하지 아니하여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 저113조 및 저114조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변상을 요구하오니 년 월 일 까지 변ε「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요구영서1 ] 

대흩자료명 저자명 발행처(훌판N) 비고 

년 월
 

。|
E프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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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모의의회대회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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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7.19.] [조례 제 5322호， 2이 6.7.19. ， 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재 학교의 학생들의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자치의식 함양에 이바지할수 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재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빛 「고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자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Q) 의장은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을 위한 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모의의회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4.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에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고 등) Q) 의장은 경기도 소재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개최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의장은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지도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수있다. 

제6조(장소제공 등) 의장은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의 준비 및 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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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펼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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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실소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6.] [조례 저14629호. 2013.11.6 .. 일부개정] 

제 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저1 44조와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1 1.10.20.> 

제2조(회의일수)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Q) 경기도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6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 20.> 

@ 매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경
기
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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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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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집회)Q) 제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 7 ‘ 2013.11 6.)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 

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1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단서신 

설 201 2.7.2.] 

@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45조에 따른다. 

제5조(심의안건)Q) 제 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134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과 기타 안건 

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1.10.20.) 

@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 127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 

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11.10.20.) 

@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부칙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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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 1. 7.>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 1. 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3.1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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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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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5.1 7.] [조례 제 5233호. 2016.5.17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6.) 

제2조(범위) 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6.) 

1 부지사. 부교육감 

2. 도지사와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 -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3 r지방자치법」제 113조부터 제 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6.05 .17.)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5.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6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7 교육기관 및 히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공무원 

8. r지방자치법」 제 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신설 2013. 11.6.l 

9 r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출자 ·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신설 2013. 11. 6.] 

부칙 (2007.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례
 

부칙 (2013.1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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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0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시행 2이 8. 1.1 .] [조례 제 5652호， 2017.7.17.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실 

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 7 .. 

2011.10. 20.) 

제2조(감사) φ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청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의결로써 감시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 2014.10.21.) 

@ 저11항의 감사는 매년 제 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 

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 11.10. 20 .. 2017.7.17.) 

@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 감사요령， 감사장소 둥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본회의는 저1 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지시{이하 ”도지샤’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 20 .. 2014.10.21.) 

제3조(감사시기의 변경) Q) 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감사기간 내로 한정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 제 1항에 따른 감사시기의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다 

@ 의장이나 의회운영위원회가 감사시기의 변경을 제의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제 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5일 전까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변경시기를 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4조(조사) Q)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l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 

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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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본회의 

에서 의결로써 조사특별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펼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의회가 폐회나 휴회 중 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기-

있는것으로본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 조사위원회) CD 제2조제 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4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10. 21.) 

@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하거나 기피하여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δ}는 

간사나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21.) 

@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등) CD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무보조자) CD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펼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수있다 

@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 8.) 

제8조(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 CD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교육청 〈개정 2014 .10. 21.) 

2. r지방자치법J(이하 ”법 ”이라 한다) 저1113조부터 제 116조까지에 따른 경기도의 소속행정 

기관 〈개정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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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개정 2010. 11 .8 .. 2014 .10.21.) 

4 법 제 146조에 따라경기도가설치한지방공기업 

5 법 제 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펼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r지방자치단체 출지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저1 2조저1 1항에 따른 출자 , 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l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도 및 교육청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14. 10. 21 .. 2015.4. 8.> [단서신설 2015.4. 8.] 

@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 1항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CD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도의 사무 〈개정 2014.10.21.) 

2. 도 및 도지사， 교육청 및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 

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4.10. 21.) 

@ 제 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로 한정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할수있다. 

제 11조(감사 · 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2조(감사나 조사의 방법) CD 본회의 · 감사위원회 · 조사위원회(제6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띨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 제 1항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나 서류의 제출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 저1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지는 법령이나 

도 조례에서 정한 경우흘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 본회의 감사위원회 -조사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한다. <개정 20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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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l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제 12조의 2(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D 의원은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 소관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 

@ 저1 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08.3.17.] 

제 13조(신문사항의 범위) (D 의원이나 위원이 증인을 신문햄l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4 단순히 의견을묻거나의논에 해당하는신문 

5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 

6 증인의 양심의 지유와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신문 

@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 1항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의원이나 위원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다. 

제 14조(신문방식) (D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윈칙으로 하며 ，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 일 경우 퉁에 한정하여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서면형태의 신문을할수 있다 

@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각 증인과 참고인에게 개별 신문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5조(신문순서) 신문의 순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희망하는 의원이나 위원의 신청을 

받아 부의장.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0.21.) 

제 16조(의장이나 위원장의 신문) 의장이나 위원장이 신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석이나 위원 

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으로 

돌아갈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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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증언 등의 거부) CD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 148조와 제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나증언 또는서류의 제출을거부할수 있다. 

@ 중인은 제 1항의 거부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 한다. 

제 1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CD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 · 조사위원회가 제12조 제 l항에 따라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 참고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 둥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요구에 

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 19조(증인선서) CD 의장이나 위원장(제6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과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 등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증인 둥이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0. 20.) 

@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157조를 준용한다 

제20조(증언의 범위와 방식) CD 증인 등의 증언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니 특정인의 명예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 등의 발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중인 퉁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중인 동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증인 등이 증언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인 등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띤으로 보충히논 경우 등은 본회의 감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이를 허용할 

수있다. 

제 21조(증인 등의 보호) CD 의회에서 증언이나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 ·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의결로써 방송이나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 · 조사위원회에서 증언 · 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숭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등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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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에 따라 증인 등이 대통한 변호인은 감사장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나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변호인이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변호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일당과 여비 등 비용지급〈개정 2008.3.1 7.)) CD 제 1 2조제 l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일당과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08.3.17.)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 1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도지사 및 교육감이 「경기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개정 2014.10.21.) 

2 제8조제 1항저1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 위임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출자 · 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나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3 도 및 교육청이 직 ·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나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개정 2014.10. 21.) 

@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는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한다. 

@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에 있어서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깨정 2008.3. 17.) 

@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당과 여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로 산정한다. 

@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수있다. 

제23조(감사나 조사의 장소) 감사와 조사는 본회의 , 감사위원회 ,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나 감사 ‘ 조사의 대상 현장과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24조(공개의 원칙) 감사와 조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나 감사위원회 조사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제척과 회피) (ù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 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시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 제 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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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주의의무) CD 감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감사나 조사결과의 보고) CD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감사보고나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CD 의회는본회의에서 의결로써 감사보고나조사보고를 

처리한다. 

@ 감사나 조사결과 도나 해당 기관의 시정을 펼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회는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교육청 빛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은 도나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4 .10. 21.) 

@ 도 또는 교육청 및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 제3항에 따라 처리결괴를 보고 받은 경우 전문위원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 토보고 한다. [신설 2015.4. 8.] 

제29조(징계)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5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빛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0조(고발) CD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 고발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 

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 

제31조(과태료) CD 제 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0. 20 .. 2014.10. 21.) 

@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 서류 미제출 및 선서 또는 증언 동의 거부사실 통보에 따라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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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교육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1.10.20 .. 2014.10.21.) 

@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21.) 

@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2014.10.21.) 

@ 삭제 (2014.10.21.) 

@ 삭제 (2014.10.21.) 

제32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7 .. 2014.10. 21.)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7. 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8.3.1 7.)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 1. 8.)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1. 10.20.)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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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4.8.)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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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제 1항 관련) 

위반행위 위반내용및횟수 부과기준금액 

미제출 1 회 100만원 이상 ~ 3oo만원 미만 

서류미제출 

미제출 2회이상 300만원 이상 ~ 5oo만원 이하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 3oo만원 미만 

출석요구불응 

불응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 5oo만원 이하 

거부 1회 100만원 이상 ~3oo만원 미만 

선서거부 

거부 2호| 이상 300만원 이상 ~5oo만원 이하 

일부거부 1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일부거부 2회이상 100민원 이상 ~ 2oo만원 미만 

증언거부 

전체거부 1 회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전체거부 2회 이상 350만원 이상 ~ 5oo만원 이하 

※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 회는 1 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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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7 .5.] [규칙 저187호， 2017.7 .5 .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J(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0)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따라야 한다. 

@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가우선한다 

제3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0)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 l차 또는 제2차 정례회집회일 40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 2017.7.5.> 

@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 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집회일 30일전 

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7.5 .> 

@ 저1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 통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통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 경합감사의 조정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펼요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등의 적정여부 

6. 그 밖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펼요한 사항 

@ 상임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걸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 

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관한 의회운영 

위원회의 협의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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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조사 실시준비 ) (D 조례 제4조저1 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조례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제6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제5조제 2헝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와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D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부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수 없다. 

@ 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다 

@ 조례 제8조제 l항제5호와 제6호의 단서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감사나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7.22.> 

제7조의 2(사무보조자 위촉 및 해제) (D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라 함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기를 

말한다 〈개정 2017.7.5.> 

@ 사무보조지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 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 업무 수행 중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하고， 위촉 해제 사유 발생 시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전후로 한다. 

〈개정 20177.5.> 

[본조신설 2015.07.22.] 

제7조의3 (준용규정) 사무보조자의 복무와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7.22.] 

제8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 12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의 제출요구. 도지사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과 단축) (D 조례 제 10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연장이나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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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i) 조례 제 12조에 따른 보고서와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와 서류 등의 종류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이나 위원회에 배부 

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1조(감사와 조사의 장소) 의장이나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이나 사무보조자 또는 해당 기관의 

관계자석과 그 밖의 참가자석이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 12조(통보와 보고 · 제출 빛 출석요구서 등) (i) 조례 제 12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제4항에 따른 불출석이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조례 제 18조제 1항에 따른 중인 등에 대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과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 10호서식에 따라작성한다. 

제 13조(소병절차) 조례 제 17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처음부터 거부하려띤소명서를서면으로작성하여 이를출석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거부하려면 감사나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 14조(소명의 수락) 제 13조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으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제 15조(송달방법) 조례 제 18조제 l항의 출석요구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제 16조(선서서) φ 조례 제 1 9조제 1항의 선서서는 별지 제 11호서식과 별지 제 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조례 제 19조제2항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나 고발규정 동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 13호 

서식에 따라작성한다， 

제 17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i)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나 조사의 중지를 의결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통고 

하여야한다. 

@ 제 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의원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 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의장은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감사나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나 위원이 감사나 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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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 1 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 18조(감사와 조사의 결과보고) CD 조례 제27조제 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와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걸로써 확정한다. 

@ 제 1항의 감사와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 16호서식과 별지 제 1 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29.> 

@ 제2항의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 이란 감사나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 이란 감사나 조사결과 개선의 

멸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 “건의사항” 이란 감사나 조사결과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거나 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 19조(감사와 조사의 기록과 보존) CD 감사와 조사에 관한 기록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의장은 감사와 조사에 관련된 기록이나 문서. 그 밖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20조(비용지급의 방법) CD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인 등의 동의나 요구가 있으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현금지급은 별지 제 18호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기명이나 날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해 위촉된 사무보조자의 수당은 위원회 감사 · 조사 계획서에 따른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위원회 참석 

수당 중 기본료를 일비로 지급하고 r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둥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7.22.) 

제 21조(고발절차 등) CD 조례 제30조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원 10명이상이 연서한 

서연으로 하고.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 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부칙 (2007. 10.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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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 1항 및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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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톰펠륨흩훌ß꽤l 

년 월 일 

수신 ; 경기도의회의장 

제목 000。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지방자치법」 제41 조저12항에 따라 별침과 같이 000。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별첨 : 000。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 

(찬성자서영 별첨) 

。000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 

발의년월일 -

발의자 000 (인) 

오1 00 영 

년 월 。 l

E크 

발 의 ;q : 000 외 00 인 

1 . 목적 

2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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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발의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5. 기타필요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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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훨훨표훌뿜. 〈개정 2015.7.2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승인의 건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000 위원장 

0000년 00월 00일 제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저10차 000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저18조제 1 항제0호에 따라 다음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감사대상기관 성격및근거 감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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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저| 

신 

목 0000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
I 

저10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저10차 본회의( 년 월 일)에서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저141 조저1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r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0000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준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지확인 일시 

2. 현지확인장소 

3. 현지확인반구성 

4. 현지확인대상 

5. 현지확인 방법. 끝. 

경기도의회 의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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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톨녕l뭘를를생힘-

수신 경기도의회의장 

제 목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회신 

귀 의회에서 00 제0000호( 년 월 일)로 본인에게 발송한 증인출 

석요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유로 귀 의회에 출석 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오며 이 이유서를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증빙서류(진단서 등)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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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L.: 월 。|

E크 

성명 (인) 



보고요구서 

lF털훨훌훌뽑. 

귀하 경
기
도
의
회
 
행
정
사
무
감
사
 

경기도의회가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려Ij 제 12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및 

1. 보고사항 : 

2. 보고일시 : 

3. 보고장소 : 

4. 기타필요한사항 : 

녀 
L...: 월 。 l

ξ크 시 

조
사
에
 
관
한
 
조
례
 
시
행
규
칙
 

녀 
L...: 월 。 l

E크 

경기도의회의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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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릎웰휠i훨훨활-

서류제출요구서 

구|하 

경기도의회가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렁 제43조 r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 2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2. 저|출일시 : 

3. 제출장소 : 

4. 기타필요한사항 : 

녀 
L...: 

입 
E프 

녀 
L...: 

。|
<= 

경기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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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월 。|
E므 

(인) 



lF훨훨릎훌뿔I 〈개정 2이 5.7.22.) 

증인출석요구서 

경기도의회가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저1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r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어| 관한 조례」저112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따|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렁 제43조 

저14항 r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1조에 따라서 5CX)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2. 출석장소 : 

3. 신문사안 : 

4. 기타필요한사항 : 

월 。|
E르 시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인장을 지효년}여 주시기 바랍니다 

녀 
L..: 월 일 

경기도의회의장 (인) 

구|하 경
기
도
의
회
 
행
정
사
무
감
사
 

및 

조
사
에
 
관
한
 
조
례
 
시
행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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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훨훨뀔털훌묘l 

참고인출석요구서 

구|하 

경기도의회가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저141 조 

및 같은법 시행렁 저143조 r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저112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녀 
'-' 월 。|

E크 시 

2. 출석장소 : 

3. 진술할사안 : 

4. 기타필요한사항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인장을 지효팅}여 주시기 바랍니다. 

녀 
'-' 

월
 

일 

경기도의회의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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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서 서 (기관장) 

lE털훌핍돋훌훌l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저141 조， 같은법 시행령 저139조저11 항 r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저1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저143조저1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시실 그대로 밀「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
 기
 도
 의
 회
 
행
 정
 사
 무
 감
 사 

및 

녀 
'-' 월 。 |

E르 

조
사
에
 
관
한
 
조
례
 
시
행
규
칙
 기관명: 

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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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휩홉1훈톨훌훌l 〈개정 2015.7.22.) 

선 서 서 (증인)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00위원회 

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렁」 저143조저1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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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L..: 월 

7ζ j、 -
-0 ':"ι- • 

으드 。 l
o L....:. 

일 

(인) 



〈개정 2015.7.22.) lF훨훨앞뜰훌훌l 

고발규정등사전안내문 미
 

} <증인에 대한선서취지 

경
기
도
의
회
 
행
정
사
무
감
사
 
및
 
조
사
에
 
관
한
 
조
례
 
시
행
규
칙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g떨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 조저1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저14항 r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1 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저1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 월 녀 

L...: 

경기도의회 

00위원회 (감사반) 

위원장(반장) 000 

157 



.똥월훌i일뜯훌일. 

감사 또는 조사중지 의결에 대한 이의서 

1. 이의신청 의결내용 ; 

2. 신청취지 : 

3. 신청이유 : 

4. 근거법규 r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저13항 r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저13함 

경기도의회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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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의서를 제출합니다. 

녀 
0......; 월 。 l

E르 

이의신청인 (인) 



l률평뾰R톨훌m. 

회피신청서 

경
기
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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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피신정감사 또는 조사사안 : 

2. 신정취지 : 

3. 신정이유 : 

4. 근거법규 r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저14항 r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저14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신청인 

。 l
E크 월 녀 

L...: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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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뜸켈훨믿훌훌훌l 

0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가.감사반면성 

나감사일정 

일시 대상기관 

5.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시정요구사항 

나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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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위원회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고 



0000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lE훨훨훨톨훌뀔. 

년 월 일 

000위원회 

경
 기
 도
 의
 회
 1 . 조사의목적 
행
 정
 사
 무
 감
 사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4 조사실시경과 

가.조사반의편성 

나.조사일정 

및 

5. 주요조사 실시내용 (소관별. 사항별) 

조
사
에
 
관
한
 
조
례
 
시
행
규
칙
 

월 시 대상기관 대상사무 조사장소 조사방법 

6. 조사결과 및 처리의건 

가시정요구사항 

나처리요구사항 

다. 건의사항 

7. 기타 조사의건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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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품웰휠i필흩훌필l 

비용영수서 

:;><: 
c> 인 

참고인 

금액 원 

내역 

구봉 종톨 구간및일시 금액 비고 

드‘」g 。C1|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 

겨| 

위와같이영수함. 

녀 
L.: 월 일 

소
 
명
 

주
 
성
 

(인) 

경기도의회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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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7.22.> lI핑톨녕I~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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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발인 

。|
E르 월 녀 

'-' 

2. 고발사실 

3. 첨부서류 

163 

고발인 : 경 기 도 의 회 의 장 (인) 

000 지방검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귀하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16.1.4.] [조례 제 51 30호. 2016.1.4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제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 20 ‘ 2016. 01. 04)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명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수없다 

[전문개정 2016.01.04.l 

제3조(선임방법과 절차 〈개정 2011. 10. 20.)) CD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1명의 검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1.04.] 

@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1.04.) 

@ 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J(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1 1. 10.20 .. 2016.01.04.) 

@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10. 20 .. 2016.01. 04.) 

@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11.10. 20.] <개정 2016.01.04.)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01.04.)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둥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01. 04.)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으로서 검사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1.11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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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13.11.11 .) 

@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 20.) 

〈개정 2016.01. 04.) 

제4조(위촉기간) (D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01.04.) 

@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펼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1. 04.) 

제5조(겸직금지와 결격) (D 검사위원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6.01.04. ) 

@ 도와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자 및 형제 

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 16.01. 04.) 

@ 도 및 교육청의 공사 ‘ 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1 .10.20.) <개정 2016.01.04.) 

제6조(대표위원) (D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0.20 .. 2016.01.04.) 

@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다수 의견을 제출한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 1.10. 20 .. 2016.01. 04.) 

@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으면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2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개정 20 16 . 0 1. 04. >) (D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 .04.) 

l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16.01. 04.)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6. 01.04.)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신설 2013.11.11 .) <개정 2016.01 .04.)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1.10.20.) 

경
기
도
 
결
산
검
사
위
원
 
선
임
 
및 

운
영
에
 
관
한
 
조
례
 

165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D 감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01. 04.) 

1 세입과세출의 결산 

2.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빛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과채무의 결산 

4 재산과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 도와 교육청이 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 20 .. 2016.01. 04 .) 

@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4조제2항의 위촉 

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 10.20.] <개정 2016.01 .04.) 

제8조(검사의 협조) 도지사와 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멸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 20" 2016.01.0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법 시행령 저1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하려면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6.01. 04 .) 

제 10조(실제비용 보상) φ 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 제 1항의 실제비용 보상은 결산검사 기간이 꿀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 보상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 저1 3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6.01.04.] 

제 11조 삭제 ( 2016.01.04.) 

제 12조 삭제 (2016.0 1. 04.) 

제 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7.11 .1 2.)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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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 1. 10.20) 

부칙 (2013.11.11) 

부칙 (2016.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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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위원의 수당 · 여비 지급기준(제 10조 관련) 

구분 그액 

"-κ「c〈:j} 200，000원/ 1 일 

여비 45，000원/ 1 일 

•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려I [별지 서식] 

。l 츠~ ^~ 
TI'"득 。

서며 
clζ〉

귀하를 0000년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기에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회 의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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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회의규칙 

[시행 2016.12.29.] [의회규칙 저183호， 2이 6 . 12.29 . ， 일부개정] 

저11 장총칙 

경
기
도
의
회
 

회
의
규
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 71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제2조(등록) 경기도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 

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 20) 

제3조(의석배정) CD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1.10. 20)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떼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와 결석) CD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개정 2014. 6.30.) 

@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전문개정 2014.6.30.] 

@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69 



@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간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저12장의장과부의장 

제9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CD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제 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 제 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 1항의 득표지-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의장과 부의장을 통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 1항이나 제3항 또는 

저1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 10조(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CD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 

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 11조(의장의 직무협의) CD 의장은 「지방자치법J(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직무 중 

의사운영 . 의회의 기관이나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 협력업무 동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미 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 의장이 제 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려면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각 교섭 

단체대표의원에게 혐의를 요청하고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교섭단체대표의원회의(이하 “총무 

회담” 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보고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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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의 총무회담은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나 그 대표의원의 합의 또는 의견 

조정을 위한 총무회담은 의안관련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의로 제 1당의 대표의원이 소집한다. 

@ 총무회담의 협의결과나 합의내용은 제 l당의 대표의원이 의장이나 관련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통보한다. 

제 1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이 법 제5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 

발언내용은 위원회의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 정리권이나 

질서 유지권 등 극히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 14.6.30.) 

제 13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φ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 

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 

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4.5) 

@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펼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저1114조(임시의장) CD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란 제 1 3조제 1항의 사고 중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4.6.30.] 

@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 1 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 1 5조(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φ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또는 의장과 부의장 전원에 대한 보궐선거와 제 14조제 1항에 따라 임시 

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 1.1020) 

@ 제 1항의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등은 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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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제1항의 해당의원은(또는 직무대행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의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4 .6. 30.> 

제 16조(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D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입할 수 있다. 

@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저13장회의 

저11 절 회의의 개폐와 공개 

제 1 7조(회기) (D 회기는 의결로써 정하고， 의결로써 연장한다 

@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면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 17조의 2(임시회 집회공고) 2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 

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0.4.5) 

제 18조(개의) 본회의의 개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제 19조(회의에 관한 선포) (D 개의나 정회 또는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의장은 제 1 7조에 따라 개의시각부터 l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 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나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수없다. 

제 20조(휴회) (D 의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 휴회 중이라도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20조의 2(산회) (D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 ‘ 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30.> 

[본조신설 2011.10 .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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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의의 공개) CD 법 제6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여야한다 

@ 의장은 비공개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저12절의사일정 

제22조(의사일정의 작성) CD 의장은 개의일시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 그 순서 외에 회의 차수와 

요일을 기재한 1일의 의사일정(이하 “당일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 한 회기동안의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 의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3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면， 당일일정의 순서 변경과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 

하고표결하여야한다. 

제 24조(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과 미료안건) φ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나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회기연장이나 휴회에 관한 건 

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3. 의원의 청가나 조의에 관한 건 

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이나 단축에 관한 건 

5.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 

6.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관한 새로운 안건 회부에 관한 건 

7. 선결동의 

8. 그 밖에 의장이 제의하는 경미한 안건 

@ 의장은 당일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에 관하여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였거나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일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저13절의안과동의 

제25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CD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위원회 및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 11.10.20 . . 2014.6.30.> 

@ 저1 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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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 11.12.28 .. 2014.6.30.> 

@ 저11항에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 1.10. 20.>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 

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려IJ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6.30.) 

제26조(상임위원회 회부) 0) 의장은 의안이 발의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 또는 전지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6.30.> 

@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결의안 

3. 의장이나부의장또는상임위원장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개정 2014.6.30.>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개정 2014.6. 30.>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개정 2014 .6.30.> 

8 의원 청가 (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 동의의 건 

9. 도지사나교육감또는관계공무원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0. 회기 결정의 건 

11.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2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 재의의 건 

14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5 위원회의 제출의안 

16.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7.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 위원회는 발의나 제출된 의안이 제25조제2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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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 

한다 

제27조(특별위원회 회부) <D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의 2(입법예고) φ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 중 도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위원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의뢰하여 경기도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 제 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법예고의 시기 ‘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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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련위원회 회부) <D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 

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으면 그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 (이하 “관련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관련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 의장이 제 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면 관련 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펼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관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의 2(안건조정위원회) <D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외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시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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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의 조정 

위원회의 위원(이하“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교섭단체 간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조정위원회는 제 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통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29조(심사기간) (D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히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9.] 

1 천재지변의 경우 [전문개정 2016. 12.29.) 

2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전문개정 2016.12.29.)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2.29.] 

@ 저11항의 경우 위원회가 안건을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9조의2 (안건의 신속처리) φ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 

(이하 이 조에서“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제l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떻)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 

처리대상안건으로본다 

@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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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싼건은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한다. 

@ 저15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 의장이 각 교섭딘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30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 1조(통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2조(수정동의) Q)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자가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 의안에 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3조(의안과 동의의 철회) φ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고 동 

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이나 철회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하려면 위원회의 통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 30.> 

제3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의 번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의안의 발의의원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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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안건심의) CD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생략할수있다. 

@ 저11항의 제안자나 도지사나 교육감일 경우 취지 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에게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의장은 2건 이상의 안건을 일팔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6조(초례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의사일정 

으로상정할수있다. 

{본조신설 2008. 1.7] 

제37조(재회부) 본 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면 의결로써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8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또는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하면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9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저14절 발언 

제40조(발언의 허가) φ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수있다. 

@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있거나긴급히 처리할사안은즉시 허가하고그외의 것은의장이 허가의 시기를정한다. 

제41조(발언의 장소) CD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나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한다 

저143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φ 모든 발언은 의제 밖의 사항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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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된다 

@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 l항을 위반한 경우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수있다 

제44조(5분 자유발언) CD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 

하여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히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하여야 한다 

@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5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나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경우와 의장이 허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발언원칙) CD 집행부에 대한 질문 외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또는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과 그 밖에 발언을 히는 경우에는 30분까지 

발언할수있다 

@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와 발언자를 정한다. 

@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수와 발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토론의 통지) CD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나 

찬성의 뭇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 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빈대자와 친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9조(의장의 토론참가) CD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관한 표결이 묻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제 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50조(질의와 토론의 종결) φ 질의와 토론이 끝난 경우에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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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 제2항에 의한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50조의 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φ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예산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l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의원은 제 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l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l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통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5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12.29.1 

저15절표결 

제51조(표결의 선포) Q) 표결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 52조(표결의 참개 표결하는 경우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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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4조(표결방법) (1) 표결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 고장 둥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통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기명투표나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제 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55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1) 투표를 하는 경우에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영패힘뻐l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힘에 투입한다-

@ 투표를 하는 경우에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홍띨 점검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묻난 후에 투표한다， 

제 5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1) 동일의제에 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 러 개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수정안이 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l단서신설 2008.1.7) 

제57조(표결결과의 선포) 의장은 표결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저16절회의록 

제58조(회의록의 구분) (1)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L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회의록 

@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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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회의록 :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배부회의록 

3 배부회의록 :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회의록 

4 보존회의록 . 배부회의록 중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 등의 서명날인 

후영구보존하는회의록 

5. 비공개회의록 :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전문개정 2008.5 .16] 

제59조(회의록의 작성) CD 본회의 동의 회의를 여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와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와 회의중지 또는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수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변동 

7.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8. 의장의 보고 

9 위원회의 보고서 

10. 의안의 발의 · 제출 ,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2 의사 

13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 

14.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5 서연질문과답변서 

16. 의원의 발언보충서 

17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록은 호띨로 작성하되.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게재 요구가 있으면 

이를허가할수있다 

@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지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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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Q) 보존회의록에는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의회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서명날인한다. 

@ 보존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전문개정 2008.5.16] 

제6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 결정) φ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램에 게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6.30.) 

1. 법조문이나숫자등을명백히 잘못발언한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5.16] 

제62조(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φ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비밀이 요구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펼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나 그 소속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 의장은 의원이 제 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이나 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저1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이를 타인에게 열람이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있다. 

[전문개정 2008.5.16] 

제63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배부와 반포，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5.16] 

제64조 삭제 <2008.5.16) 

제65조 삭제 <2008.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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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삭제 (2008.5.16> 

제67조 삭제 (2008.5.16> 

제68초 삭제 (2008.5.16> 

제69조 삭제 (2008.5.16> 

제70조 삭제 (2008.5.16> 

저14장위원회 

제7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6.30.) 

제72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3조(위원회 회의 등의 장소) 위원회의 회의나 공청회의 장소는 위원회의 회의실과 의회의 

부속 회의실로 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관기관의 회의실 또는 관할 

지역 내의 현지에서 개회할수 있다. 

제 74조(위원회에서의 통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5조(위원회의 제안) CD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 제 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 76조(위원회의 심사) CD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나 토론 또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로써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0.20) 

@ 제안자가 도지사나 교육감일 경우와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 77조(위원의 발언) CD 위원은 위원회에서 통일의제에 관하여 회수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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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타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속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79조(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φ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펼요 

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l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수있다. 

[전문개정 2011.10.2이 

제80조(연석회의) G)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으면. 그 안건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소관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고자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관련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로 하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저116조와 제 17조에 

따라위원장의 직무를대리한다-

@ 연석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관련 위원회의 출석위원수에 상관없이 소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러나 관련위원회의 위원이 1명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유회된것으로본다. 

@ 연석회의의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의 회의자수에만 산입한다. 

@ 연석회의에서는 심사대상 안건에 관한 질의와 의견교환만 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 다만. 연석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결정은 할 수 있으며 . 소관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 참고인의 의견청취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비공개회의를 

할수있다. 

제81조(공청회) G) 위원회는중요한안건이나전문지식이 펼요한안건을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있다 

@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경우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숭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6.30.) 

@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를넘어서는아니 된다. 

@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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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청문회)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 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L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펼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2.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1 _Q_ πu 
M """i:::'" -11 

3. 조례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단. 인사와 예산에 관한 안건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82조(심사보고서의 제출) CD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연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저1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 제84조 후단에 따라 소위원회의 

회의요지(소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심사한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 

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6.30.) 

제83조(위원장의 보고) CD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히여금 제 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장이 저1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84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 

회의 의사일정과 제안설명 , 보고 , 질의 , 답변 토론 , 소수의견의 요지와 표결결과 등 회의 

요지를첨부하여야한다 

제85조(위원회 회의록) CD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와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니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펼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개정 20 14.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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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뻔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4.6.30.) 

제86조(연석회의 회의록)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소관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개정 20 14.6.30.) 

제8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으면 심사나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88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0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나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위원이 아닌 의원도 또한 갇다. 

ω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등의 경과나 

결과 또는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저1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89조(예산안 심의) (0 의회에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의장은 저1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 

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7.5] 

@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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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있다. 

제9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의제가된다 

제91조(예산안의 의결) CD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분별로 회의에 부칠 

수있다. 

@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92조(예산안의 채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펼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써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한 후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결산의 심사) CD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의장은 제 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제8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5.16) 

저16장 도지사 등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질의응답 

제94조(도지사 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CD 본회의는 의결로써 도지사니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 면으로 

하여야한다. 

@ 위원회는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있다. 

@ 제 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으면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나 교육감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 

에게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도지사나 교육감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본 

회의나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30.> 

제95조(도지사등에 대한 서면질문) CD 의원이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연 질문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서를 접수하면 즉시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 도지사나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연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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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96~죠(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려면 미 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7조(집행부에 대한 질문) φ 본회의는 분기별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이나 도정 빛 교육행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이하 “대집행부질문” 이라 한다)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대집행부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일팔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펼요한 경우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 질문자의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의장은 제5항의 질문자의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지를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 

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0. 20> 

@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 리 질문의 방식이나 질문요지 또는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질문일 3일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질문일 

2일 전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98조(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는 회기 중에 의결로써 도정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섭 

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99조(긴급현안질문) CD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97조에 따라 대집행부 질문 

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 

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 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5.16> 

@ 제 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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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장할수있다. 

@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에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수없다， 

@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97조를 준용한다. 

〈개 정 2008.5.16) 

저1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 100조μ}직) (j) 의원이 사직하고자 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 101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j)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한 

후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피심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02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퉁) (j) 의장은 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하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야한다. 

@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 103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φ 윤리특별위원회는 펼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 

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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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8장질서 

제104조(경호) (D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펼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 제 1항의 경찰관은의장의 지휘를받아회의장밖에서 경호한다 

제105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끽연 

5 회의와관계없는물품의 반입 

6.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신설 2016.1 2.29.] 

7 그 밖에 폭력행사 등의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 10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D 회의장 안에는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9.l 

제 107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08조(방청석의 구분과 방청권의 종별) (D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이나 단체방청권 또는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 109조(방청권의 교부와 기재)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2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펼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 

하며 .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방청할 수 있다.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나 성명 . 직업과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10조(방청의 제한) (D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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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기나 위험한물품을휴대한사람 

2 술기운이 있는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의장이 펼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활 

수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히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신설 2014.6.30.1 

@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해당(또는 일부) 방청인을 퇴장 시킬 수 있다. 

[신설 2014.6.30.1 

제11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6.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의 발언에 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 112조(녹음 · 녹화 · 촬영 및 중계방송 퉁 〈개정 201 4.6.30.> ) φ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내(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있다. 

@ 중계방송은 의회 흠페이지 둥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4.6.30.l 

@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회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6.30.1 

@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 제 1항과 제5항의 녹음 동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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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9장징계 

〈개정 2014.6.30.> 

제113조(정계의 요구와 회부) φ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어 징계 요구가 있으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10.16. 2009.9.24.)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 105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의원이 경고 또는 제지 

조치에 불응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여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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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4조(기타사항)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칙」으로정한다 

[본조신설 2008.10.16J 

부칙 (2007.10.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7)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16) 

이 규칙은의결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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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 .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30.>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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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시행 2018.4.2.] [규칙 제 91 호， 2018.4.2.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의 처리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D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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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 청원서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챙원서의 보완요구)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저1 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청원의 불수리)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되.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 r지방자치법」 제74조 또는 「청원법」 제5조제 1항에 해당되는 사항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통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신설 20 14. 4.25‘] 

4 지방자치단체(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용 

{신설 2014.4. 25 .1 

제5조(이의신청) (D r청원법」 제8조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가 반려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의장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을 접수하고. 회부할 소관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이니 제6조제3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 φ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 

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특히 팔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 청원의 취지 ，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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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일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소관 상임위원회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설명의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각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한다. 

제8조(청원인 등의 진술) φ 각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규칙 제 11조에 따라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청원에 대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4.2.) 

@ 의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 

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 Q)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회의나 각 위원회는 제 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 제 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각 위원회의 허가를 받F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있다. 

제 10조(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각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나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 있으나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동의 사유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 11조(심사보고) Q) 각 위원회에서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l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4.4. 25.) 

@ 각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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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첩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 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CD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청원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제 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조(청원인에 대한 알렴)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청원의 접수와 각 위원회로 회부한 사항 

2. 각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사항 

3. 청원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4. 도지사에게 이송한청원에 대한처리결과보고사항 

5 제 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항 

제 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여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 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의회에 접수된 경우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그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조(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17조(준용규정)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fl} r경기도의회 회의규칙J을 준용한다. 

부칙 (2008. 01. 0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 02.>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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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펠홉1양컬띤~ 〈개정 2이 4.4.25.)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주소 

청원인 

서C3 C <R>

소개의원 @ 

소개연월일 

(소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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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톨팩;!IJI똥톨!.'i원- 〈개정 2014.4.25.) 

청원철회요구서 

청월건명 

주소 

청원인 

성영 

소개의윈 영) 

청원제훌일 정원철회일 

(철회요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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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등에관한규정 

[시행 2008.6.3.] [의회훈령 저127호. 2008.6.3 .. 전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의회 회의록 

(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과 발간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Q) 본회의와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경우에도같다. 

@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규칙 제85조제 1항을 준용한다 

@ 저1 2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록 원고가 규칙 제62조제4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제3조(보존회의록의 열람과 복사) 의원이 보존회의록을 열람이나 복사하고자 송}는 경우에는 별지 

저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과 열람) Q)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써 보존하되 규칙 제60용써62조에 

따라서명날인을 맡F아 영구 보존한다. 

@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 

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회의록의 공표 등) Q)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면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자임시회의록에 게재된 후 규칙 제62조제 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펼요한 경우에는 그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할 수 있다. 

제6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원은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발언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 7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Q) 의원이 참고문서나 발언 보충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참고문서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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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구의 정정) CD 발언한 의원， 공무원과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가 회의록 

자구를 정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의록의 정정요구가 배부회의록 발간 전에 있으면 배부회의록과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하고. 배부회의록이 발간된 후에 정정요구가 있으면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한 후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제9조(회의록 원고의 열람과 복사) 의원이나 발언자가 회의록 발간 전에 회의록 원고를 열람이나 

복사하그l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비공개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 10조(녹음)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속기업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제 11조(발언내용의 불게재) CD 의장이 규칙 제62조제1형L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 --------------으로 표기하고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 줄을 바꾸어 

‘(----------, --------- 부분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 1항에 따라 게재 

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발언자가 본인의 발언내용을 게재하지 

아니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보존회의록에는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게재하되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산회시간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 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한부분임)"이라표기한다. 

제 12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배부와 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8.06.03.)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경기도의회 회의록작성실무에 관한 내규”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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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톱훨훨훌훌핍l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 회 경기도의회 제 차 본회의( 위원회) 보존회의록 중 배부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저13조에 

따라 열람(복사) 신청 합니다. 

0000. 0 0. 00. 

경기도의회의원 (인) 

경기도의회의장귀하 

열람(복사을 허가받은 의원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저1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열료「하게 하거나 

전재나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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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회의록(원고) 열람 신청서 

.흩펠휠i홉킬낼알-

。000. 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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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경기도의회 제 차 본회의( 위원회) 비공개회의록(원고)을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저14조저12항에 따라 열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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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에
 
관
한
 
규
정
 (인) 

경기도의회의쟁 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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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펼힐i훌훌i활-

회의록 게재요구서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저16조에 따라 발언을 마치지 못한 

따로 붙임 부분을 제 회 경기도의회 제 차 본회의(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0000. 0 0. 0 0. 

경기도의회의원 (인) 

경기도의회의쟁 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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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서(발언보충서) 게재 요구서 

l붙훨훨표훌뿔I 

제 회 경기도의회 제 차 본회의( 위원회) 회의록에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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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저17조제1 항에 따라 따로 붙임 참고문서(발언보충서)를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0000. 0 0. 0 0. 등
에
 
관
한
 
규
정
 

경기도의회의원 (인) 

경기도의회의장( 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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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훨훨흩훌핍. 

자구정정 요구서 

저| 회 경기도의회 제 차 본회의( 위원회) 회의록 중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저1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구정정을 요구 

합니다. 

면 단 행 오 정 

0000. 0 0. 0 0. 

신청인 (인) 

경기도의회의쟁 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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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원고 열람(복사) 신청서 

lF훨훨흩훌뿔. 

00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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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회 경기도의회 제 차 본회의( 위원회) 회의록의 원고를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저19조제1 항에 따라 열람(복사)을 신청합니다. 

등
에
 
관
한
 
규
정
 신정인 (인) 

경기도의회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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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휠i훌룰낼할-

배부회의록 중 불게재 신청서 

제 회 경기도의회 제 차 본회의( 위원회) 회의록에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저11 항에 따라 붙임에 표시된 내용을 배부회의록에 

불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0000. 0 0. 0 0. 

신청인 (인) 

경기도의회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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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이 5.9.24.] [흔령 저142호， 2이 5.9.24. , 일부개정] 

제 l조(목적) 이 규정은 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 - 공정 

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φ 진정서라 합은 진정인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 건의서 ‘ 탄원서 · 질의서 · 호소문 · 의견서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라 함은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출) (D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 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진정민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4.) 

@ 3명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하여야한다 

제3조의2(진정서의 반환) 진정인이 진정을 철회하고 진정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진정서를 

반환할수있다. 

[본조신설 2015.09.24.] 

제4조(접수) (D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사무처장이 접수하며 사무처장과 위원장은 처리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 1호서식의 진정서 처리부에 처리상황을기록 관리한다. 

@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불수리) (D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 [전문개정 2015.09.24.] 

2. 판결 결정 재결 화해 ·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전문개정 2015.9.24.] 

3. 의장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경
기
도
의
회
 

진
정
서
 

처
리
에
 

관
한
 
규
정
 

209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 이상 제출한 진정서 

〈개정 2015.09.24.)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의장은 제1항제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 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회부) CD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 첨부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09.24.) 

@ 진정서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개정 2015.09. 24.) 

@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있다. 

@ 사무처장은 제 1항부터 저1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5.09.24 .] 

제7조(처리기간) CD 소관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소관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연장사유와 처리진행상황을 명시하여 의장 

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기간 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처리) CD 소관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처리결과 

(별지 제4호서식)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5.09.24.) 

@ 소관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또는 해당지역 출신 의원의견 

및 주민의견 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4.) 

@ 위원장은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거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심사토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9. 24 .] 

1 도의 위법 부당한 행정명령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신설 2015.09. 24.1 

2.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사항 [신설 2015.09.24.] 

3. 예)，1-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신설 2015.09.24.] 

4. 다수 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신설 2015.09.24.] 

제9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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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02.01.) 

제 10조(준용) 진정서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9.24.) 

이 규정은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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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J."lP.，S~~_. 

진정서 처리부 

진정인 위원회 
진정 

접수일 건영 소관위원회 흥지일 
처리 

비고 
번효 곁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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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훌흩훌핍-

진정서 접수증 

접수번효 

접수일자 

주소 

신청자 

성영 

제목 

주무과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의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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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i톨흩힐할-

진정서요지 

접수일자 진정번호 

주소 

X‘-l X ‘:4’ 。‘~ 

ACj] D C3# 

건명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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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톨뢰뚫훌E같-

진 정 서 처리결과 

건영 진정번호 

~~ 

민원인 

서o 여 o 

처리얼자 

처 리 곁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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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갤|흩킬톨잉힘-

진정서 회부 및 처리상황 

회 부 언 월 녀‘ 월 일 진정번호 

주소 

진 xC>f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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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의안 ·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6.17.] [조례 저14938호 (저|영개정)， 2015.6.17.,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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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 정부 자치 

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 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 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거나 관장히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소관부서와 

의회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06.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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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책무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이하 “관련 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제4조(분류 및 처리)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 부처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φ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펼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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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01. 05.)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건의안 동을 관할하는 담당 부서는 제8대 의회에서 처리된 건의안 등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2015 .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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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17.7.17.] [조례 제 5653호， 2이 7.7 . 17. ， 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댄f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펼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민원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도민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펼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 개정 및 폐지와관련한 건의 

3. 도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저11 4조(구성) CD 모니 터는 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조썩할수 있는사람으로구성한다 

@ 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모니 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제5조(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CD 의장은 모니터의 위촉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니 터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의장이 의원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관이 맡는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CD 의장은모니터 운영위원회가선정한중점과제에 대하여 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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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는 우편 · 전화 , 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경기도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경기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 리하게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성실히 처 리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7조(위촉 해제) CD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 려운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퉁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다른 시 · 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저1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시람의 잔여기간으로 힌다. 

제8조(모니터 활통지원) CD 의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회의르 

개최하여야 하며. 펼요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의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장은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수 있으며. 이에 소요 

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의장은 모니터의 위상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CD 의장은 효율적인 모니터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제4조에 따른 

모니터 중 심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모니터의 세부 역할부여 

2 분과위원회 구성 

3. 그 밖에 모니터 운영에 멸요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10조(실비보상 등) CD 제2조에서 정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b범을 지급할 수 있다. 

@ 모니터가의회에서 개최하는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딩과여비 둥을 

실비로지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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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퉁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조(기록관리) 간사는 모니터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제 13조(포상)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 표창 등 

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 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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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니터 임기에 대한 적용례) 최초 구성되는 모니터의 임기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제9대 경기도의회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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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원담당관실소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 운영 조례 

[시행 2015.1.5 .1 [조례 저14821호， 2이 5.1 . 5. ， 제정] 

저u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지역상담소 설치 · 운영) CD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의장은 경기도내 31개 

시 · 군에 지역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한상담을할수있다. 

@ 상담소에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상담소의 기능) CD 상담소는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 리한다. 

1 지역주민의 입법 · 정책건의 수렴 

2. 지 역주민의 고충민원 수렴 

3. 의회 예산정책자료수집 

4.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 

제4조(상담관 위촉)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현직 의회 의원을 제외한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있다. 

제6조(이송)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펼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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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시행규칙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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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4.] [의회규칙 저189호， 2018.1 .4.,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직원 근무수칙 등) <D r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J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에 배치되는 사무직원은 의회사무처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 사무직원은 일일보고서를 별지 제 1호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 7.3.9.) 

제3조(위촉장 교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 17.3.9.) 

제4조(상담 신청) CD 조례 제3조에 따라 상담을 하려는 사람은 각 상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무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상담일정을 안내한다. <개정 2017.3.9.) 

@ 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하며，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상담결 

괴를 의정지원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 7.3.9 .. 20 18.1. 4.> 

제5조(정책건의 등 접수) CD 상담소의 사무직원은 도민의 정책건의 등이 접수된 경우 별지 제3 

호서식에 등재하고. 의정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 2018.1.4.) 

@ 의정지원담당관은 펼요한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 

제6조(이송 및 분류처리) <D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송 

처리 시 위원회가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와관련되는경우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한다 

@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의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한다. 

제7조(처리기간 및 절차) <D 건의사항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처 리기간 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의장은 건의내용장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 

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의장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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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불수리사항) CD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건의사항 등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민원 

4. 신청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상담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의장은 제 1항제 l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상담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며 . 제 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부칙 (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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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훨훨훌훌훌l 〈개정 2018.1.4.) 

일일보고서 
팀장 의정지원담당관 

일시 작성자 (인) 

()( 상담소 

구분 업무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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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톱훨훨흩훌핍. 

위촉장 

。 o 。

귀하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 운영 조례」 제 4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상담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외
 근 

일 

많
 
] 차

。
 

이
 「

회
 

이
 「도

 

、

기
 

겨
O
 

2 10mm x 297mm[보존용지(1 종) 120g/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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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1 .4.) lF훨훨똘훌핍. 

· 접수 처리대장 상담(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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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번호 
신청 ~땀 

상담자 

잃시 주소 
연락처 일자 

(의원 · 상담관 *i밤내용 조치곁과 
비고 

성명 
(전화) 직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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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훨훨똘훌뿜I 

접수번호 상담일 

도민상담기록부 

서〈그며〈그 

신 
i<:4i 주소 

인 

연락처 

제목 

상담내용 

。

상담의견 

상담관 (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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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 .4.) lF훨훨흩훌핍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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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13.] [조례 제 5506호， 2이 7.3.13. ， 일부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 기간에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이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 

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의회 윤리실천규범(이하 “윤리실천규범”이라 한다)"이란 의원이 재임기간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저12장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D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김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삼아야한다 

l 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 의원은 청렴한 생활을 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3.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우선하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사적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의원은 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구성원으로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5. 의원은모든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령이나자치법규를준수하고. 그 권위를존중한다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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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윤리실천규범 

제5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한다. 

제6조(청렴과 품위유지) CD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투명성의 확보)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CD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아니 된다. 

제9조(제척과 회피) CD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 의원이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와 거래제한) CD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13 ) 

@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나투자를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를돕는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 의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 11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 2조(사례금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이나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가 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의 2(겸직신고) CD 의원이 r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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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수있다. 

[본조신설 2009.8.13.) 

제 13조의3(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정해양 

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영농 · 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 19조의 농업 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3.) 

[본조신설 2009.8. 13.) 

제14조(재산의 등록과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의 등록과 신고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한다. 

제 15조(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어l 

따라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13.] 

제 16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Q) 의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히는 청첩장이나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행위 또는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의원은 경조사나 선거구의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과 찬조금이나 물품을 

보내서는아니 된다 

@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이나 달력 또는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조(국외활동) Q)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의원은 국외활동 기간에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18조(회의출석) Q)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흔식의 주례나 선거구활동 둥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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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징계)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칙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8.13.) 

부칙 <20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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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3조의 2 ， 제 1 3조의3 규정은 2009. 10.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의회 교섭8: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제4800호. 2014.1 1. 3.>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r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의3 중 “농림수산위원회”를 “농정해양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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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F훨훨훌훌뿔. [전문개정 2017.3. 13.]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경기도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4「:X。{。} 선 지역구 
거 

한글 
구 

비례대표 
성 : t=i 

。c>‘ 한자 생년월일 

기관 · 단체영 

직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口 상공업 口 건설업 口 서비스업 디 교육 디 전문직 口 기타 口

겸 영리성여부 영리 디 비영리 口 

직 
보수수령여부 보수수렁 디 보수 미수렁 口

용 
근로소득 원 

보수수렁액 
근로소득이외소득 원 

(연간)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 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경기도의회 의원 (인) 

경기도의회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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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17.3.1 3.] lF털훨흩훌핍. 

없음 내역 확인서 겸직사실 

경
기
도
의
회
 

의
원
 
윤
리
강
령
 
및
 
윤
리
실
천
규
범
에
 

관
한
 
조
례
 

지역구 
선
 
거
 
구
 분
 

A소처다 
-‘';'~dO 

비례대표 한글 

서
。
 며。
 

생년월일 한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제 1 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 다. 

(인) 

。 l
2. 월 년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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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 2016.5.17.] [조례 제 5234호， 2이 6.5.17. ， 일부개정] 

저11 장층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경기도의회 의원f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선출된 교육 

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A)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개인또는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CD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처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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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 

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 

(빠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λF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둥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저1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7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r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에 관한 조례」 제 10조제2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 

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G)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옹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개정 2016.5.17.)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느으석口 亡
」 디 카걷fo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통상적인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기념품또는홍보용 

돋돕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제 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 

하도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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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저14장 건전한 도의회 풍토의 조성 

제11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D 의원은 다른 기관 · 단체로부터 여비 ·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 경과，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l항 단서에 따른 의장의 승인 대상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단체는제외한다. 

@ 의원은 제 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승인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 의장은 제 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포함) 및 제2항에 따른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조(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 

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 

강의 · 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3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4조(금전 거래 등 제한) (D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D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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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 

리는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기준(5만원)을초과히는금품등을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 회칙 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 16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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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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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G)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한다 

@ 제 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 19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의장과 제 19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 1항 및 저1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 

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8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G) 제9조 제10조 및 제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있다. 

@ 제l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39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 리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저1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 19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신고의 접수 및 조사 - 처리에 관한사항 

2 제 11조제 l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및 임기) CD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 ·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둥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2 경기도소속공무원 

3. 정당의 당원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21조(위원장) φ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조(위원의 제척 · 회피) CD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240 • 2018 지방의회 관련 업규칩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제 1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 (1)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 

의결한다 

@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연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 소관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한다. 

제25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펼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경기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있다. 

제26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장소 

2. 참석위원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29조(자문료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펼요한 세부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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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3.5.)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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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규정 

[시행 2016.3.18.] [훈령 제 43호， 2이 6.3.18.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J(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 조례 제4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회피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 1호 

서식에따른다 

제3조(국내외 활동 사전승인 신청) 조례 제 11조제 1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사전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국내외 활동 보고서) 조례 제 11조제3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 보고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 11조에 따른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제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조례 제 12조에 따른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영리행위 신고) 조례 제 1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금전 거래 통 신고) 조례 제 14조에 따른 금전거래 부통산대여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위반행위 신고) 조례 제 17조제 l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금품 둥 반환비용 청구) 조례 제 18조제 1항에 따른 제공받은 금품 등의 반환에 따른 비용 

청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 10조(금품 등 접수처리 기록) 조례 제 18조제3항에 따른 금품 등 접수 처리 등의 기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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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5.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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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펠홉1톰좋엄~ 

소영자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서며 
。 。

소속위원회 

^, cf 00 

회띠직무 | 口 의안심사 口 예산심의 口 행정감사 조사 등 口 기타 

회피원인 

소영 

내용 

口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口 기타 공정한 직무휠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 

소영자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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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흩펠힐i약홉훌알-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및경과 

지원기관별 

지원받은내역 

활동기간 ~ 일간) 

휠동지역 

(방문기관) 

활동경비 
-λ」소「 

직위 서c>며c> 
위원회 

금액(천원) 부담기관 

참가자 

20 

신청자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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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펠홉li를훌~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서o 며 o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강의및 口교육과정 口 세미나. 공정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회의유형 口회의 디기EI( 

활동 口강의，강연 口발표，토론 

유형 口 심사. 평가. 자문. 의결 口기EI( 

기관영 대표자 

요청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사유 

자0 -λ~ 

기간 20 ~ 20 일괄 월(연)영균횟수 . 회 l 

(시간) 시 분 ~ 시 분 신고 1회평균시간 시간 

대가 
층액 원(※ 1회평균대가 원) 

(교통비 원， 원고료 원. 재료비 원포함) 

20 

신고자 (서영)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영， 회의영，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렁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수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b"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린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기를 기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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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행위 신고서 

lF휠훌똘훌핍I 

성영 지역구 

신고자 
선거 

구분 
소속위원회 

비례대표 
(정당) 

엉칭 

영리 
직위 영리행위기간 

행위 

현황 
보수 

(택일) 여i 원 
전화번호 

월 원 

영리장소 

(주소) 

기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저1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신고합니다 

20 

신고자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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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훨뾰흩훌휩.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 서。며 。 X〈i서 I <3}

고 

자 소속위원회 주소 

신고사항 

口금전차용 口금전대부 

서o 며 o 생년월일 

거래 주소 연락처 

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口 직무관련자 口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업무 

거래금액(01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口 부동산대여 

서o 며 o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여인 

신고자와의 
口직무관련자 口지방의회의원 

관계 

직무관련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임차료 

증빙서류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l 

20 

신고자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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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흩펠힐i양룰i할- 〈개정 2016.3.18.)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서o 며 o 생년월일 

신고자 직업 전화번호 

주소 

서ζ〉 며 o 직위 

피신고자 

소속{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 ,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여부 => 口동의 口부동의 

신고 

내용 

증빙자료 
※증빙자료침부 

목록 

20 

신고자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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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핑홉1흩캘댐rmI 

금품등반환비용청구서 

성명 직위 

칭구인 

소속위원회 XC{> I C>f

청구금액 

금품 

(물풍) 

수랑 

(금액) 

반환금훌 

및 받은일시 

처리내역 

반환일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성영 주소 

반환받는 
연락처 

청구인과의 

사람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20 

정구자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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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접수·처리대장 

lF훨훨똘훌짧l 

제공받은사람 제공한사람 
제공 

일련 접수 제공받은 
받은 처리내용 처리일시 

의장 

번호 일시 
소속 성명 연락처 

금품둥 
일시 성명 

생년 
연락처 

확인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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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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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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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0.26.] [의회규칙 제 81호. 2015 . 10.5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를 상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CD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샌티미터로 한다. 

@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하며， 

무궁화 하단에 “경기도의회” 글자를 한띨 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7. 22.) 

@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 꽃잎의 꽃술 태두리 “의회”자와 “경기도의회” 글자는 각각 

금색으로 하며， 꽃술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개정 2015.7.22.) 

@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규격은 별표 1과같다 

@ 실내에 게양히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7분의 1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CD 의회기는 본회의장 의장실 · 국기게양대에 게%댁f다. 

〈개정 2015.7.22.) 

@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삭제 (2015.7.22.) 

삭제 (2015 .7.22.) 

삭제 (2015.7.22.)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경례방법) 의회기에 대한 경례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5.7.22.)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CD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7.22.) 

@ 재료는 황동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2 .) 

@ 삭제 (2015.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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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D 의원배지는 의원이 등록하는 때에 교부한다 

@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의원배지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9조(경기도의회 영문표기) (D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는 “Gyeonggido Assembly" 로 한다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공식 서한문， 홍보물， 안내판， 명함. 도로표지판 등에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 1항의 영문표기를 따른다 

@ 의회사무처장은 도로표지판 둥에 경기도의회 영문표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장 -군수와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5.10.5.] 

부칙 (2008.1 .7.)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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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5.7.22.] <개정 2015.10.5.)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1. 모형 및규격 

가로 150 

세로 100 

경기 

하늘색 자주색 그색 

2. 세부규격 

。깃면의 크기 , 가로 150샌티미터， 세로 100샌티미터 (가로 : 세로= 3 : 2) 

。 무궁화 모형의 직경 60샌티미터 (깃먼 세로의 5분의 3) 

。원형 꽃술의 직경 : 33.3센티미터 (무궁화모형 직경의 18분의 1) 

。 ”의회”자의 크기 : 26.6샌티미터 (꽃술직경의 1분의 0.8) 

。 ”경기도의회” 각글자의 크기 : 8.3샌티미터 (깃면 세로의 12분의 1) 

。 ”경기도의회” 글자 전체의 폭 : 75센티미터 (깃면 가로의 2분의 1) 

〔비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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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이 5.7.22.] <개정 2이 5.10.5.)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1 . 모형및규격 

(단위 · 밀리미더) ~ 
71 
도 
의 
호| 

의 
호| 
기 

18 
및 

으| 
원 

지 
어| 

고‘~ 

금색(의호1 . 꽃잎) 자주색(바탕) 한 

규 
i-「|

2 . 세부규격 

(단위 밀리띠터 CMYK) 

모형내용 규격 색채 (CMYK) 

무궁화 5지 직경 18 금색(C ‘ o. M:16. Y:100. K:이 

직경 10 
자주색(c :o. M:97. Y: 100. K:5이 

원형꽃술 바탕 8 
금색(c :o. M:16. Y’ 100. K:이 

테두리 1 

‘의회”자 글자크기 6 금색(c:o. M:16. Y‘ 100. K:O) 

배지두께 4 금색(C ‘ O. M‘ 16. Y‘ 100. K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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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시행 2017.3.9.] [으|회규칙 저186호， 2이 7.3.9.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색상) CD 신분증에는 증명서 변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전면과 후면에 의회마크를 넣는다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발급자명의) 신분증은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한다. 

제4조(발급) CD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발급내역을 기재한다. 

@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날인) 신분증에는 의장의 직인을 날인하되，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 인영의 규격은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제4조에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수와 반납) CD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의원은 이 규칙의 개정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2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9.)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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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3.9.)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 

앞먼 0.4Cm 
@ f 의원션톰충 

@ @ S4 C:m 

---
;:휴규 0.4Cm 

7.8Cm 

뒷면 

8.6Cm 

NO'@-----@애엉--호、 

@ 
경기도의회의월신훌훌 

엄 명 

후인융록변호 
@ 

위 샤담용 정 ;> 1도의획 의웠임올 종명압 

년 월 일 

갱기도의획의장 

※ 비고 : 위의 CD, Ø. @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CD. @ 홍담색 라인 굵기 0.5mm. 바깥면과의 간격 4mm 

@ 사진 · 반명함판크기 

@ 성명 효띨 성명과 그 아래 한자성명 병행표기， 의회마크 

(예) 홍 길동 

洪좀훌 

@ 발급번호 

@ 혈액형 

의회마크 

@ 성영. 생년월일， 의회마크， 발급일자， 경기도의회의장 직인 날인 

짧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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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평톨녕|맡클I냉딛- 〈개정 2017.3.9.) 

신분증발급대장 

곁재란 신분증번호 발급년월일 서o 며 o 생년월잃 
신규 

획수여부 재벌급사유 반환 사진 비고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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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일I엌|얄줍~런- 〈개정 2017.3.9.) 

신분증재발급신청서 

1. 서 며 o 0 

경
기
도
의
회
 

의
원
 
신
분
증
 

2. 생년월일 

3. 신분증번호 규
 칙
 

4. 재발급신정사유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인 

(190mm x 26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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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관한조례 

[시행 2017.7.17.] [조례 제 5650호， 2이 7.7 . 17. ， 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 

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 

한다. 

제3조(기본원칙) CD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 ·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 

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 

어야한다 

@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펼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CD 의장은 의원의 임기를 감안한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제7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4.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펼요한 재원 확보방안 

7. 의회 정책(정치)교육원 설치에 펼요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장은 제2항 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 

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60 • 2018 지방의회 관련 업규집 



@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CD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 

(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 · 시행해야 한다. 

@ 시행계획에는 제6조 제 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한다. 

@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 

에게통지해야한다. 

@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CD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 

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 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시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CD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 

한다 

1.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정책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3. 교육과정별 적정성 및 평가환류 

4. 의회 정책(정치)교육원 설치 추진 방안 

5. 그 밖에 의원의 교육연수에 관해 심의가 멸요한 사항 

@ 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 의원.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웅해야 

한다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 CD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펼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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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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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관한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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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 .4.] [의회규칙 저190호. 2018.1 .4 .. 저|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려I J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D 경기도의회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 6명 이내 

2 의원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지방의회와 관련 있는 자 6명 이내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의원인 위원의 입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것으로본다. 

제3조(직무) φ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조(회의) (D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D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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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분석요구 및 회답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8.4.2.] [예규 제11호， 2018.4.2.]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분석 및 회답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펼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돗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요구”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원이 도정 

및 교육 정책 등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석을 

요구하는것을말한다. 

2. “분석회답"(이하 “회답”이라 한다)이란 분석요구에 대하여 분석한 사항을 회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저1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의정지원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 

한다. 

1.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책과제 및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의회 쟁점 안건 자료수집에 관한사항 

4. 공공기관 등 재정지원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요구권자) 위원회 또는 의원은 도정 및 교육 정책 등에 관하여 회답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요구방법) Q) 위원회 또는 의원이 분석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 1호 서식의 분석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 모사전송 、 전자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제목 

2. 요구의 내용 

3. 활용계획 

4 요구자및 연락처 

제6조(접수 및 분류방법) 분석요구서를 접수한 의정지원담당관은 접수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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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요구서의 보완요구 및 반려) G)의정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l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2 요구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요구의 내용이 추상적 ‘ 포괄적이어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요구서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경우 

@ 의정지원담당관은제1항에 따른보완을요구한날부터 15일이 경과한날까지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요구를 반려할 수 있다 

@ 저1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된 요구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본다. 

제8조(요구의 철회 등) G) 요구권자는 요구를 변경 또는 철회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석요구 변경 ‘ 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의정지원담당관은 과다한 인력 또는 예산 소요 등의 사유로 회답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구권자와 철회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9조(회탑의 방법 및 기한) G) 분석회답서를 송부할 때에는 읽기 전용의 전지문서(PDF파일 등) 

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요구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전화 

모사전송 또는 방문으로 회답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회답의 기한은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20일로 하되， 

회답은 접수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제공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요구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요구권자와 협의를 거쳐 회답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 

@ 의정지원담당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회답 기한 내에 회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권자와 

협의하여 회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0조(회답의 원칙) 회답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1. 호웅성 요구자의 의도 및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것 

2. 정확성 : 정확한 사실과 자료에 바탕을 둘 것 

3. 간결성 : 가능한 압축적이고 짧게 작성할 것 

4 명확성: 요지가분명하게 드러나도록할것 

5 객관성 :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 

6. 중립성’ 이념적 ‘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함을 견지할 것 

제 11조(회답의 제한) φ 의정지원담당관은 회답의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히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답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거나 국가안전보장 · 외교관계 등 국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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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과다한 인력 또는 예산 소요 등의 사유로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5 , 사적인 이해관계 또는 개인적 관심사항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 의정지원담당관실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정지원담당관은 회답의 요구가 제 1항 각 호의 회답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19조 

제2항에 따른 회답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회답제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요구권자가 제2항에 따른 회답제한 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정지원담당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정지원담당관은 회답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요구권자에게 통지한다-

@ 요구권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기도의회 의장은 회답제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요구권자에게 통지한다. 

제 12조(출처의 명시) 회답을 작성하는 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이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한다 

제 13조(저작권) (D 요구에 대한 회답으로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회답을 작성한 

의정지원담당관실에 귀속된다. 

@ 요구권자는 제 1항의 저작물을 의정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의정지원담당관은 제1항의 저ξL톨i이 의정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펼요한 

조치를할수있다-

제 14조(외부전문가 활용 등) (D 의정지원담당관은 회답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두 또는 서연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 의정지원담당관은 요구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5조(협조의무) 위원회 · 의원 빛 의정지원담당관은 회답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조(비밀유지 의무) 이 지침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 1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외부전문가는 해당 회답의 요구권자 및 주요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 

서는아니 된다 

제 17조(회답내용의 비공개) 회답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할수있다 

l ， r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른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요구권자가 회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였거나 공개에 동의히-는 경우 

3 원본이 공개된 자료의 번역물에 해당하는 경우 

4 외국의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미 해당 국기에서 공개한 자료에 

해당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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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자료의 관리) 의정지원담당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석요구와 회답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8.4. 2.> 

경
기
도
의
회
 

분
석
요
구
 
및
 
회
답
업
무
 
처
리
에
 

관
한
 
지
침
 

26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흩펼톨l표룰S알-

분석요구서 

수신 : 의정지원담당관 선람 지시 

일자 

접수 시각 
참조 : 분석지원팀장 

번호 결재 

처리과 그c그〉E C그}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경기도의회 분석요구 및 회답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의 

분석을요구합니다. 

1. 제 .5!. . 
-, 

2. 주요내용 : 

3. 활용계획(해당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개정 집행부질의 세미나，토론회 

4 회신기한 : 년 월 일 

5. 요구 위원회 담당자 · 의원 성명 : 

전화번호: 

E-mail :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 회탑은 접수일로부터 5임 격과 후 20일 이내에 제공하뉴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한 경우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1
2 

요구위원장· 의원: 

※ 요구내용이 많은 경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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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톰펠힐i홉줄‘헐-

요청서 ·철회 분석요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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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κ .,-

「경기도의회 분석요구 및 회답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8조저11 흔뻐| 따라 

다음 분석요구의 변경 또는 칠회를 요청합니다. 

2' -, 1. 저| 

2. 질의내용: 

3. 요구변경또는칠회요정사유 : 

269 

。 l
E므 

의정지원담당관 (인) 

워
 르 

녀 
L..: 20 

4. 소관담당: 

5. 전화번호: 



lF훨훨활훌뿜. 

회답제한의견서 

수 신: 

「경기도의회 분석요구 및 회답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저111 조저1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은 회답 제한 시유에 해당됩니다. 

1. 저| 드묘 • --, 

2. 질의내용: 

3. 회답제한사유: 

4. 소관담당: 

5. 전호뻔호: 

20 년 워
 르 

。|
<= 

의정지원담당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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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제한이의신청서 

경
기
도
의
회
 

분
석
요
구
 
및
 
회
답
업
무
 
처
리
에
 

관
한
 
지
침
 

선람 지시 

일자 

?t어j-/「、 시각 

번호 결재 

처리과 고람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수신 : 의정지원담당관 

참조 : 분석지원팀장 

「경기도의회 분석요구 및 회듭법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11잭13행| 따라 q음 사항의 

회답 제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 

.2. --, • 1. 저| 

2. 질의요청일 : 

3. 이의제기 이유 : 

4. 요구자: 

。|
2. 월 20 년 

담당자성영 및직위 : 

전화번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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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위원장 · 의원: 



.를펠톨1흩좋 

분석 접수대장 

위원회 제 목 제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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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담당관실소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 2017.4.12.] [조례 제 5565호.2017.4.1 2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 14.3.5.) 

제2조(고문의 역할 · 범위) CD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 자치법규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그운영 관리에 관한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5.)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4. 3.5.) 

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14. 3.5.)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의 위촉)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0명 이내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5 .. 2015. 1. 5. ‘ 2017. 4.12.) [단서신설 2014. 3.5.1 

1 미성년자 피특정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설 20 14.3.5.)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4. 3.5.)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 14.3.5.)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신설 2014.3.5.1 

제4조(고문의 위촉해제) CD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위촉 해제 

할수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이 위임한 소송 사건을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
기

도
의
회
 
입
법
 
및 

번
】
 률
-고
 C그 ~ i 

운
영
 
조
례
 

273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고문의 위촉기간) 0)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10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4.19.) 

제6조(고문의 운영) 0)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담당한다 

〈개정 20 14. 3.5.) 

@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있다-

@ 의회의 각 담당관 및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고문에게 자문 둥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을 통하여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동의 결괴를 의회 사무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 입법정책담당관은 고문의 자문 처리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5.] 

제7조(자문 사항) 의장은 입법고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법자문. 정책개발 용역 등을 의 

뢰할수있다. 

1. 의회 발전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사항 

제8조(자료관리) 의회 사무처장은 고문에게 의뢰한 자문 사항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정 리 -보관 

하여야한다. 

제9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경기도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3.5.) 

[본조신설 2010.4. 19.] 

제 10조(고문 운영의 비용) 0)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수당 등은 「경기도 고문 변호사 빛 변리사 운영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3.5.) 

@ 입법자문 사항의 경우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법률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제 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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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8.13.)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부칙 (2014.3.5.) 의 
회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입 
법 

부칙 (2015 . 1. 5.) 및 

~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률 

고 

부칙 (2017.4.12.) 
-C-，그-

-C-,>-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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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275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시행규칙 

[시행 2015.12.24.] [의회규칙 제 82호， 2이 5.12.24.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위촉장의 수여) Q) 경기도의회 의장은 법률고문의 위촉에 앞서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경기도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위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한다. 

제3조(자문실적부의 작성 및 보관) Q) 입법정책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에 

자문사항을 기술하여 3년간 보관한다. 

@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은 입법 · 법률고문에게 자문의뢰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자문 의뢰서를 작성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을 경유하여 신속하게 입법고문 또는 법률 

고문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그 자문 결과를 입법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수당의 지급) Q) 조례 제 10조 제2항에 따라 전월 중의 자문실적에 따라 입법고문 ‘ 

법률고문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24.) 

1.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2.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소요 

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 

3. 긴급을 요하는 l건의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 제 1항에 따른 “전월 중의 자문실적”이란 전월 중에 입법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전월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당월에 서연으로 회신 받은 것을 말한다 

@ 제 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전월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입법정책담당관이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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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9. 24.) 

부칙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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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훨훌훌훌랩I 〈계약서 앙식(제2조 관련)) [전문개정 2015.12.24.] 

계약서 

경기도의회를 “의회”라 하고 법률고문 000을(를) “고문”이라 하여 의회와 고문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J(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고문이 의회의 위임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거나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멸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성실의무) 고문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가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 

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의회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등) CD 의회는 고문의 청구에 따라 착수금·승소 사례금·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 감정 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소송비용으로 고문에게 지급한다. 

@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 10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 사건계류 중에 소송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고문이 협의에 따라 그 지급액을 

조정할수있다. 

@ 의회는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고문에게 조례 제 10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귀 고문이 의회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붙여야한다. 

1. 소가증명원 1통 

2. 사건 확정 증명원 1통 

3. 소취하증명원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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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건 진행상황의 통보) CD 고문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이유서를제출한때 

2. 반소 , 소의 취하 · 화해 · 인락 , 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 · 결정 · 명령의 선고와같은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 고문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미리통보하여야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회와 고문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의회와 

고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중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의회와 고문이 

서명 · 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1
2 월 년 

장 000 밍 경기도의회 의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000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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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붙훨훨흩훌짧l 〈위촉장꺼12조 관련)) 

위촉장 

서며 · 
“ · ‘ · 

직업: 

귀하를 경기도의회 입법고문(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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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를평Er흙훌S힐- 〈입법고문(법률고문) 자문실적부(제3조 관련)) 

(입법고문. 법률고문) 

자문요헝일 및 소관부서 둥 자문결과 

일련 자문 기록자 확인자 

번호 소관 전화 자문 사건영 회신 (실무자) (담당) 
연월일 

부서명 
담당자 

번호 형식 
연월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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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훨훨표훌뿜. 〈입법고문(법률고문) 자문의뢰서(제3조 관련)) 

자문의뢰서 

경기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입법고문(법률고문)에 의뢰하오니 

의뢰 기간내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뢰부서 

2. 자문사항 

(1) 자문내용 

(2) 관련법규 및 관련학설 

(3) 문제점 등 

3. 으|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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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16.9.29.] [조례 저15351 호， 2이 6.9.29.,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펼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 14.10. 2 1..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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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과 같다. 

1.“의원연구단체”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09.29.) 

2 “위원회등”이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빛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 

위원회 및 교섭단체，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 14.10.21.) 

〈개정 2015.3.3 .. 2016. 09.29.) 

3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등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학술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와 세미나 토론회 -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 

동지원비를 말한다. [신설 20 16.09.2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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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 16.09.29 .)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2 정책연구용역 및 정책연구 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신설 20 16.09.29.J 

4. 그 밖의 의장이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개정 2015.3.3.) 

제4조(연구활동비 등 지원) (1)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 16.09.29.) 

@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의 연구활동에 펼요한 다음 각 호의 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의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1. 연구활동에 따른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펼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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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활동을 위한 현장조사 등에 펼요한 비용 [신설 2016.09.29.] 

@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은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09.29.) 

@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이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D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의 연구활동비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09.29.)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단， 입법정책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3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 5명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팔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 .29.) 

@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심의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임기) φ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공무원인 위원 · 간사 서기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2 (위촉해제 등) (D 의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수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장은 제 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0. 21.] 

284 • 2018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l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사업계획 승인 

3.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회등의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개정 2016.09.29) 

4 의원연구단체 빛 위원회등의 정책연구용역비 조정 〈개정 2016.09.29) 

5.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등의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29.] 

6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위원회등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 

〈개정 2016.09.29) 

7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8. 우수 연구활동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9.29) 

제8조(회의) CD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연구활동비 지원신청 등) CD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 

동은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선거에 의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이 개시되는 연도에는 의원연구단체 둥록시 제출하여야 

한다 

@ 세미나. 간담회 ， 현장조사 등의 연구활동지원비를 지원받고자 히는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 

둥은 시행일 7일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이 정책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 

용역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해당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09.29 .] 

제 11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CD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10명 이상의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까지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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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 1 2조(등록취소) CD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숭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 11조제 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제 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둥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CD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의 정책연구용역비는 연구 

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 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6.09.29.) 

@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둥은 소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 · 중간 · 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은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또는 계획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9.) 

제 14조(포상)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9.) 

제 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멸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1.06.>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저14항까지와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는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φ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의원 연구활동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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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10.21.) 

@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둥록된 의원연구 

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로 둥록된 것으로 보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요건은 

종전의규정에따른다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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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9 .)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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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11.13.] [규칙 제 72호， 2이 3.11 . 13. ， 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J(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단체 등록신청) 조례 제 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동사항 알렴) 조례 제 11조제3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사항의 알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연구활통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의원연구단체 및 각 위원회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 및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조례 제 1 0조저1 2항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 

연구용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조례 저110조제3항. 제 13조제4항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입 법정책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3.11 .13.)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시행규칙은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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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lF훨훨품훌핍I 

서며 
00 소속상임위원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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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둥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000000 

2 회장인적사항 

성영 소속상임위원회 본인확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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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목적 * 구체적으로 작성 

4 회원 인적사항 

년 월 일 

〔신청인〕 회장 000 (인) 

경기도의회 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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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펄훌i홉훌암일-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통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口 단체의 명칭 : 000000 

口 변동사항 

당초 
구분 

성영 소속상임위원회 

회장 

회원 

(의원) 

경기도의회 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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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L! 

서c> 여 c> 

월 。1
E 

변경 

소속상임위원회 변동일자 

〔통보인〕 회장 000 (인) 



00년도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 계획서 

l흩필톨i양홉낼할-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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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체(위원회) 000000 

연구주제 

연구내용 
언구목적 

연구방법및 
(별첨) • 연구용역， 세미나 등 

세부연구계획 

총액 :c1:i 원 
연구 

활동비 
산훌내역 (별첨 구체적으로 기술) 

곁과톨활용계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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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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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 월 일 

〔제출인〕 회장 (위원장) 000 (인) 

경기도의회 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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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톨펄휠~틀휠할-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위원회)의 

00년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 다. 

신청단체 

(위원회) 
000000 

회쟁위원장) 

성명 
의원 

심사 

내용 
심사 

곁과 
연구 

.동비 

년 월 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경기도의회 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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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훨훨흩훌뿔l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단체(위원회) 000000 

연구주제 

당초 

연구 
연구목적 

내용 
연구주제 

변경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구체적으로 기술) 

흥액 ;:그그 원 
연구활동비 

산훌내역 

륙기시항 

녀 
~ 월 일 

〔제출인〕 회장 (위원장) 000 (인) 

경기도의회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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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붙훨훨똘훌짧. 

00년도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00년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위원회) 000000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목적 

총액 c그] 천원 (용역비 + 세미나 등 개최비용) 

연구 
연구용역비 

활동비 
세미나둥 

개최비용 

활용실적(계획) 

〔붙임) 1. 00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세미나 · 토론회 등 개최 결과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회장 (위원장) 000 (인) 

경기도의회 의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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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등록부 

lF훨훨흩훌핍. 

등혹 
단체의영칭 회원수 회장성명 회원성명 등록일 둥룰취소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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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시행 2014.7.1.] [조례 제 4677호.2014.1.10 .. 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그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4조의 분석지표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Q) 이 조례에 의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 발의하여 

제출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 저]l항과 제2항의 사전 ·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 조직운영 ‘ 업무분장 · 

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힌다. 

제4조(입법영향분석 기준) φ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l을 기준으로 한다 

@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사전 입법영향분석) Q)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수있다 

제6조(사후 입법영향분석) Q)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려Jj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를 

기준으로실시한다. 

@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 ,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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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에서 입법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별표에서 정한 입법영향분석지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영향분석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0) 제5조제 1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제1항의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괴를 통보할 수 있다.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사전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경기도의회 흠페이지에 공표할 

수있다. 

@ 위원회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조례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5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포상할수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 10.)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영향분석주기) CD 최초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이 조례 시행 후 2016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최초 사후 입법영향분석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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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양잭염--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입법영향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분석항목 

상위법렁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ãof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1 입법의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필요성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아닌가?)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홀팅}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적법성/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중복성 

중복되는 법렁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필 @ 그렇다 @ 그렇지않다 

요가있는가? @ 해당없음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j) 그렇다 @ 그렇지않다 

3 비용/ 
의견수렴 

조례제정시 입법예고， 공정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건 및 반대의견을 충분히 
@ 그렇다 @ 그렇지않다 

검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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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 

입법영향 
세부항목 

분석항목 
입법영항분석척도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은 그 의도대로 
(j) 매우그렇다 @ 그렇다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가?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1. 입법목적의 

실현성 

조례의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을 수행할 수 @ 매우그렇다 @ 그렇다 

없도록 하는 새로운 사정이나 위험이 나타났거나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나타날우려가있는가? @ 전혀그렇지않다 

조례의 집행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은 펀익은 입법 
@ 매우그렇다 @ 그렇다 

당시 기획하였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2. 유효성 및 

효율성 

예상하지 못한 집행비용/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j) 매우그렇다 @ 그렇다 

있는가?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조례내용이 헌정질서 및 상위법렁에 배치되거나 
(j) 매우그렇다 @ 그렇다 

위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해당 근거법렁이 없는 경우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j) 매우그렇다 @ 그렇다 

있는가?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3. 법적합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레와의 충돌 또는 
@ 매우그렇다 @ 그렇다 

모순이나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녀(성별영항)/장애인 (j) 매우그렇다 @ 그렇다 

(장애인차별금지) 둥을 차별하는 효과를 야기하였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거나 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 전혀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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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분석항목 

조례시행으로 도민의 후생복리의 개선에 영항을 
<D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미쳤는가? 

@ 전혀그렇지않다 

4 조례의 기여도 

@ 매우그렇다 @ 그렇다 

지역현안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였는가?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조례 혹은 조례의 집행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D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긍정적인가? 

@ 전혀그렇지않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여 도민들이 조례에 
<D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 전혀그렇지않다 

도민들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D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있는가? 

@ 전혀그렇지않다 

5 조례와 
도민의관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있는가? 

@ 전혀그렇지않다 

조례가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 매우그렇다 @ 그렇다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한 @ 보동이다 @ 그렇지않다 

경우가있는가? @ 전혀그렇지않다 

@ 매우그렇다 @ 그렇다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떼지의 요구는 없었는가?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 매우그렇다 @ 그렇다 

6. 조례의필요성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전혀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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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입법지원사무처리규정 

[시행 2006.1.31.] [의회흔령 제 21호. 2006.1.31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입법정책 연구기능과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무의 내용과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도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검토，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에 대한 검토 , 심사 등의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 “과제”라 함은 조례안 의회규칙안 및 연구과제 조사 과제 검토과제 등으로서 도의원 

또는 도의회사무처의 다른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이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연구 조 

사 또는 검토를 의뢰하는 과제를 말한다 

2 “과제요구자”라 함은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4조(과제의뢰절차) CD 도의원은 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의뢰한다. 

@ 담당관은 소관 담당관 명의로 과제를 의뢰한다. 

제5조(과제의뢰서식) CD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에 대한 검토 심사의 의뢰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다 

@ 연구과제의 의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조사과제 및 검토과제의 의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의 검토 · 심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정 · 개정 이유 및 조례안 규칙안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보서식) CD 조례안 · 의회규칙안에 대한 검토 · 심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연구과제 - 조사과제 검토과제에 대한 결과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과제의 접수 및 보고) CD 과제요구자로부터 과제를 접수한 입법정책담당관은 과제접수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입법정책담당관은 접수된 과제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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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제요구에 대한 불웅) (D 입법정책담당관은 과제요구자로 부터 접수된 과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제의 내용이 법령 또는다른자치법규에 위반되는사항 

2. 과제의 내용이 국가 및 도의 기밀에 속하는사항 

3. 과제의 처리에 필요한관련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사항 

4 과제의 처 리에 과다한 인력 또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정책담당관은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과제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과제처리과정의 특례) (D 의원입법형식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작성한다 다만. 조례내용의 소관과 의원입법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도의원의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른 경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이 작성한다 

[단서신설 2006.1.31.] 

@ 의회규칙안의 제정 또는 개정을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규칙안은 의회 

운영위원회 또는 당해 사무의 소관 담당관이 작성한다 

@ 저1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상임 위원장 또는 담당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이 검토 심사할수 있다. 

@ 입법정책담당관은 도정에 관한 조례안을 스스로 작성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가 의원 입법을 

하도록통보할수있다 

제 10조(입법예고) CD 제9조제 1항의 경우 입법예고가 필요한 때에는 입법정책담당관이 그 절차에 

따른업무를수행한다.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도의회 의장 명의로 공고한다 

[본조신설 2006.1.31.] 

부칙 (2005.09.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 31.) 

이 규정은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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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 규칙안 검토요구서 

l붙훨뭘훈훌짧l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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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제영 

제정 · 개정 
사유 

관련자료 

※ 붙임 : 조례안 규칙안 및 관련자료 

위와 같이 조례안 규칙안 검토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l
E 

[과제요구자] (인) 

입법정책담당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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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휠훨흩훌됩. 

연구과제신청서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용 도 

위의 과제를 의정연구과제로 연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과제요구자] (인) 

입법정책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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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자료검토요구서 

l흩필힐!흩힐맡-

과제명 

조사 ， 검토목적 

조사 ， 검토내용 

조사·검토방법 

용 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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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료조사 자료검토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녀 
'-" 월 일 

[과제요구자] (인) 

입법정책담당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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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훨훨뚫훌휩I 

조례안 · 규칙안 검토결과통보서 

자치법규제영 

검토질과 

검토의견 

(요약) 

관계법령 

검토기간 녀‘- 월 일부터 녀L...: 월 일까지 

검토담당자 

※ 붙임 : 검토의견서，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시) 

위와 같이 조례안 규칙안의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00000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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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l
근 

입법정책담당관 (인) 



연구·조사·검토결과통보서 

lF훨훨똘훌뽑. 

과제자료영 

연구 · 조사및검토방법 

주요내용 

( 요약) 

문제접및개선방안 

연구 ， 조사 · 검토담당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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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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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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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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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연구 조사 검토결과 

위와 같이 연구 , 조사 · 검토결과를 통보합니 다. 

년 월 일 

입법정책담당관 (인) 

00000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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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같잉톨녕1[:흩롤!.'!i원-

연구 · 조사 · 검토요청과제 접수대장 

과제요구자 건영 

※ 조례안 · 규칙안 · 연구과제 · 조사과제 · 검토과제로 구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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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시행 201 7.2.17.] [여|규 제 8호， 2017.2.17. , 일부개정] 

저11 장총칙 

경
 기
 
도
 의
 회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규칙의 공포 사무와 훈령 · 예규의 작성 및 발령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17.) 

제2조(준용)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과t r경기도의회 입법지원사무처리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2. 17) 

법
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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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방법) CD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도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나 기타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 17.2.17.) 

@ 입법정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병행하여 시 군이나 관계 

기관 단체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기간)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도보에 게재된 날부터 기산하여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2.17.) 

제5조(입법예고절차) CD 각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이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입법예고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안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 입법정책담당관은 각 담당관 또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은 입법예고안을 

검토하고， 도의회 공고변호를 부여받은 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홍보담당부서로 송부하여 

도보에 게재를 요청한다. <개 정 2017 .2.17.) 

제6조(입법예고서류의 보존) 자치법규안의 입법에고와 관련된 서류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입 법정책담당관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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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의회규칙의 공포 

제7조(공포명의) Q) 의회규칙의 공포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한다

〈개정 2017.2.17) 

@ 입법정책담당관이 의회규칙의 공포안에 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공포문에 의장의 

서명을동시에받는다. 

제8조(공포문의 작성) 의회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공포방법) 의회규칙은 도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나 기타 

인터 넷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7.2.17) 

제 10조(공포절차) Q) 의사담당관은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가 의결한 의회규칙안을 접수 

하여 검토한후 입법정책담당관에게 공포를 의뢰한다 〈개정 2017.2.17.) 

@ 저1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의회규칙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 의결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조를 얻어 의장결재를 받은후 입법정책담당관에게 공포를 의뢰한다. 

[신설 2017.2. 17.) 

@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규칙안을 접수한 입법정책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17.2.1 7.) 

@ 입법정책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의회규칙안에 공포변호를 부여한 후 도 홍보담당부서로 

송부하여 도보에 게재를 요청한다. <개정 2017.2.17) 

제 11조(공포변호 부여 퉁) Q) 의회규칙의 공포변호 부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 의회규칙의 공포변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공포번호 부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한다-

저14장 도의회 훈령 및 예규 

제 12조(훈령 · 예규의 표기) Q) 훈령은 「규정」으로 표기한다. 

@ 예규는 「지침」으로 표기한다. 

제 13조(발령명의) Q) 훈령 및 예규의 발령은 의장 명의로 한다 

@ 각 담당관이 훈령 및 예규의 발령안에 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발령문에 의장의 

서명을동시에받는다. 

제14조(작성부서 등) Q) 훈령 및 예규안의 작성은 해당 업무의 소관 담당관이 한다 

@ 훈령 및 예규안의 문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업무소관 담당관으로부터 작성된 훈령 및 예규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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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당관은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제 15조(발령절차) CD 각 담당관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 또는 예규의 발령안 원본을 입법 

정책담당관에게 이송하여 발령을 의뢰한다 

@ 입법정책담당관은 각 담당관으로부터 접수한 발령안에 발령변호를 부여한 후 도 홍보담당 

부서로 송부하여 도보에의 게재를 요청한다. 

제 16조(발령번호 부여 통) CD 훈령 및 예규의 발령변호 부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한다. 

@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훈령과 예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훈령 및 예규의 발령번호는누년 일련번호를부여한다. 

@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한다. 

저15장 공포 및 발령 서류의 보관 

제 17조(원본과 부속서류) CD 의회규칙의 공포원본(의장 직인이 날인된 공포문을 말한다)과 

발령원본(의장 직인이 날인된 발령문을 말한다)은 기타의 부속서류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 

한다 

@ 공포원본 및 발령원본에의 직인 날인은 「경기도의회의장」의 장자가 직인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공포원본과 발령원본은 의회규칙， 훈령， 예규별로 구분하여 공포일자 또는 발령일자 순으로 

편철한다 

@ 공포 -발령과 관련된 기타 부속서류에는 공포원본 또는 발령원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편철 

한다. 

@ 기타 부속서류는 의회규칙. 훈령. 예규별로 구분하여 공포일자 또는 발령일자 순으로 편절 

하여 보관하되，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서류철 표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 18조(공포 발령 서류의 보존) φ 공포원본 발령원본은 영구보존문서로 하고， 기타 부속서류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의회규칙의 공포 및 훈령 예규의 발령관계서류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보관한다 

부칙 <201 1. 10.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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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2.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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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l흩펠휠11틀휠알-

경기도의회공고 제 00 호 

경기도의회 00위원회 000외 0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경
 기
 도
 의
 회
 

년 월 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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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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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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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 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기도 00000조례안 

2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이유 

가. 

나 

3. 주요골자 

가. 

나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년 월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인터넷 ( OOOO @gg.go.kr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8008-7291 . 800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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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펠톨1훌훌률- 〈개정 201 7.2.1 7.) 

의회규칙 공포문의 예시 

경기도의회 제00회 제00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00000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또는) 경기도의회0000규칙을이에 공포한다. 

경 기도 의회 의 장 

년 월
 

。 l
E 

경기도의회규칙 제 00 호 

경기도의회 00000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 이하문안생략) 

t::I ~I ,- ---j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위원회 담당관실 

전문위원 담당관 
X-1|의1개 서 o며o 

。닙l 

입법전문위원 팀장 
안 

자 
~으!fl 서 。며。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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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규칙 공포번호 부여대장 

lF훨훨활훌핍. 

공포 공포 
규칙의제명 

본회의 소관부서 등재자 

번호 언월월 의결잃 ‘ 위원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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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잉톨갤I~εI댐용톨l 

훈령 및 예규의 문안예시 

경기도의회 00000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경기도의회의장 

년 

경기도의회훈령 저1 00 호 

월 。1
근 

경기도의회 00000 규정 

제 1조(목적) . .. . . 

제2조(정의)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담당관실 

。닙l 
담당관직위 성영 

안 EC그| X <>} X -「l으 ’~ λ C그j며C그 

자 
담당자성영 전화 

( 이하문안생략) 

t:! ;;:1 -r ..., 

※ 예규의 경우에는 “규정” 대신 “지침”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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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 

l를펠홉1흩좋S밑-

밭링 빌링 훌령또는 최종 
소관부서 

등재자 

번효 연월일 예규의제명 결재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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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 규정 

[시행 2014.9.1.] [의호|흔렁 제 40호.2014.9 . 1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도의회 입법활동과 현안과제 등 의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위촉과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의회 전문가 인력풀"(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이란 도의회 입법활동과 현안과제 

둥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2. “자문부서”란 인력풀에 자문하는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펼요한 전문가의 위촉 빛 지문 등의 사무에 

적용한다. 

제4조(위촉) (D 의장은 지방자치 등 의정 전반에 걸쳐 관련분야의 전문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력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위 각호에 준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제6조(기능) 인력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에 응한다. 

1. 도의원의 입법활동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도의회에 현안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의원이 의정활동에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랜) (D 도의원과 자문부서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펼요한 경우 별지 

저1 2호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 U 

@ 도의원과 자문부서는 인력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력풀에 구성되지 않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원과 자문부서는 입법정책 

담당관과사전 협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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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문 검토보고서) 전문가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검토보고서를 

원고형태로 자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원고료 지급) CD 도의원과 지문부서는 지문 검토보고서를 받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문원고료 동급결정서를 입법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 입법정책담당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원고료 등급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수있다. 

부칙 (2012 , 12 , 17.) 

경
기
도
의
회
 

전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 09 , 01.) 문
가
 
인
력
풀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
영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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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률펼룰l표훌훌활-

위촉장 

000 

귀하를 「경기도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 규정」 제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의회 00분야전문가로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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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1
근 

경기도의회의장 



자문의뢰서 

l톨필E1홉홉피암-

요구부서 
경기도의회사무처 

과제영 
(000전문위원. 담당관) 

자문내용 

활용계획 

검토기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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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를펠홉1흩좋잉r.I 

자문 커 口 토보고 서 

口 자문주제 

。

口 작성방법 

。 연구보고서는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작성 

口 목차구성 

1. 서론 

2. 이론적 일반적 배경 

3. 실태분석 

4. 해외사례 (선택적 사항) 

5.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 위 보고서 서식과 다르게 검토보고서 작성 가능 

※ 연구보고서 분량 A4용지 8~ 10장 내외 

※ 글씨 포인트(한글문서) 

- 작성기준 . 글자크기 13. 줄 간격 160. 상 15. 하 10. 좌 우여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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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훨훨표훌핍. 

원고료등급기준 

。 원고정탁 의도에 부응여부. 자치법규 제정， 정책개발시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글 결정 

。 원고에 불필요한 도표. 그림 삽입 1페이지를 끝까지 작성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 문단을 분리하여 원고 

매수를 늘리는 경우 등 지앙 

※ 원고 마지막 페이지 : 2/3이상 작성시에만 1 매로 인정 

口 지급등급 기준 

。 등급기준 적용시 외부전문가의 현 직위 및 경력 우선 적용 

。 현직위 등급기준에 비해 우수하거나 현저히 불부합할 경우 1등급씩 상 · 하향 조정하여 지급 

(C등급은 하항 조정 없음) 

口 직위등급 기준 

"" A둥급 :A4용:A11 매당 5만원.10매 기준 50만원한도 

기준 。원고의뢰 의도에 정확하게 부응하거나 정책제안으로써 논리보강 및 구체적 내용을 작성한 경우 

。전 현직 장 차괜급)‘ 전 현직 국회의원， 전 현직 대학교충쟁급) 

대상 
。국영기업체의 장， 정부출연 연구소장， 기초단체장 

。대학교 정교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Y- B등급 A4용:A11 매당 4만원. 10매 기준 40만원한도 

기준 
。원고의뢰 의도에 대체로 부응하고 입법활동 등 수행에 있어 정책자료로써 활용가치는 인정되나 구체적인 

빙법에있어 미홉한경우 

。대학교 부{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원(3년 이상) 

대상 
。기업 -기관 단체의 임원 및 중역 
。산업혼련 전문개3년 이상)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crC등급 : A4용:A11 매딩 3만원.10매 기준 30만원한도 

기준 
。딘순 참고자료 수준이나 정책 자료로서 구체적 실현 가능한 제언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도표자료 삽입 또는 기존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경우 등 

。대학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연구기관 언구원(3년 미만) 

대상 。초 중 고 교사， 연구기관 연구원(3년 미만)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 원고료 지급시 소득제법 제21 조(기타소득)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 

- 전문가에게 소득세(지급액의 4%)와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제한 금액 지급 

- 1 인당 지급총액이 25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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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흩펼휠j흩줄피활-

자문원고료등급결정서 

자문부서 
경기도의회사무처 

검토사항 
(000전문위원， 담당관) 

과제분류 

현직위등급 

의뢰의도부응여부 

(내용측면) 

종합의견 

(최종등급결정) 

결정등급 

원고료산훌내억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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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 설치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 

경
기
도
의
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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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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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회
 

설
치
 
및
 
운
영
에
 
관
한
 
조
례
 

[시행 2이 6.9.29.1 [조례 제 5352호. 2016.9.29 .. 전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Q) 경기도의회에 입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l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7명 

2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6명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퉁) φ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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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입법정책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 입법활동에 펼요한 의안 발굴 ·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입법정책 과정에 필요한 자료의 구축과 그 인력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자치입법 실적 우수의원의 홍보에 관한사항 

8. 입법정책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의원입법 활성화등의 입법정책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 



제5조(회의) (D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수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D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한다. 

@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위원회) (D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D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9조(포상 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입법 활동 실적이 우수한 의원 

2. 의원의 입법 활동올 적극적으로 도왔거나 입법 과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제 10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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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운영 · 관리 지침 

[시행 2017.4.24.] [예규 제 9호， 2이 7.4.24. ， 제정]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2015년 1월부터 근무하는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의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입법활동 지원 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입법조사관’이라 함은 입법정책담당관 소속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근거) 입법조사관의 운영근거는 다음과 같다 

1. r지방자치법」 제9 1조제2항제2호(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2. r지방공무원법」 제 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2014년 12월중 의장단 · 교섭단체대표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결과(총무담당관-17432호. 

2014. 12. 16)- 입법활동 지원요원 운영방안 심의 소속 및 인력관리는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하되 각상임위별로 배치하여 입법활동 지원 

제4조(소속 및 근무지 배치 ) CD 입법조사관의 소속부서는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 입법정책담당관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입법조사관을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배치할 수 있다 

@ 입법조사관의 근무지를 배치함에 있어 입법정책담당관은 해당 공무원의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되는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 

@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조사관의 소관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댄f 업무경험 

습득의 멸요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지를 순환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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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무 및 복무관리) 입법조사관의 직무 및 복무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정책담당관 

가.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조사관의 운영 관리를 총괄한다. 

나.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조사관의 직무수행 실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업무지도 등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입법조사관을 소집할 수 있다 

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조사관의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초괴근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집행한다. 

2. 전문위원실 

가， 수석전문위원은 배치된 입법조사관의 근태. 휴가. 출장 둥 복무를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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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석전문위원은 배치된 입법조사관의 업무부여 등 직무를 감독한다 

다. 수석전문위원은 배치된 입법조사관의 사무관리비 및 실비보상 성격의 예산(여비 ， 급량비 

퉁)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실적명가) φ 입법조사관의 근무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인시규정」 

및 「의회사무처 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정기평가 계획」을 따른다. 

@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된 입법조사관의 근무실적은 소관 수석전문위원이 명가한 후 그 

결과를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조사관의 업무) 입법조사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되. 각 전문위원실의 실정에 맞게 

수석전문위원이 업무를 부여한다. 

1. 조례안 퉁 각종 의원발의 안건 발굴시 기초조사 및 초안 작성 

2 조례안둥각종의안검토보고서 작성업무지원 

3. 소관 위원회의 쟁송업무 지원 

4 의원 정책발굴활동 지원 

5.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6. 그 밖에 수석전문위원이 멸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 

제8조(입법조사관의 업무처리 요령) CD 입법조사관은 과제 접수시 조례 등 과제접수 대장(별지 

1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입법조사관은 과제 접수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뢰의원에게 중간보고 등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입법조사관은 과제처리시 필요한 경우 의뢰의원과 협의하여 의원명의로 관련부서 및 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의원발의 조례안 제 개정시에는 사전 충분한 기초조사를 거쳐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각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펼요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초안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조례안작성업무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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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안검토 : 

‘펴밸뭔‘ 
’ 담당관실 ’ 



부 칙 (2017.4.24.) 

제9조(교육혼련) CD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조사관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펼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 각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조사관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조사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명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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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운영조례 

[시행 2017.8.7.] [조례 저15683호， 2이 7.8.7. , 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개헌 추진 시 지방분권에 걸 맞는 헌법개정안을 도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추진 둥 지방분권 정책 및 과제 등을 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CD 경기도의회에 “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l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10명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정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8명 

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기획조정실장. 도 자치행정국장. 도 의회사무처장 

@ 위촉위원의 임기는 20 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한다. 

제3조(위원장 둥) CD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웅한다 

1. 지방분권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방분권을위한개헌 및 법령개정 지원에 관한사항 

3.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4. 지방분권에 펼요한 정책 발굴 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5. 도민의식 제고 및 민간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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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기초지방자치단체 · 의회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분권 추진 및 정책을 위하여 펼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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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φ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분기 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펼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소집할수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φ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한다. 

@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위원회) (D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수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D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딩 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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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예산정책담당관실소관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 
고문세무사운영조례 

[시행 2015.1.5.] [ 조례 제 481 7.호(경기도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2이 5.1.5.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 고문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의뢰자 및 자문사항) (1) 경기도의회에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자문 

의뢰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의회사무처 

@ 자문의뢰자는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수 있다 

l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회계 세무에 관한 사항 

2 r경기도기- 설립한 공사 공딘 및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 

조제 1호 또는 제 1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5.) 

3.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이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 (1)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 고문세무시를 위촉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2. 3년 이상 개업 중인 세무사 

@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 · 고문 

세무사를해촉할수있다 

L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웅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도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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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5 도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 

6 그밖에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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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촉기간) CD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임한 사무가 있는 경우 그 사무의 

종료시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5조(고문의 운영) CD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에 관한 업무사항은 예산정책담당관이 

담당한다. 

@ 의회 의원이 고문공인회계사 · 고문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 

회의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한다 

@ 의회의 각 담당관 및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고문공인회계사 고문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정책담당관을 경유한 후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결과를 의회 사무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비용) CD 고문공인회계사 고문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수당 등은 「경기도 고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운영 조례」의 예에 따른다. 

@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로지급할수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48 17호， 2015. 01.05.)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r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CD~ G) 생략 

@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중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동에 관한 조례」 제2조제 1호에 따른”을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 공단 및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 1호 또는 제 

16조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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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이 3.5.2.] [으|회규칙 제 70호， 2이 3.5.2. , 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고문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위촉장) r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공인회계사 · 

고문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 l호 서식에 따라서 한다 

제3조(자문실적부의 작성 둥) (D r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뢰할 경우. 서면 자문의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 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경우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은 그 결과를 예산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예산정책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에 자문사항을 기술하여 5년간 보관 

한다 

부칙 <2013.05.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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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장(저12조 관련)) l률펠훌i얄홉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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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세무사) 000 

귀하를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 

일부터 

일까지 

외
 근 

월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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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훨훌훌훌핍. 〈자문의뢰서(제3조 관련)) 

자문의뢰서 

경기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고문공인회계사(고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오니 의뢰 기간내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뢰부서 

2. 자문사항 

(1) 자문내용 

(2) 관련규정 

(3) 문제점 등 

3. 의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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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실적부(제3조 관련)) l를홉홉1흩컬g훌-

자문실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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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자문의뢰내용 
회신 

회신내용 비고 
언월일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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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16.11 .8.] [조례 저15389호， 2이 6.11.8.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예산 및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CD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7명 

2.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6명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요구에 응한다. 

1.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송}는 예산안의 검토 · 심의가 펼요한 사항 

2. 주요시책 사업의 분석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펼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4조(임기) φ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본다 

제5조(직무) CD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조(회의) CD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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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CD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한다 

@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CD 제3조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등) CD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 10조(수당과 여비)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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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6.1 1.8.)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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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조례 

[시행 2018.7.1.] [조례 제 5901호. 2018.4 . 11.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및 정책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 19.)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CD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 

@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 명부 대신 소속 의원이 연서 · 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책위원회 설치) φ 제2조제 1항의 교섭단체는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내 정책 

위원회(이하 “정책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정책위의 조직은 교섭단체 대표가 구성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책위의 활동은 도민의 복리증진 등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개발 평가 등에 한정 

한다. 

@ 정책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 운영위원 

회의 심사를받는다. 

[본조신설 2017.4.19.] 

제3조(교섭단체 및 정책위에 두는 직원 〈개정 2017.4.19.) ) CD 교섭단체 및 정책위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정책위에 정책연구위원 둥 펼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7.4.19.) 

@ 교섭단체 및 정책위에 두는 직원은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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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의 정수)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L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 

3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이하 “경제위원회”라 한다) 

4. 안전행정위원회(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원회”라 한다) 

6. 농정해양위원회(이하 “농정위원회”라 한다) 

7.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 

8.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설위원회”라 한다) 

9. 도시환경위원회(이하 “도시위원회”라 한다) 

10.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이하 “여가교위원회”라 한다) 

11 제 1교육위원회 

12. 제2교육위원회 

[전문개정 2018.4.11 .1 

제5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CD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 

청원을심사처리한다 

의결하고. 

@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대변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6.17.) 

마. 경기도서울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의회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사. 연정부지사 소속 연정협 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5.6.17.1 (개정 20 17.4.19.) 

아. 삭제 (2017.4 . 19.) 

2. 기획위원회 

가 행정 (1)부지사 소속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2)부지사 소속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사무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 

기반조성담당관 . DMZ정책담당관 소괜l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9.24 .1. (개정 2018.4.11.) 

다. 삭제 〈개정 2018.4.1 1.) 

라. 경 기 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3.31.) 

마. 경기지방경찰청 업무 중 경기도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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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삭제 〈개정 2018.4.11.) 

3. 경제위원회 

가. 행정 (2)부지사 소속 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9.24 .J 

나. 삭제 (2014.9.24.) 

다 삭제 (2017.4.19.) 

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속핸 사항 

바. 킨텍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소관에 속하는사항 

자 삭제 (2017.4.19.) 

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3.3.) 

타.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6.17.) 

파. 연정부지사 소속 공유시장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5.4). (개정 2018.4.1 1.) 

하.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설 2016.9. 29. ] 

4. 행정위원회 

가. 행정 (1)부지사 소속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6. 17.) 

나 행정 (2)부지사 소속 균형발전기획실 사무 중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북부소방재난 

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24 .. 2018.4.1 1.) 

다. 경기도소방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기도장학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재난안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5.6.17.J 

5. 문체위원회 〈개정 2017.3.13.) 

가. 행정 (1)부지사 소속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기관광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호F국도자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기콘텐츠진홍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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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기도체육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3.13.) 

카.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7.4.19.] 

6. 농정위원회 

가. 행정 (1)부지사 소속 농정해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 (2)부지사 소속 축산산림국 사무 중 축산정책과 · 동물방역위생과 ‘ 산림과 소관에 

속하는사항 

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4. 19.) 

마.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4.19.) 

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 17.4.12.) 

차 경기도종자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5.7.1 7.] 

카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7.4.19.] 

7 복지위원회 

가. 행정 ( 1 )부지사 소속 보건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 14.9.24.] 

〈개정 20 17.4 . 19.) 

나. 행정 (2)부지사 소속 복지여성실 사무 중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총무과와 감염병연구부. 식품의약품연구부. 수원농수산물 

검사소， 북부지원의 서무팀 , 미생물검사팀 식품분석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6.17 .. 20 17.4.19.) 

라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에 속하는 사항 

미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8. 건설위원회 

가. 행정 (1)부지사 소속 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 .9.24.) 

나 행정 (2)부지사 소속 교통국.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24 .) 

다. 경기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도시위원회 

가 행정 (1)부지사 소속 환경국과 도시주택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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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 (2)부지사 소속 축산산림국 사무 중 공원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의 대기화학팀 -수질 

화학팀 -토양분석팀 먹는물검사팀 소관에 속하는사항 

라， 경기도수자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9.24.] 

마，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삭제 (2016.7. 19.) 

사 경기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8.4.11. ] 

10. 여가교위원회 〈개정 2014.11 .3.) 

가. 행정 (1)부지사 소속 여성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24 ‘ 2017.4.19.) 

나. 행정 (2)부지사 소속 복지여성실 사무중 가족복지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4. 19.) 

다 행정 (1)부지사 소속 교육협력국 소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 9.24.] 

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삭제 (2017.4.19.) 

바. 삭제 (2017.4.19.) 

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경기영어마을소관에속하는사항 

차， 경기평생교육진홍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제 1교육위원회 〈개정 2018.4.1 1.) 

가. 경기도교육감 소속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1국， 안전지원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 18.4 .11.) 

나.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제2교육위원회 [신설 2018.4.11. ] 

경기도교육감 소속 총무과. 운영지원과， 감사관， 교육2국， 행정국， 마을교육 공동체기획단 

소관에속하는사항 

@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정한다.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D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상임위원의 임기) φ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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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 보임되거나 교체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CD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상임위원장은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 , 부의장 보궐선거(이하“의장 등의 보궐선거”라 한다)에 따라 

의장 · 부의장 등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전문위원과 공무원) CD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둔다.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 10조(전문가의 활용) CD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 

@ 전문가를 일정기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을 춘용 

한다 

@ 위촉된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과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조(특별위원회) CD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저1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 

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 특별위원회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특별위원회의 정수는 21명 이내로 한다 

@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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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펼요한 경우 경기도 

지사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2초(특별위원장) CD 특별위원회마다 1명의 특별위원장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 

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 특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해당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제 11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 등의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 13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CD 의회는 예산안 결산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2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 12조제 1항과 제13조저1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 11조제3항. 제6항부터 제7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14조(윤리특별위원회) CD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 15조(위원의 선임) CD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이 경우 각 대표의원은 총선거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이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 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고. 소속 의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처에 둥록된 교섭단체 외에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단체로 제한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 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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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 16조(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 17조(간사) CD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과 그 직무대행자가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조(소위원회) CD 위원회는 안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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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 

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 14.9. 24 .)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CD항 부터 (20)항 생략 

(21) r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행정 (2)부지사 소속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사무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 군관협력 

담당관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 

한다.가 행정 (2)부지사 소속 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정 (1)부지사 소속 자치행정국， 재난안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2항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행정 (2)부지사 소속 균형발전기획실 사무 중 행정관리 

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회통합부지사 소속 보건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2항 

제8호가목 중 “철도물류국”을 “철도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통건설국”을 “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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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9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회통합부 

지사 소속 환경국과 행정(1)부지사 소속 도시주택실 소관에 속히는 사항 라. 경기도수자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 10호가목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행정 ( 1)부지사 소속 교육협 력국 소관에 관한 사항(22) 

항 부터 (76)항 생략 

부칙 <2014.1 1. 3.)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r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의3 중 “농림수산위원회”를 “농정해양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5.3.3.)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4876호. 2015.3.31.)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D항 부터 @항 생략@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라목중“경기개발연구원”을“경기연구원” 

으로한다. 

부칙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9.)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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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농림진홍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551호. 밍17 . 4.12.)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D r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경기도농림진흥재단‘’을 “경기농식품유통진홍원” 

으로 한다.@ r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려lJ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자목 중 “경기농림진흥재단”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201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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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 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및 

부칙 (2017.5.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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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운
영
 
조
례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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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규칙 

[시행 2014.8.1.] [의회규칙 제 77호， 2이 4.8. 1 . ， 일부개정] 

저11 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제 14조 제2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멸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 1.)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의장이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심사 r지방 

자치법J(이하 “법”이라 한대 및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j이하 

“의원윤리강령”이라 한다)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요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의결한다 

제3조(구성) (j) 위원회는 위원을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괴를 

본회의에보고한다. 

@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23.) 

@ 교섭단체별로 간사(이하 “간사” 라 한다) 1명씩 두며 간시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보고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과 그 직무대행자가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 12.3.23.) 

[전문개정 2010.10‘ 5.] 

제4조(임기 ) (j)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14. 8. 1.) 

@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정계 사유) 위원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결 

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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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법 제83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r경기도의회 회의규칙JC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43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의규칙 제62조제3항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회의규칙 제 105조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의원윤리강령이나 회의규칙 등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징계요구 및 회부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 24.) 

1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는 경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2014.8. 1.> 

제7조(소위원회) φ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펼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8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징계요구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 

이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계를 요구한 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2. 징계대상의원 

제9조(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조(심문) Q)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 관계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수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 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11조(발언과 변명) Q) 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지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징계요구자나 징계대상자가 제 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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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게 미 리 제출하여야한다 

@ 징계대상자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제 12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징계대상자나 징계요구자는 심사에 펼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3조(제척과 회피) Q) 위원회 위원은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회는 제 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수있다. 

제 14조(정계의 의결과 알럼) Q)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심사 보고서를 칩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영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있다 

@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의 징계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 15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2008 , 10 ,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 9, 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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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10. 05.)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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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08.01.>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1.1.] [조례 저14807호(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려1) ， 2014.12.31 ., 일부개정] 

.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 및 

경기도민이 공공복리증진에 펼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 , 연구할 경기도의정회 

(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 · 운영) CD 의정회는 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및 보조금) CD 의정회는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수행한다. 

l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 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경기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3. 경기도의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4. 의정회보의 발간 

5. 그 밖에 제 1호부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멸 

요한 사업 〈개정 2012.5.11 .) 

@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 승인) CD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도지사의 승인내용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의정회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멸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CD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결산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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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l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 세출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첩부하여야한다.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때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경기도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의 회장이 정한다. 

부칙 (1999.08.09.) 

경
기
도
의
정
회
 

설
립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및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퉁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 2012.05.11) ^I 
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려| 

부칙(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Q)항 부터 (5이 생략 

(51)경기도의정회설립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 .r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로 한다. 

(52)항부터 (53)항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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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소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관한조례 

[시행 2018.3.20.] [조례 제 5869호， 2018.3.20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제9조 및 제 11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돗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 지원자료”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또는 의정지원담당관 

(이하 “ 입법정책 · 예산정책 · 의정지원담당관")이라 한다)이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 및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 보존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0.) 

2 “정책자료”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 제작하는 자료로서 도서 비도서 · 시청각자료 ·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 

자료 둥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3. “자료 제공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자료 및 정책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담당부서 장을 

말한다 

가 경기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경기도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출자 출연한 법인 

4. “자료 요구서”란 입법정책 예산정책 의정지원담당관이 자료제공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3.20.> 

제3조(위원회 및 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입법정책 · 예산정책 · 의정지원담당관은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펼요한 자료를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4조(자료요구) CD 입법 · 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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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 또는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자료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 20.> 

@ 제 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제공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입법정책 예산정책 의정지원담당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5조(자료요구 절차) (j) 입법정책 · 예산정책 의정지원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요구서를 자료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자료요구서에는 수신자. 자료제출기한， 

요구 목적. 요구 내용. 요구 일자 요구자 성명. 자료제공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한다 〈개정 2018.3.20.> 

@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자료요구서를 교부받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자료요구서를 

해당 부서로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경우 입법정책 예산정책 의정지원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자료제공자가 제출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내용이 난해한 경우 입법정책 예산정책 

의정지원담당관은 지료제공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제6조(자료의 제출) (j) 자료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2.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에 수록된 정보 

3. 그 밖에 유사한 정보저장매체 

@ 제 1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요구서의 자료제출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예외) (j) 요구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료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 및 기밀에 속하는사항 

2 자료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3. 자료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4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5. 그 밖에 입법정책 예산정책 의정지원담당관이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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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사항에 대하여 자료제공자는자료요구에 응할수 없는사유를 

입법정책 예산정책 의정지원담당관에게 즉시 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8.3.20.> 

제8조(기록유지) 입법정책 · 예산정책 의정지원담당관은 각각 소관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개정 2018.3.20.> 

제9조(정책자료 제출) (j)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자료 발행기관 및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발간하였거나 발간이 예상되는 정책자료 목록을 분기 마다 입법정책 예산정책 의정 

지원담당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 20.> 

@ 제출하여야 할 정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 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연구보고서 

4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 10조(사적이용금지 의무) 자료를 취급하는 입법정책 · 예산정책 , 의정지원담당관과 담당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용무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제 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20.)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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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 2014.10.21.] [조례 제 4793호. 2014. 10.21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부터 제9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의 정원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 . . 2012.5.11.) 

경
기
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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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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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제2조(사무처) φ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2.5.11 .) 

@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팔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0.7.1) 

제3조(전문위원) CD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펼요한 직원을 둔다. 

@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 10.7. 1.) 

[전문개정 2001. 6.11.] 

제4조(교섭단체의 직원) CD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펼요한직원을둔다. 

@ 제 1항의 직원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한다. 

〈개정 1995.6.15" 20 14.2.28.) 

[본조신설 1995.3.13.] 

제5조(정책연구원) φ 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 

(이하 “정책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 정책연구원은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정책연구원은 해당 의원의 임면요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 정책연구원은 해당 의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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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 11 .3.29.] 

(무효판결.대법원2011추49 . 20 1 2 . 5 . 24 . ) 

제5조(직원의 정원 〈개정 201 1. 3.29.))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 .. 2014.10. 21.) 

[전문개정 1998.9.28.] 

제6조(직원의 파견요청 〈개정 2011. 3.29.))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교육감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21.) 

제7조(시행규칙 〈개정 2011.3.29.> )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및 그 밖에 멸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2001 .6.11.] 

부칙 (1993.07.14.)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기도의회사무처와 사무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임명된 

것으로본다 

제3조(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폐지한다. 

부칙 ( 1993.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5.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5.03.13.)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5.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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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1. 06. 11.) 

부칙 (1998.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7. 01.) 

부칙 (201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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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l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직원의 정원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두는 사항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 2012.05 .11.)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 2014.02.28.) 

이 초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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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9.] [규칙 저13785호(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2017 . 12.29 .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려IJ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 1.) 

제2조(사무처장)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7.1.) 

제3조(하부조직 ) CD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 공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정지원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총무담당관 공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정지원담당관 입법정책 

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 

한다. <개정 2010.7.1 .. 2012.3.5. ‘ 20 17. 2. 1 .. 20 17.3.13. ‘ 2017.9. 29.>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1 

@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 특별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되. 

직렬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 2014.9. 24.) [제2항에서 이동 <2017.12.29.) 

제4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조정 

2 문서보안과 공인의 관리 

3. 삭제 <2017.12.29.> 

4 사무처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 

5.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의전과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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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의 시설장비 둥 의사당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전국시 도의장협의회관련사항 

10. 의원에 대한 각종 행사와 관련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l 홍보(언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2. 의정활동 홍보와 인터뷰 추진 

3. 간행물과 의정백서 발행 기본계획 수립 

4.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보화계획 수립과 추진 

5 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관리 

6. 의정정보와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7 도서관과 기자실 관리 운영 〈개정 2015.9.9.) 

제6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 2.) 

1. 회기운영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2 정기회 · 임시회의 소집공고와 의사진행을 위한 지원 보조 

3. 본회의장의 사용과 조정 

4. 의원의 대외업무참여에 관한 협조(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교섭단체와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 

6. 의원의 청가(請11팩)에 관한 사항 

7.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방청 참관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처리와 의결문서의 관리 

9 의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와처리 

11 각종 위원회 의안의 처리와 회의상황의 종합 

12.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13. 각종 회의록의 작성 편집과 발간 등 

제7조(의정지원담당관) 의정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책과제 및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의회 쟁점 안건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회계조사 분석지원에 관한 사항 

5 결산검사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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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기관 등 재정지원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상담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상담소건의사항처리에관한사항 

9. 지역상담소 홍보에 관한 사항 등 

10.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11. 의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29‘] 

[본조신설 2017.9.29.) 

제8조(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삭제 <20 12.3.5.) 

2 삭제 <2012.3.5.) 

3. 의회입법정책 등에 관한 장기 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 둥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료조사 분석 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정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 . 조사. 지문에 관한 사항 등 

6.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사항 

7 집행부 발의 안건 등에 대한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 

8.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의 입안이나 검토에 관한 사항 

9. 지방의회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제공 동에 관한 사항 

10.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지원 

11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등 

12. 의회관련 쟁송업무의 처리 .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6.30.) 

〈개정 20 10.7.1) 

13. 삭제 <20 17.9. 29 .) 

제9조(예산정책담당관) CD 예산정책담당관은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L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와 분석 

2 도 교육청 예산 ‘ 결산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조사 및 분석 

3 예산 · 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4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 

5. 주요 재정정책 및 사업의 분석 명가 

6 중 장기 재정소요추계 

7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8.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빛 분석 

9. 기타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자료의 수집 · 지원 등 

[본조신설 20 1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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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전문위원 〈개정 2012.3.5.>) CD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 , 3, 5.) 

l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의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2,3,5.)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소속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 〈개정 2012,3,5.) 

3,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2,3,5.) 

4 , 소속위원회 의사진행의 보좌 〈개정 2012,3,5.) 

5, 소속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 〈개정 2012,3,5.) 

6, 소속위원회 자료실의 운영 〈개정 2012,3,5.) 

7 위원회 회의실 사용과 조정 〈개정 2012,3,5.) 

8 , 그 밖에 소속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 등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특별 

위원회는 특별전문위원이 활동을 보좌하고，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 

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개정 2012,3,5.) 

부칙 (2008 , 12 , 30'>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9 , 6 ,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479호. 2011 ,4 ,7'>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161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CD 생략 

@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별표 

중 가족여성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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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3488호， 201 1. 6.2.)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CD 생략 

@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별표 

중 문화관광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3531호. 2012.3.5.)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혜)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시행일 ‘ 12.5.24.)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0급에서 기능직공무원 9급으로 직급 조정되는 153명의 정원은 2012. 5. 24.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CD r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 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 두며 . 각각 지방서기관”을 “입법정책담당관 예산 

정책담당관을 두고， 공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 입법정책담당관은 각각 지방서 

기관으로，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의회입법정책 등에 관한 장기 , 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 둥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산 

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은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와 분석 

2 도 교육청 예산 · 결산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조사 및 분석 3. 예산 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4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 5. 주요 재정정책 및 사업의 

분석 · 평가 6. 중 · 장기 재정소요 추계 7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8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9. 기타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자료의 수집 · 지원 등 

@항부터 @항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64호 . 2012.1 1. 5 .)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CD 생략 

@ r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중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η로 

하고. “경제투자전문위원”을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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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3608호. 2013.12.12.) 

제 1조(시행일) 삭제 

제2조(직종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삭제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문위원의 직위와 직급은 별표와 같다”를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기 

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직렬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641호. 2014.9.25.)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Q)항 부터 @항 생략 

@ r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를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되”로 한다 

@항부터 (2이항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662호， 2015.4.7.)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7급 1명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1 7일부터 . 환경7급 1명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φ 생략 

@ r정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 1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678호. 201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43호 . 2017.1. 2.)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8조제9항제2호 및 같은 조 제 13항 

제 14호의 개정규정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 l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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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의정담당관)"을 “(의사담당관)"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정담당 

관”을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3745호. 20 17.2. 1.)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감이 개정한다. 

제3조제 1항 중 “의정담당관”을 각각“의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48호. 2017.3.14.)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 중 행정8급 1명(본청) ， 

시설7급 1명(사업소)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D 생략 

@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 1항 중 

“공보담당관 총무담당관”을 각각“총무담당관 · 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빛제4조로한다 

@ 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81호 . 2017.09. 29.)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초(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 1항 중 “의사담당관”을 각각 “의사담당관 의정지원담당관”으로 한다.제 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 10조까지로 하고.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의정지원담당관) 의정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책과제 및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의회 쟁점 안건 자료수집에 관한사항 

4. 회계조사분석지원에 관한사항 

5. 결산검사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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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기관 등 재정지원딘체에 대한 회계서류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상담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상담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9. 지역상담소홍보에 관한사항등 

제8조(종전의 제7조) 제 13호를삭제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85호， 2017.12 . 29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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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l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r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 7조에 제 10호 및 제 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등록에 관한 사항 

11. 의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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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 2이 5.4.30.] [조례 제 4898호(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려1) . 2015.04.30 .. 일부개정] 

저11 장층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도민의 조례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경기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처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 적극적인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2장입법예고등 

제4조(입법예고 대상) (j)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실 · 국 · 본부의 장(이하 “주관 

실 · 국장”이라 한다)은 도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입법예고하여 도민의 의사를 수렴 ,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

@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저11항의 입법예고는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예고하지 아니할수있다. 

1 신속한도민의 권리 보호또는예측곤란한특별한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경우 

[전문개정 2013.2.25. ] 

2 . 상위법령 둥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전문개정 2013.2.25.] 

3 .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3.2.25.] 

4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펼요가 없거나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l전문개정 2013.2.25.1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우 [전문개정 2013.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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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실 · 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2013.2.25.) [단서신설 2013.2.25.] 

@ 법무 업무담당 과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 실 · 국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제5조(입법예고 방법) CD 주관 실 ‘ 국장은 입법예고문을 도민이 알기 쉽게 효F글로 작성하고 법무 

업무담당 과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경기도보에 

게재하여야한다. 

@ 주관 실 · 국장은 제 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 방송 ·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입법 

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 · 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 주관 실 · 국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빌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 주관 실 · 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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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φ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관 실 국장은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펼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주관 실 국장은 제 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 

하고. 그 처리결과 빛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주관 실 국장은 제 l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 주관 실 , 국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5.] 

@ 주관 실 국장은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드는 비용은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 킬 수 있다. [신설 20 13.2.25.] 

@ 제 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I신설 20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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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제출의견 처리와 통지) 0)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의견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의견을제출하거나다른사람의 이름을도용앓ffl)하여 의견을제출한경우에는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6조제7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 

지 아니할수있다. 

[본조신설 2013.11 .11.] 

제7조(공청회) CD 주관 실 · 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춘용 

한다. 

저13장 삭제 (2012.5.11 .) 

제8조 부터 제 11조 삭제 (2012.5.11 .)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 12조(공포방법 등 〈개정 2013 . 5. 1. ) ) 0) 자치법규는 경기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r지방자치법j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저16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에는 경기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 2013.5.1 .. 2015.4. 30.) 

@ 저1 1항에 따라 공포된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 · 군의 관계부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해당조례의 공포사실과 공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 

제 13조(공포번호) 0)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제 l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도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 1.11.8.) 

제 14조(공포일 등) 0)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경기도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 26조 

제6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 1.11. 8.) 

@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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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도민의 조례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청구 〈개정 2013.2.25.) 

제 15조(연서 도민 수) 법 제 15조제 1항에 따라 도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述핀)하여야 할 도민의 수는 디음 각 호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 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1.8.) 

1. 경기도 관할 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r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항에 따라 경기도 관할 시 군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r출입국관리 법」 제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관할 시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 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펼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4.07.) 

경
기
도
 
자
치
법
규
 
입
법
에
 

관
한
 
조
례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혜의 폐지) r경기도 조례 제 개폐 청구에 관한 조려lJ ， r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조례」， 「경기도 조례규칙 퉁 공포에 관한 조려lJ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1 1. 1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0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389호 . 2012.05.1 1.) 

제 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혜의 개정)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부터 제 1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3.02.25.)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자치법규안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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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 1. 11)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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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자치법규 

경
 기
 도
 

[시행 2015.3.6.] [규칙 저13657호(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2015.3.6.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자
 치
 법
 규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r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J(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 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닙
 
버
닙
 에에
 고} 
‘
한 

시
 행
 규
 칙
 

조
 례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j)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 , 국 · 본부의 장(이하 “주관 실 . 

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실 · 

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관 실 국장이 제 l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실 · 국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관계 실 ‘ 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 실 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주관 실 · 국장은 제 l항부터 저1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조례 · 규칙 공포번호) 조례 제 13조제 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변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개정 2015.3.6) 

부칙 <2011. 06. 29 .)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법무행정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 15조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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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팔정비 규칙) <제 1474호. 2015 .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흩펠톨1m훌할-

경기도공고제 호 

「경기도 000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저1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월 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000 조례 제정 전부(일부)개정 · 폐지안 입법예고 

1. 저|정(개정 떼지)이유 

가 . ... . 

Lf ....... . 

2. 주요내용 

가 

나 ... . 

다 ............... . . 

3 . 자치법규안 : 별침 

4. 의견제출 

이 000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0000년 0월 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건서를 경기도지새참조 : 00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000- 000- 0000. 팩스 : 000- 000- 0000, 전자메일 : OOO@OO)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영)，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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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톰펠힐i흩롤앙맡-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신 발신 

제안부서 과 담당 팀 담당자성영 

자치법규명 

1. 관계 법렁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검토요구사항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렁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 허가등그밖의문제점유무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자치법큐안의 

주요골자 

붙임자치법규인 1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저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정합니다 

[요구자] @ 

경
기
도
 
자
치
법
규
 
입
법
에
 

관
한
 
조
례
 
시
행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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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톰펠톨1얀훌낄l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신 빌신 

검토부서 과 lC3}C C>} E C]l 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T CT3 -C「3 특기사항 

1 관계 법렁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 무란에。표로표시한다‘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렁 등 지시 불이행 사할 

5 사전승인 , 허가등그밖의문제접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검토안 검토사유(의건)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키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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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lF훨훨뿔훌짧l 

종벌 구분 발의자 공포번호 
공포 

제명 
소관 

등재자 
입법 

언월잃 부서 예고 경
기
도
 
자
치
법
규
 
입
법
에
 

관
한
 
조
례
 
시
행
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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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조레 저15778호(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팔정비 조례안)， 

2017.12.29.,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 12.2.) 

2 “세출”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 “세입 ”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CD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경기도의회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경기도지사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CD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펼요한 사항 

@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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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괴를 기술할 수 있다. 

@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13. 12.2.) 

@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투입이 펼요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2.) 

@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수있다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 

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 13.8 .5 .. 201 5.4. 30 . . 

2017.12.29.)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CD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한다 

@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적어야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CD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 - 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경기도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펼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수있다. 

@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 

@ f지방자치법」 제 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펼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도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2012.5 .1 1.)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 ·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 

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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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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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
용
 
추
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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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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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팔정비 조례)<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팔정비 조례)<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 5778호.2017 . 1 2 .29 .)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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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쪽) 

l톨필훌11톨휠알-

000안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경
기
도
 
의
안
의
 
비
용
 

~구~분;~ 여ζc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합계 

。

세출 。

소계 

。

세입 。

소계 

층 비용 

추
계
에
 
관
한
 
조
례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5.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_‘ 연도 

“-‘-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합계 

구분 .......___ 
국비 

일반회계 

도비 00특별회계 

00기금 

시 · 군비 

민간 

71타 

합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3) 협의사항 

6. 작성자 

※ 21 Omm x 297mm[일반용지 6Og/m' (재휠용풍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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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작성요령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렁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적어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저1: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시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적어야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적어야 한다.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부문별로 재원분담계획을 적어야 한다.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보조금 ·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적어야 한다. 

3) 협의사항 :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뭘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6. 작성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 

※ 210mm x 297mm[일반용지 6Og/m'{재활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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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l톨핑홉1흩훌~ 

1. 재징수반요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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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
안
의
 
비
용
 

2. 미첨부근거규정 

(r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저11 항제0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추
계
에
 
관
한
 
조
례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저|시) 

4. 작성자 

※ 210mm x 297mm[일반용지 6Og/m‘(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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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1.11.8.] [조례 저14261호. 2011.11.8 .. 전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직무상사망 장애 ÃJ-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여행하는 

것을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J(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촉”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흔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하며 ， 그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로 한다.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 1급부터 제 14급까지에 해당 

하는경우를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ÃJ-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펼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CD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의 상해 · 질병으로 인한사망 · 제 l호와같은금액 

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도의회의원이 제 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 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 그 금액은 제3호 

또는제4호에 따라이미 지급한금액을공제한금액으로한다 

제4조(보상금의 청구) CD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대리인 

@ 제 1항제 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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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도의회의장을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CD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 

한다. 

@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인과 도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심의회의 기능)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설치히는 경기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의 적정여부 

2 보상금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CD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φ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φ 위원장은 제6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 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 10조(간새 @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뼈 간사를 두며， 간시는 대외협력담당관이 된다 

@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 11조(수당)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빛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 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펼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1.08.) 

이 조례는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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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싣}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7.17.] [규칙 제 3767호 (제명개정)， 2017.7.17.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청구등) CD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저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의원상해등 

보상금청구서(이하 “보상금청구서”라 한다)를 도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 2017.7.1 7.) 

@ 보상금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망 및 장애 상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7.)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l부， 사망진단서 1부 [전문개정 201 7.7.17.] 

2 장애 ‘ 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및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에만 해당함)[전문개정 201 7.7.17.] 

@ 도지사는 제출된 보상금청구서가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자료가 멸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심의결과의 통보등) CD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괴통보서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괴통보서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한다 

부칙 (2000.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제3536호.2012.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8 • 2018 지방의회 관련 업규집 



부칙(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39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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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뿔3홉11톨훌훌-

~* 저|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보상대상의원 서o 며 ζJ 생년월일 

성영 생년월일 

口口디디디 전화번호 

주소 

정구인 

정구내용 口사맘 口장애 口 상해 

보사o그 C그λ I 력 o 
은행지점 계좌번호 

금융기관 

사o벼 <:> ZC>V-Ai- 상영일시 
녀」 월 일 

시) 

상병원인및 

발생상황 

경기도의회의원S}해등보상금지급조례 저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칭구합니다 

[첨부서류]1. 사밍의 경우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 S배의 경우 장애진단서 1 부.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에 한함) 

3 정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 장애 Sf해에 모두 해당)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녀」 월 일 

경기도의회의장 (직인) 

경기도지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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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끼「‘ 저|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통보서 

보상대상 
성영 생년월일 

의원 

보상금 
口사망 口 장애 口상해 

정구내용 

사망 ~toH 상해 

시실여부및상태 

등의경위조사내용 

결정내용 

심의결과 

결정이유 

위원 

서o 며 〈그 
심사위원 

서영날인 
서 영 

날인 

경기도의회의원S}해둥보상금지급조례 저19조저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녀」 월 일 

경기도의회의원S돼등보상심의회 위원장 OOO(날인 또는 서영) 

경기도지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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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 

[시행일 2이 7.11.13.] [흔렁 제 1511호(경기도 훈령 용어 등 일괄정비 규정)， 2017.11 . 13 . ， 일부개정] 

저11 장층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경기도의 법제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규칙 훈령 · 

예규의 입안 및 처리절차， 보고 및 의견조회， 공포 발령 및 원안관리 등에 펼요한사항을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 7.)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λF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례”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립한 규법을 말한다 

2 “규칙”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 도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과 도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란 윗기관이 아랫기관에 또는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하는 명령을 말하며 ， 이를「규정」으로 표기한다. 

4 .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 이를「지침」으로 표기한다 

5 “재의요구”란 「지방자치법」제 107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도지사가 도의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을 말한다 

6 . “입안”이란 조례 - 규칙 훈령 - 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를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7. “발의안”이란 해당 사무의 소관부서에서 자치법규등을 입안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관계 서류를 말한다. 

8 “원안”이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후 도지사의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관계서류를 

말한다. 

9. 삭제 <201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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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안시 유의사항) CD 자치법규등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이 초안을작성한다. 

@ 자치법규등은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r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자치법규등의 제명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 뒤에 

낫표r.J를 사용한다. 

@ 발의안은 별지 제 1호서식의 자치법규 등 입안시 검토사햄l 따라 상위 법령과의 관계， 제정 · 

개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작성하되 자치법규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발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펼요한 때에는 소관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그 방침이 경미한 사안은 

소관 실 · 국 본부장의， 중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보내 온 표준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문서로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가 팔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되， 승인신청은 

소관실 ·국·본부장등의 전결로처리할수있다 

@ 조례나 규칙을 제정 개정 , 폐지하려는 때에는「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 조례나 규칙을 제정 ‘ 개정하려는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심사 전에 「경기도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례나 규칙을 제정 개정하려는 때에는「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에 따라 규제심사를 

받아야한다. 

@ 자치법규등을 제정 , 개정하려는 때에는 「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명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업무 담당 부서의 부패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자치법규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자치법규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작성된 발의안을 관계 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의견을 조회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발의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소관 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발의안의 포함사항) 자치법규등의 발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펼수적으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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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 · 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 또는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전부개정) 

제5조(발의안의 심사) Q) 법무담당관이 발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야한다. 

1. 조례 · 규칙 또는 훈령 · 예규로 정할 사항인 지의 여부 

2. 법령과 불일치하는 지의 여부 

3. 펼요한선행절차가완료되었는지의 여부 

4. r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 자치법규등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1 초안심사 :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참고하여 작성한 초안을 

법무담당관이 심사하는 단계 

2. 본심사 : 소관부서에서 초안심사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의 절차를 거친 후 작성한 최종 

안을 법무담당관이 심사하는 단계 

저12장 자치법규등의 입안 및 처리절차 

제6조(조혜의 규율범위) Q) 조례는 고유사무와 국가에서 도에 위임한 사무에 한정하여 정할 수 

있다. 

@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2 비용부담 및 예산수반사항 

3 도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행정기구 및 자문기관의 설치 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사항 

5. 도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사용료 ·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개별 법령 등에서 조례로정하도록규정한사항 

제7조(규칙의 규율범위) φ 규칙은 도지사의 고유사무와 국가가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국가 

위임사무의 재위임 사무를 정하여야 한다. 

@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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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 또는조례에서 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한사항 

5. 그밖에 개별 법령 둥에서 규칙으로정하도록 규정한사항 

제8조(자치법규둥의 입안요령) (D 자치법규등의 입안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에따른다 

@ 그 밖에 자치법규둥의 입안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무담당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치법규퉁의 처리절차) 자치법규퉁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계 사무의 

처 리는 별표 1의 조례사무의 처 리절차에 따른다. 

제 10조(재의요구 발의 및 심사) φ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담당업무의 

소관 부서의 장이 발의한다. 

@ 소관 부서가 명백하지 아니한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법무담당관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발 

의하게 하거나 법무담당관이 직접 발의할수 있다. 

@ 재의요구 발의부서에서는 재의요구안을 제5조에 따른 발의안의 심사에 준하여 법무담당 

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 재의요구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예시에 따른다 

@ 결재를 마친 재의요구안은 조례안의 인쇄 및 제출절차의 예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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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보고 및 의견조회 

제 11조(조례안의 보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조례가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조례(규칙) 제정 개폐상황 보고에 도의회의 심사보고서를 첨부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포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 2015.3.6 .. 2017.11.13.) 

제 12조(규칙안의 보고) 도지사의 결재가 꿀나 법무담당관에게 이관된 규칙안은 별지 제6호서식의 

조례(규칙) 제정 · 개폐상황 보고에 원안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포예정 

15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 20 15. 3.6 .. 2017.11.13.) 

제 13조(의견조회 등) (D 법무담당관은 시 · 군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 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부서가 없거나 법무담당관이 

직접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위법 부당 여부를 검토 

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에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조(검토결과의 회신) 도지사는 시장 군수로부터 접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 동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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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재의결과의 보고) r지방자치법 시행령」제 114조제 1호 빛 제2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조례안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 보고에 따른다. 

제 16조(제소결과의 보고) (jf지방자치법 시행령」제 11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례안 재의에 따른 제소결과 보고에 따른다. 

@ 판결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소장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제 17조(표준안의 통보) (j) 도에서 작성한 조례 또는 규칙의 표준안을 시 군에 통보하려는 때 

에는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 1항의 심사는 법제업무 담당 사무관의 협조서명으로 처리한다 

저14장 공포 · 발령 및 원안 등의 관리 〈개정 2017.8.7.) 

제 18조(자치법규등의 공포 · 발령) (j)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하려는 때에는「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둥재하고. 조 

례 규칙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고，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 10호 

서식의 예시와 같이 한다. 

@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려는 때에는 제 11호서식의 훈령 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에 등 

재하고， 훈령 · 예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훈령 , 예규의 발령문은별지 제 12호서식의 예시와같이 작성한다. 

제 19조(원안 퉁의 관리) 자치법규등의 원안등의 보존 · 보관 방법 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8.7.] 

부칙 (2013.11.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훈령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정) (제 1448호， 2013.6.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훈령 용어 등 일팔정비 규정) (제 1474호， 2015.3.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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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8.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훈령 용어 동 일팔정비 규정) (제 1511호. 2017.1 1. 13.) 

이 규정은발령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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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5.3.6.) 

조례사무의 세부처리절차(제9조 관련) 

순서 구분 처리부서 처리내용 

。소관 실 국 본부장 감사관 · 대변인의 결재로써 결정 

방침결정 소관실 과 。소관 실 국 본부장 감사관 대변인의 판단으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결재선을 조정할 수 있음 

2 조례안작성 소관실 과 。「알기 쉬운 법렁 정비기준」에 맞도록 작성 

3 초안심사 버tj-C「그lgfC 。}I고! 
。조문형식， 법규용어. 효띨맞춤법， 조문의 구성체계， 표현의 

적절성. 내용 등의 실질적 심사 

。부때영항평가{조례‘ 규칙의 제 개정의 경우) 

- 조사담당관 정럼경기팀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 등 一 기획담당관 조직팀 

。예산이 수반되거나 수반이 예상되는 자치법규 등 

4 의건조회 
소관실 과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등 

(과장결재)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협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성별영항분석평개조려|‘ 규칙의 제 개정의 경우) 

一 여성가족과 여성기획팀 

。관련부서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一 해당 실과 

。초안심사에서 보완되고 변경된 내용을 수징 후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조회 

5 의견반영 
소관실 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 

(과장결재)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부결재하고. 구비서류에 첨부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때에는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의심의를거쳐야함 

。소관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입법예고 도보게재 의뢰 

(20일 이상) 

입법예고및 소관실 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에 

5 
결과반영 (국장결재) 

작성하여 홍보 업무담당 부서에 승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부결재하고， 구비서류에 첨부 

。공정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실시 

。초안심사어|서 보완되고 변경된 내용과 의견조회 및 입법 

6 본심사 납tj4-C「그드口}드 ζ〉}「I二i
예고 결과 의견을 반영한 후 심사요구 

。소관 실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심사요구 

。문제점의 도출 및 검토. 위법성 여부를 중점심사 

。실 국 본부장 감사관 대변인의 결재툴 받은 후에 

7 
조례규칙 법제부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제출 

심의회심의 주관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위원이 배석하여 질의에 답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침조 

심사결과통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 실 ‘ 과에 통보 

8 
및반영 

법제부서 。수정의결된 경우에만 발의안을 수정 

。법무담당관이 수정안 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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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구분 처리부서 처리 내 용 

9 
심의필인 

법제부서 
。소관 실 과는 발의안 문서를 법제부서에 이관 

날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인’을 결재문서 상단에 날인 

。발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재한 원안을 

10 최종결재 소관실 과 
법제부서로이관 

。소관 실 · 괴때|서는 원안의 사본을 보관 
。자치법규안 등의 최종결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잠임 

。최종결재받은 조례발의안 전체를 상칠 양면 인쇄 

11 조례안인쇄 소관실 과 (조례안의 경우에만 해당) 

。경기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수랑만큼 인쇄 

12 조례안제출 소관실 과 。조례안 유인물을 의회업무 담당부서를 롱하여 제출 

13 
조례안심의 경기도의회 。소관 실 · 국장이 상임위원회에 제안설명， 질의에 답변 

의결 상임위원회 。질의 토론 의결 (원안가결 수정의결) 

본회의심의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이 심의결과 검토보고 

14 
의결 본회의 

。소관실 국장이 질의에 답변 

。질의 토론 의결 (원안가결 수정의결) 

조례안이송 
경기도의회 

。의결된 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의회업무 담당부서로 이송 
15 

;t‘.-끼「‘ 의회업무담당 
。의회업무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법제부서로 다시 이송 

부서 

16 공포전보고 법제부서 
。조례공포안에 관계 서류를 붙여 행정안전부에 보고 

(이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 

법제부서 
。법제부서가 조례공포 심의안을 작성함 

17 
조례규칙 

주관(소관실 ‘ 
。 경기도의회 이송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또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심의회심의 
과배석)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의요구 

。소관 실 국장이 배석하여 질문에 답변 

18 공포안결재 법제부서 。법제부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포안 결재와 서명을 받음 

19 
공포번호 

법제부서 
。공포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고 공포번호와 공포일자를 기입 

!j!O、j~ 。조례원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위 끝자어| 직인을 날인 

。조례공포문을 시행하고 소관 실 과에 문서시달 

20 
공포문시달및 법제부서 。법제부서에서는 조례공포문을 도보에 게재의뢰하고， 홍보부서에서는 

도보에게재 홍보부서 도보에 게재하여 발행 배포 

。공포번호는 조례번호로 대체하고. 별도의 공고번호 미부여 

※ 비고 

。규칙 , 위 표의 순서에서 11 . 12 . 13 . 14. 15. 17. 18을 제외하고는 조례의 경우와 같다 
。흔렁 예규 ’ 16을 제외하고 규칙의 경우와 같다. 다만 r공포」를 「발렁」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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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저1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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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펄휠i얄줄i알-

자치법규 등 입안시 검토사항 

검토항목 메모 

| 자치법규등저1 . 개정등의필요성 

1 조례(또는 규칙. 흔령， 예규)로 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전부개정(또는 일부개정， 폐지 등)이 적절한가? 

11 상위법령 등 관계법령 상충성 

[ 개정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과 조항은 정확한가? 

2. 일부개정의 경우 개정외의 부분에서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떼지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 

川 입법의도의영확성 

1 r자치입법실무」에 따른 조항호의 배치순서는 적절한가? 

2. r알기 쉬운 법렁 정비기준」등을 참고하여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하였는가? 

N 시행일 등 부칙규정 적정성 

1 조레시행시기와 시행규칙의 시행시기가 일치하도록 조치하였는가? 

2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 등의 규정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하였는가? 

3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등 관계자치법규의 동반개정은 띨요하지 않은가? 

V 의견조회， 입법예고 준수성 

1 관련부서 의견조회는 10일 이상 하였는가? 

2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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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잉톨엽|같걷1Jr:!_ [전문개정 2017.8.7.] 

등록번호 00과- 0000 

등록일자 
주무관 

00 00 00 
담당 과장 국장 

결재일자 

공개구분 비공개 

혀~ ~‘-
법제담당 

00담당 00실과장 

경기도 0000 조례안 

0000 실·국 

※ 비 고 

O 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조례」 대신 「규칙」으로 표기한다. 

0 훈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조례」 대신 「규정」으로 표기한다 

。 예규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조례」 대신 「지침」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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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0 소관 경기도 

실장 부지사 지사 



경기도 0000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나. 

2. 주요내용 

가 ... .... .. .. .... ... ... .... .. ...... ... .... .. .... ...... ... .. ... ... ... ... ...... 을 정할 (안 제O조) 

1) 문제점/현행(2"-'3줄) 

2) 개선안/제정안(2"-'3줄) 

3) 기대효과/저|정근거/상위 법렁(2"-'3줄)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정함. (안 제0조) 

(3- 2) 

경
기
도
 
법
제
사
무
처
리
 

규
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또는 00년도 예산 00원 반영) 

。 비용추계서 . 붙임 2 (또는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밖의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 O. 0 ~ O. 0 .( 일간)， (또는 생략) 

나) 여|고결과 : 의건 없음붙임 4-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또는 법적근거 . r행정절차법」 저 10조저10항저10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저14조저13항제0호)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 .( 일간) 

내협의결과 

- 부때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 5- 있는 경우 결과요약세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붙임 6- 있는 경우 결과요약세 

-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붙임 7-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3) 관계중앙부처 : 부과 

403 



(3-3)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 0000 조례안 

저11조(목적) ...... . 

저12조(정의) . 

저13조(적용) ’ 

(이하문안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 과장 
X-「l으~ . 서 o며o 

~ 

관 팀장 
-tTj- X-1띠1←j . 서 o며o 

서 
담당자 

성명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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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흩펠톨i훌뜯힐힐- [전문개정 2017.8.7.] (4-1) 

등록번호 00과 -0000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비공개 

주무관 
00 00 00 00 소관 경기도 

담당 과장 국장 실장 부지사 지사 

협조 
법제담당 

00담당 00실과장 

경
 기
 도
 
법
제
사
무
처
리
 

규
정
 

경기도 0000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0000 실 ·국 

※ 비고 

。 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조례」 대신 「규칙」으로 표기한다. 

0 훈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어|는 「조례」 대신 「규정」으로 표기한다. 

。 예규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조례」 대신 「지침」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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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00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1. 저|안이유 

가. 

나. 

2. 주요내용 

가 ... ........ … .... … .... ...... ............. ............................. ....... 변경함. (안제O조) 

1) 문제점/현행(2"-'3줄) 

2) 개선안/개정안(2"-'3줄) 

3) 기대효과/개정근거/상위 법령(2"-'3줄) 

나 .... ....... ... .. .......... ... .... ... .. .... ... …… .. ..... … ........ ………·을 정함. (안 제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1. 붙임 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또는 00년도 예산 00원 반영) 

。 비용추계서 : 붙임 3 (또는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그밖의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 . O. 0 rv 0 .0 .( 일간). (또는 생략) 

나) 여|고결과: 의견 없음붙임 4-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또는 생략근거 r행정절차법」 제0조제O항저10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저14조저13항제0호)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 .( 일간) 

나) 협의결과 

- 부때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 5- 있는 경우 결과요약세 

- 규저|심사 : 해당사항 없음붙임 6- 있는 경우 결과요약세 

- 성별영항분석 평가 등 ... (붙임 7-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3) 관계중앙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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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 00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00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영 “000조례”를 “ 6.6.6.조례”로 한다. 

저12조 중 “~”를 “~n로 한다. 

저13조저11 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에 저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음각호의 

2 .... ... . 

저15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15조(000) CD .... 

저17조저1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저11 조(시행일) 이 조례는 .. .. ...... ... ... .. ... .... .... .. ........... . .... .. …부터 시행한다. 

저12조(0에 관한 경과조치) 

실 과장 

직위 성영 
~ 

관 EC11X C3} 

-t「j 직위 성명 
서 

담당자 

성영 전화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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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경기도 조례제 로 

경기도 0000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00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 00에관한조례 

저1 1 조(목적) … .... 

저12조(정의) .. 

1. “00"이란 .. ...... ...... .... .. .. ....... ... ..... .. .. ... .... ... ................. ... ......... ......... ……말한다. 

2. " 

저13조(OO) G) ". 

@ 다음각호의 " 

2 " . 

저14조(。이 .. .. 

t:::I *' -r -_, 

저11 조(시행일) 이 조례는 ....... ... .. ... ..... . .. . .. . .... .. ..... ..... .. ...... 부터 시행한다. 

저12조(0에 관한 경과조치)" . 

실 과장 
지-，으i!l 서 o며o 

.::!::‘-

고~ ECi| xC:if 

-tTj- X-1| 으i!l • {!그f며 ζ〉

서 
담당자 

성영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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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톨팩뾰I~톨훌원- [전문개정 2017.8.7.] 
(3-1 ) 

등록번호 00과- 0000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비공개 

주무관 
00 00 00 00 소관 경기도 

담당 과장 국장 실장 부지사 지사 

동~~‘ζ-
법제담당 

。。담당 。。실과장 

경
 기
 
도
 
법
제
사
무
처
리
 

규
정
 

경기도 0000 조례 폐지조례안 

0000 실 ·국 

※ 비고 

。 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조례」 대신 「규칙」으로 표기한다. 

。 훈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조례」 대신 「규정」으로 표기한다. 

0 예규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조례」 대신 「지침」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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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 00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 제안이유 

.. ....... .... ........ 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0 이조례를떼지함 

3. 참고λf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1, 붙임 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그밖의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 O . 0 ^' O. 0 .( 일간)， (또는 생략)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붙임 3- 있는 경우 결과요약세， 

(또는 생략근거 r행정절차업」 제0조제O항제0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저14조저13항제0호)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 

나)협의결과 

.( 일간) 

- 부때영항평가 : 해당사항 없음붙임 4- 있는 경우 결과요약세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붙임 5- 있는 경우 결과요약세 

- 성별영항분석 평가 등 .. (붙임 6- 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3) 관계중앙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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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 00에 관한 폐지조례안 

경기도 00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 과장 

직위 성영 
~ 

고è! 드Ci1X C>}

-dT- 지-，으~ 서 o며 ζ3 

서 
담당자 

성영 전화 

부칙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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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훨훨흩훌뿜. [전문개정 2017.8.7.] 
(2- 1) 

등록번호 00과 -αXlO 

-?「〈-I「1고 B‘ 00 00 00 00 소관 경기도 
등록일자 CI그}C〈〉f 과장 국장 실장 부지사 

결재일자 

공개구분 비공개 

협조 
법제담당 

00담당 00실과장 

경기도 0000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0 000 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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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기도 0000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년 월 일 경기도의회가 보내 온 경기도 0000조례 전부(일부) 개정조례요뻐| 

대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 자치법」 제 0장~I 0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경
 기
 도
 

。 ... 
법
제
사
무
처
리
 

규
정
 

1. 재의요구이유 

。 ..... 

2. 점부서류 

0 경기도 0000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0 관계법령 발춰|서 

.rooo 법」 저 100조 

.rooo 법 시행규칙」 제O조 
。 그밖의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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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월톨굉|흩결톨냉걷-

조례(규칙) 제정 · 개폐상황 보고 

1 경기도 000 조려I(규칙)안 (제정 개정 - 폐지 중 선택) 

제안자 시 도지새 )，의회의원( 0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 저| 회 규제심사결과 
신설， 강화， 폐지， 완화 

중선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의결( 

의회의결일 이송일 

공포예정일 
재의요구기한 

(공포게시예정일) 

근거법령 「 법」 제 ~ 

소관부서 0000과 ※ 관련 부처 소관과 명확히 기제 

관련중앙 
0000부 

행정기관 

제정 개떼사유 
。

가‘ (인제0조) 

(1) 

주요내용 나. (안제0조) 

다. (안 제0조) 

라 (안 제0조) 

검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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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톰펠홉1흩졸3힐-

조례안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 보고 

조례영 

증류 제정( 개정( 폐지( 

제안자 도지사 시장 군쉬 의회의원( 

의결일자 이송일자 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 재의결일 재이송일자 

재의결 

요구내용 

(문제규정) 

재의결 

요구이유 

(서술식) 

재의결과 

(개조식) 

묘결상황 
재적 

며ζ그 출석 며ζ그 찬성( )반대( )그밖에( 
의원수 

특기사항 

경
 기
 도
 
법
제
사
무
처
리
 

규
정
 

415 



l흩홉힐i똘훌필톨. 

조례안 재의에 따른 제소결과 보고 

조례영 

종류 제정( 개정( 떼지( 

제안자 도지사 시장 군쉬 의회의원( 

의결일자 이송일자 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 재의결일 재이송일자 

대법원제소일 대법원판결일 

주문 

판결 

요지 

이유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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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톨떻홉~톨훌~ [전문개정 2017.8.7.] 

조례 공포문의 예시 

경기도의회 제000회 정례회(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0000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공포한다. 

경기도지사 

경
기
 
도
 

0000년 0월 0일 
법
제
사
무
처
리
 

규
정
 

경기도 조례 저1000호 

경기도 0000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0000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중 “000“을 “000"으로 한다. 

제0조저10항저10호 중 “000"을 “000"으로 한다. 

제0조저10항저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제0조저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제0조저13항부터 저1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0호서식을 삭제한다 

t:::I *1 
""ï~-;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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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품질힐11않훨월. [전문개정 2017.8.7.] 

규칙 공포문의 예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기도 00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경기도조례저100호 

경기도 0000 규칙 폐지규칙 

경기도 0000 규칙은 폐지한다. 

t::I;i;1 
"T'''"i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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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0월 0일 



훈령 · 예규 발령변호 부여대장 

.흩폭WII훌훌S월-

제명 소판부서 비고 

경
 기
 도
 
법
제
사
무
처
리
 

규
정
 

※ 비고 

。 종별 : 훈렁또는 예규 

。 구분 : 제정 · 개정 ‘ 폐지로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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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l댈lie틀훌양원- [전문개정 2017.8.7.] 

훈령 · 예규 발령문의 예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기도 0 0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렁한다. 

경기도지사 

0000년 0월 0일 

경기도조례저100호 

경기도 0000 규정 

저11조(목적) 이 규정은 . 

‘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란 .. ... .... ........ .. . .......... ................. …… .. … .. 말한다 

2. “ ”란 ..... ... ‘ ..••.. ...•.. … ... .. .... ... ..... ...... ....... ...... 말한다. 

저13조(적용) (j) . 

，~ .. . ...... …… ... . 

2 .......... ... . .. 

(이하문안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렁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고 : 예규를 발령할 때에는 「규정」 대신 「지침」으로 표기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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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헌법 및 지방자치 관련 법령 



세
빼
 
기
 

、
혁
，
 

422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 전부개정] 

전문 

대
 한
 민
 국
 헌
 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호F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 

하여 정의 인도와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공고히 하고， 모든사회적 폐습과불의를타파하며， 

지율과 조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 

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저11 장층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옹다. 

제2조 @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명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추진한다. 

제5조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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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가진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CD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히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초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저1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펑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12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히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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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퉁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 13조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 

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
 한
 민
 국
 헌
 법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제22조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저작자 ·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펼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425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27조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연제되지 아니 

한다 

@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장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 1조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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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φ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한다 

@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정한다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φ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427 



제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펼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저13장국회 

제40조 입법권은국회에 속한다 

제41조 @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200인 이상으로 한다. 

@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46조 @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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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CD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 

전보장을 위하여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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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 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대통령이 제 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 

로서 확정된다. 

@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승인된사업의 계속 

제55조 @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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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펼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펀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수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따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동의권을가진다. 

제61조 @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또는증인의 출석과증언이나의견의 진술을요구할수 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펼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φ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 

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 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제64조 @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있다. 

@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 대통령 ·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제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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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연제되지는 아니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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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정부 

저11 절 대통령 

제66조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지를 당선자로 한다. 

@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l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으로당선될수없다.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 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국민의 자유와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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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통령은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 

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한다. 

제74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펼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수있다. 

@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회복한다 

@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 77조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펼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펼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선포할수있다.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 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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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면 ·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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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초 대통령은 국무총리 ·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저12절행정부 

저1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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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관국무회의 

제88조 @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1 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 · 국민투표안 · 조약안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펑가 - 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 합동참모의장 ·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둔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펼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수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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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펼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저13관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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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 

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저14관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있다. 

@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한다 

제 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펼요한 사항은 

법률로정한다. 

저15장법원 

제101조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2조 @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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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 105조 @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대법원장과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하며 법률이 정히는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있다. 

@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φ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할수있다. 

제 107조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한다. 

제 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규칙을제정할수 있다 

제 109조 재판의 심리와판결은공개한다 다만， 심리는국가의 안전보장또는안녕질서를방해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0조 @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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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헌법재판소 

제111조 @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 

한다 

@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11 2조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입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 

한다. 

제 113조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펼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저17장선거관리 

제 114조 CD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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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 

정할수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15조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6조 CD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 

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저18장지방자치 

제117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 

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지방의회의 조직 - 권한 ·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저19장경제 

제119조 φ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 

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 

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120조 @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 수산자원 ·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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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수립한다. 

제 121조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농지의 

소작제도는금지된다.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농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 육성하여야 한다 

@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국가는 농 ·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 

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 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제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펼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 127조 @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하여야한다. 

@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대통령은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펼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저110장헌법개정 

제128조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
 한
 민
 국
 헌
 법
 

439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효력이 없다. 

제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부칙 〈헌법 제 10호， 1987.10. 29.) 

제 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 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CD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 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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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620호. 2018.4.17 .. 일부개정] 

저11 장 총칙 〈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 의사(~，議事)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CD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 18.4.17.)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l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5조(임시회) φ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 의장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공고할수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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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5조의 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Q)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시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연간국회 운영 기본일정은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작성한다. 

1. 2월 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 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8월 16일에 집회히속E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 1일까지)로 한다. 

3. 제 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웹)는 제 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전문개정 2018.4.1 7.]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Q)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정부는 제 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정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있다 

[전문개정 2018.4.1 7‘] 

저1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개정 2018.4.1 7.) 

제7조(회기) Q)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8조(휴회) φ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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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개정 2018.4. 17.) 

재개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9조(의장 · 부의장의 임기) CD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 

이 되는날까지로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 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수없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CD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직무를 대리한다 

@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 

를 대행하게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 

부의장이 모두 궐위(關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8.4.1 7.] 

제 15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CD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제 l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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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지를 당선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 7. ] 

제 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 15조 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전문개정 2018.4.17.] 

제 19조(의장 · 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20조(의장 · 부의장의 겸직 제한) Q)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수 없다. 

@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본다. 

[전문개정 2018.4.17.) 

제20조의 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φ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 

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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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제 1항 본문에 따라 딩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복귀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21조(국회사무처) (D 국회의 입법 ·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펼요한 공무원을 둔다. 

@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 

(任免)한다. 

@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펼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저1 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펼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22조(국회도서관) (D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l명과 펼요한 공무원을 둔다. 

@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연한다 

@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D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 ·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펼요한 공무원을 둔다. 

@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22조의 3(국회입법조사처) CD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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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연한다. 

@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23조(국회의 예산) Q) 국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한다. 

@ 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r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수있다. 

@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둔다. 

@ 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감액 내용 및 사유를 적어 국무회의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국무회의 1일 

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저14장 의원 〈개정 2018.4.17.)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2018.4.17.)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 .17.)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Q)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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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理)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 

하여야한다. 

@ 의장은 제 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뽑)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29조(겸직 금지) CD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 위촉되도록 정한 직 

3. r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 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 ·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호댁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r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r정당법」 제22조 제 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 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 지명 등에 따라 임명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 l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펼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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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연장할수있다. 

@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 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걸 또는 의장의 추천 

지명 등에 따라 임명 ·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또는국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방법으로공개하여야한다. 

@ 의원이 제 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비 

변상은받을수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29조의 2(영 리업무 종사 금지) CD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 l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 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 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 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연장할수있다. 

@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 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30조(수당 · 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8.4.17.] 

제3 1조 삭제 (2014.3. 18.) 

제32조(청가 빛 결석) CD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假훔)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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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 

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제 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1 

저15장 교섭단체 · 위원회와 위원 〈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33조(교섭단체) (D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 ·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휩~)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사실을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8.4.17.1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CD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둔다. 

@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提請)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 · 자격 ‘ 임면절차 · 직급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35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CD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L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사항 

나 「국회법과1 국회규칙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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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 ·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핸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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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r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 1항 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 

임위원회를정한다. 

[전문개정 20 18.4.17.]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4. 17.]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CD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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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있다.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 CD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40조의 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 

제41조(상임위원장) φ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상임위원장은 제48조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CD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 연구를 수행한다. 

@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펼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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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발언할수있다. 

[전문개정 2018.4. 17.] 

제43조(전문가의 활용) CD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펼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위촉할수있다 

@ 위원회가 제 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이나 위촉기간 동을 조정할 

수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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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규정이 준용된다. 

@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44조(특별위원회) CD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펼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 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펼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통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CD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소띨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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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입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 제 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CD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둔다. 

@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존중하여야한다 

@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저1 1항 및 

제2항， 제4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46조의 2(윤리심사자문위원회) CD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 

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 제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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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46조의 3(인사청문특별위원회) CD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 

원장및 대법관에 대한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 17.] 

국
 회
 법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CD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φ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 

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있다.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 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 제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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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 

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 

을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제49조(위원장의 직무) Q)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 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감독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 

제49조의 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기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 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정한다. 

1 위원회 개회일시 : 매주 월요일 ‘ 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전문개정 2018.4.17.] 

제50조(간사) φ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 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51조(위원회의 제안) Q)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수있다. 

@ 저1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8.4.17.)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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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적위원 4분의 l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문개정 2018.4.17.]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Q)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 . 5월(폐회 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 (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 . 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54조의 2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Q)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한다. 

@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펼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CD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4.17.] 

제57조(소위원회) CD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소관 사항을 분담 ·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펼요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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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산등을지원할수있다 

@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 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途條審훌)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 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57조의 2(안건조정위원회) (D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펼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전조정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인-건을 제58조 제 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 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 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 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 

위원회가 제 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 조정위원회는 제 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458 • 2이8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 

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85조의 2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CD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제 57조 제2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 제 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 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 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들을수있다-

@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수있다. 

@ 제 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58조의 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CD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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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 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펼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 제 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8.4.17.l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 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 20일 

3. 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전문개정 2018.4.17.] 

제59조의 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4.17.l 

제60조(위원의 발언) CD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있다. 

[전문개정 2018.4. 17.l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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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8.4.17.] 

제63조(연석회의) CD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함5폐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63조의 2(전원위원회) φ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지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동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원委쉴會)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펼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있다 

@ 전원위원회는 제 1항에 따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 전원위원회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l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그 밖에 전원위원회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17.] 

제64조(공청회) CD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이 펼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 제6항에 따른다. 

@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 일시 장소 -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진술인의 선정，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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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청문회) Q)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 

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 제6항에 따른다-

@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 , 일시 장소 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할수있다. 

@ 청문회에서의 발언 ‘ 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그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65조의 2(인사청문회) Q)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 

(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디)를 연다. 

@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디 

1. 대통령이 임명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효F국방송공사 

사장의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명히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 제 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 

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 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 1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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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제 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 17.)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Q)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저1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 

@ 저11항의 안건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국
 회
 법
 

첨부를생략할수있다. 

@ 의장은 저1 1항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 .17.J 

제67조(위원장의 보고) Q)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봉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 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장이 제 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전문개정 20 18.4. 17.]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 18.4 . 17.) 

제69조(위원회 회의록) Q)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함)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 · 정부위원 또는 증인 , 감정인 · 참고인 ,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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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CD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한다. 

@ 위원장은 제 1항의 문서를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한다. 

@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의원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 배포 

할수있다 

@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이를 정한다. 

@ 제 l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펼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讓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저16장 회의 〈개정 2018.4.17) 

저11 절 개의 산회와 의사일정 〈개정 2018.4.17)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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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8.4.17.] 

제73조(의사정족수) CD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의장은 제72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 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74조(산회) (1)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 산회를 선포한당일에는회의를다시 개의할수없다. 다만. 내우외환， 천재지변또는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히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4.17.] 

제75조(회의의 공개) (1)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歲)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4.1 7.]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1)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 저1 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 17.] 

제76조의 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 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 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 개의일 오후 2시 

[전문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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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웹IJ~義)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 

한다. 

[전문개정 2018.4. 17.]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저12절 발의 · 위원회회부 · 철회와 번안(歸案) <개정 2018.4.17.)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D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 

(셈많)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79조의 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D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 제 l항에 따른 위원 

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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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펼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79조의 3(조세특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명가 자료의 제출) Q)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 연구 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팔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제출을 

생략할수있다. 

@ 제 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펼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φ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의안 목록 국회의 주요 행사.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을 적은 국회공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일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국회공보의 발간.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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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φ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을 떼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의장은 발의되거나 .7<1l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 

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있다. 

@ 의장은 저1 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Q)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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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 17.] 

제82조의 2(입법예괴 φ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홍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L 긴급히 입법을하여야하는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펼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 입법예고의 시기 - 방법 , 절차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Q)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전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의장이 제 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소관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 .17.] 

제83조의 2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Q)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히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1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 20일의 범위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정 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 소관 위원회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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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를할수있다 

@ 제 1항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펼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CD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시를 하여 그 결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듣는다 

@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 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 정보위원회는 저11항과 저1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인과 결산 r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 1항 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핍 l국)을 설치할 경우 

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할수있다 

@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 .17.) 

제84조의 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CD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 제 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확정한다. 

국
 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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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국가재정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둥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저1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 

제 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히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 · 

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 · 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날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 .17.] 

제84조의 3{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 

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Q)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저1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확정한다. 

@ 저1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준용한다. 

l전문개정 2018.4.17.] 

제85조(심사기간) Q)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전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 

기간을지정할수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 제 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 처리) φ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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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화!講)(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 리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제 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본다. 

@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 제 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히-여 저1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CD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 

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 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시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시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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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지정한다. 

@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8.4.17.] 

제86조(체계 · 자구의 심사) (ù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의장은 제 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 

기간을지정할수있다. 

@ 법제사법위원회가 제 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제행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ù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펼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한다 

@ 제 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전문개정 2018.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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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폐j譯)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의제가된다. 

[전문개정 2018.4.17.]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90조(의안 , 동의의 철회) CD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就훨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4. 17.] 

국
 회
 법
 

제91조(번안) CD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觸案動構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就휩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제3절 의사와 수정 〈개정 2018.4.17.) 

제93조(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시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93조의 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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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전문개정 2018.4.17.]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95조(수정동의) φ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표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4.17.)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CD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l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펼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힐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 17.] 

제98조(의안의 이송) CD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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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CD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펼요한 사헝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 부령 · 훈령 , 예규 , 고시 등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저14절 발언 〈개정 2018.4.1 7.) 

제99조(발언의 허가) CD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기를 받아야 한다. 

@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꿀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수있다. 

@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00조(발언의 계속) CD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談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01조(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 

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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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廳觀)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04조(발언 원칙) CD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한 번씩 실시 

하되. 전반기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다. 

@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시간을 정하여 교섭단체 

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수 있다. 

@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협의하여 정한다 

@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수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05조(5분자유발언) φ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여러 건 있는 경우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중에 

5분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06조(토론의 통지) CD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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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 뭇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저1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06조의 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CD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저1 1헝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의원은 제 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원 1명당한차례만토론할수 있다 

@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l 이상의 서 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終結휠섬義)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저1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저1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 예산안등과 제85조의3 저1 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 1항 

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 

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 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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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CD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저15절 표결 〈개정 2018.4. 17.) 

제 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10조(표결의 선포) CD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CD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참가할수있다. 

@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12조(표결방법 ) CD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햄겸義)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 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한다. 

@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 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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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에서 실시히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제 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 

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l 

국
 회
 법
 

제 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14조(기명투표 ‘ 무기명투표 절차) (D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짧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 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 

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14조의 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투표한다. 

[전문개정 2018.4. 17.l 

저17장 회의록 〈개정 2018.4.17.) 

제 115조(회의록) (D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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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관한사항 

5. 의원의 이동(異動) 

6. 의석의 배정과변동 

7. 의안의 발의 ‘ 제출 · 회부 · 환부 ‘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 수 

14. 기명투표 · 전자투표 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답변서 

17.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 리보고서 

19.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8.4.1 7.] 

제 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때에는의장의 허가를받아야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CD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 

할수없다. 

@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 1항과 

같다. 

@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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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8.4.17.] 

제 118조(회의록의 배부 · 배포) φ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원이 제 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저\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 . 

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 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저18장 국무총리 · 국무위원 · 정부위원과 질문 〈개정 2018.4.17.) 

제 119조(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입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 

위원인 공무원을 임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0)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 

하려면 미리 의장이나위원장의 허가를받아야한다. 

@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0)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하여야 한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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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CD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 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 7.) 

제 122조의 2(정부에 대한 질문) CD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히 되 ，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협의하여 정한다 

@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 

되도록송부하여야한다 

@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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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2조의 3(긴급현안질문) CD 의원은 20명 이상의 한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 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펼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연장할수있다. 

@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수없다. 

@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 12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저19장 청원 〈개정 2018.4.17.) 

제 123조(청원서의 제출) CD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CD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 

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통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전문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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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5조(청원 심사 · 보고 등) CD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설명하여야한다 

@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펼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 경험이 있는 사람 

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있다.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CD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 정부는 제 l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개정 2018.4.17.) 

제 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27조의 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통) φ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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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 

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수있다. 

[전문개정 2018.4. 17.l 

제 127초의 3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통) Q)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 

f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 

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해당 조시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국
 회
 법
 

제128조(보고 · 서류 등의 제출 요구) Q)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 영상물 

(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제 l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수있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 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 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 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바에따른다. 

[전문개정 2018.4.17.l 

485 



제 128조의 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29조(증인 ·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CD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제 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4.17.] 

제11장 탄핵소추 〈개정 2018.4.17.) 

제 130조(탄핵소추의 발의) φ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본회의가 제 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 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CD 법제사법위원회가 제 130조 제 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CD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 정본(iE木)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이햄本)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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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제1 2장사직 · 퇴직 · 궐원과자격심사 〈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 135조(사직) (D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수있다 

@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4.1 7.) 

제 136조(퇴직) (D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1 

제 137조(궐원 통지)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1 

제 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1 

제 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D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 7.1 

제 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D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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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수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Q)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 17.] 

제 142조(의 결) Q)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 

하여야한다 

@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저1 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송부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13장 질서와 경호 〈개정 2018.4.17.) 

제 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44조(경위와 경찰관) φ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響衛)를 둔다. 

@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Q)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 제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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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J 

제 146조(모욕 퉁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J 

제 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 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J 

제 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48조의 3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φ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 상엽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국회운영위원회는 제 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펼요한 사항을 심의 

한다. 

@ 제 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 대상，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J 

제 149조의 2(중계방송의 허용 등) CD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 제 1항의 녹음 -녹화 ·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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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52조(방청의 허가) φ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펼요할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 17.]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Q) 흉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의장은 펼요할 때에는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 

[전문개정 2018.4 .1 7.] 

제 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Q)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저114장 징계 〈개정 2018.4.17.) 

제 155조(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 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제5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 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 1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490 • 2018 지방의회 관련 업규집 



또는복사하게하였을때 

7. 제 1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 145조 제 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 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 

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 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 145조 

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 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 

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 

는행위를하였을때 

14. r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r공직자윤리법」 제 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6. r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 156조(정계의 요구와 회부) CD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 

(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 의장은 이를 윤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저1 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 제 155조 제 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 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 

야한다. 

[전문개정 2018.4. 17.] 

제 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CD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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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 155조제 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 156조 제 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 156조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 156조 제5항의 경우 :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 제 156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 · 제4항 및 제6항에 따 

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 

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58조(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61조 삭제 (2010.5. 28.) 

제 162조(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8.4‘ 17.] 

제 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CD 제 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 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 저]l항에도 불구하고 제 155조 제8호 · 제 10호 또는 제 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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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l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 

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 

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 제 1항제 1호 · 제2호 및 제2항제 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55조 제 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전문개정 2018.4.17.) 

국
 회
 법
 

제 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 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4.17.) 

제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CD 제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 은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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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7조(확정판결 통보) 제 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 

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 17.] 

제16장 보칙 〈개정 2018.4.17.> 

제 168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 169조(규칙 제정) CD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이 법과 제 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부칙 〈법률 제4010호， 1988.6.15.> 

φ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국회도서관법이 제정 ·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37호， 1990.6.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385호. 1991.5.31) 

CD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 139조 내지 제142조 

저\ 156조 내지 제 163조(윤리심사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 155조 

제 1항 · 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 

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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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4542호. 1993.3.6.) 

CD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시행일로한다. 

@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 문화공보위원회 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 · 문화체육공보위원회 · 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761호. 1994.6. 28.) 

국
 회
 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CD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 - 부의장， 상임위원 ·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 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 , 제40조 · 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 ·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 · 

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 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943호. 1995.3.3.) 

CD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재무위원회 · 상공자원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 노동환경위원회 · 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 · 행정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154호. 1996.8.8.) 

CD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1조의 규정에 

의한시행일로한다. 

@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293호. 1997. 1.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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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5530호， 1998.3.18.> 

0)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7조제 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 

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무위원 

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산업자원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 

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 

으로한다. 

부칙 〈법률 제6266호， 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590호， 2001. 12.31.) (기금관리기본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0) 내지 @생략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 2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결산의 회부 등) φ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 、 확정한다. 

@제 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 

을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57호， 2002.3.7.) 

0)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 

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부칙 〈법률 제6855호， 2003.2.4.)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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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φ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 1항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 l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 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국
 회
 법
 

부칙 〈법률 제6930호 2003.7. 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3 11호， 2004. 12.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 

제2조 내지 제 14조 생략 

제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 CD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 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 내지 @생략 

제 16조생략 

부칙 〈법률 제7614호， 2005.7.28.)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빛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 

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 

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CD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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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 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 

은 조 제 l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 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CD 내지 @생략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4조제2항 · 제3항. 제 150조 본문 빛 제 1 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 

원”으로한다 

저1154조제 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 내지 @생략 

제41조생략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l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 10조 생략 

제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CD 내지 @생략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r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r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 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 1항”을 "r국가재정법」 제68조제 l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r국가재정법」 제 70조제2헝”으로"통법 제9조” 

를 ”동법 제 73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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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59)생략 

제 1 2조생략 

부칙 〈법률 제8134호， 200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261호， 2007.1. 24.) 

이 법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685호， 2007.12.14.) 

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7호， 2008.2.29.)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Q) 및 @ 생략 

@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7조제 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8867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Q) 생략 

@ 국회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 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 1 2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129호‘ 2008.8.25.)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
 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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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CD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1 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 10047호， 2010.3.12.) 

CD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 10328호， 2010. 5.28.) 

CD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1 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 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및제3조생략 

저~4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 1항제 13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생략 

부칙 〈법률 제 10652호， 2011. 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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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 11453호. 2012.5.25.) 

이 법은 201 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및 제 106조의2제 10항의 개정규 

정은 20 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5.22.) 

부칙 〈법률 제 114 16호.2012.3.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제 l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국
 회
 법
 

부칙 〈법률 제 11717호. 2013.3.23.)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지식경제 

위원회 ，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 ‘ 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 

안은 제37조제 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CD r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r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 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 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 12조제 l항， 제 1 5조 

저\1항 각호 외의 부분. 제 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 

원회”로한다 

부칙 〈법률 제 11820호. 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 12108호 . 2013.8.13.)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9조. 제29조의2. 제46조의2.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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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36조， 제 1 55조， 제 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D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 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은 제외하며 제29조의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3호의 직을 포함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 1호 또는 제2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 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 

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직을 신고하 

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D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 

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영리업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부칙 〈법률 제 12422호. 2014.3. 18.) (특별감찰관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φ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 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 

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 생략 

부칙 〈법률 제 12502호. 2014.3.18.)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7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 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 12582호.20 14 . 5.14.)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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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 12677호. 2014.5 .28.) (방송법) 

제2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CD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 l호(법률 제 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 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효댁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호택은행 총재 ‘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한다 

@ 생략 

국
 회
 법
 

부칙 〈법률 제 12845호. 2014.1 1. 19.) 

제 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1조의 규정에 

의한시행일로한다. 

제2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 ‘ 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 l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 14376호. 2016.12.16.)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 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 14840호.20 1 7 . 7.26.)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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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것으로본다-

제3조(법률안 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 ‘ 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저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j)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 1항. 제6조제2항， 제 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 12조 

제 1항， 제 15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 15620호.2018.4 . 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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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이 7.7.26.] [법률 저114839호， 2이 7.7.26., 타법개정] 

저11 장총강(總鋼) 

지
 방
 자
 치
 법
 

저11 절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D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5.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군， 구 

@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 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 

단체를설치할수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멸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관할) CD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특별시 .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파l隔)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5.30.> 

@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 · 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 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11 .5.30.) 

@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 면을두되. 자치구가아닌 구를둘경우에는그구에 읍 면 동을둘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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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i)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바꾸거나지방자치단체를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 .1.> 

@ 제 l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r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4. 1.. 2010.4.15 .. 201 1. 7.14 .. 2013.3.23 .. 

2014.6.3 .. 2014.11.19 .. 2017.7.26.> 

1. r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r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동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 저13항제 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 

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 

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 

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 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 

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 2010.4.15 .. 2011.7.14 .. 2013.3.23 .. 2014.6.3 ‘ 2014.1 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 

절차법」 제42조 ·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 .. 2013.3. 23 .. 2014.11.19 

2017.7 ‘ 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 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 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2013.3. 23 .. 2014.1 1.19 .. 2017.7.26‘>

@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펼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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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 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9.4. 1.. 2013.3.23 .. 2014.11 .19 .. 2017.7. 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 2013.3.23 ‘ 2014.11 .19 .. 2017.7.26.> 

제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 변 · 동 등의 명칭과 구역) φ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26.> 

@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 면”이 라 한다)을 

따로둘수있다. 

@ 동 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 ‘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 ‘ 리(이하 ”행정동 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행정동 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1 

지
 방
 자
 치
 법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예치 · 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CD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 

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 저1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 · 도 

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4.1.. 2011 .5.30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φ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 면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 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 행정동 

(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 1.) 

@ 제 l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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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 · 읍의 설치기준 등) CD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웹}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 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이상의 도시 형태를갖춘 지역이 있는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 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 

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L 군사무소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 시 읍의 설치에 관한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1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φ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CD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제1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 2007.5.17 .. 2009. 12.29 .. 2011. 7. 14 .. 2017.4.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 · 관리 

다. 산하(짧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 감독 

미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회계감사와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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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盧管理)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第)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심신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 화장장(火裵場) 및 봉안당의 운영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홍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潤池.) . 보(狀)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 · 임소떨 · 축산물 ‘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농업자재의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 , 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지도 

바. 농가부업의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육성 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랴. 지방도(地方道) , 시군도의 신설 개수(改修)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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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 -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 

지도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체육관 -박물관 · 공연장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 · 

문화시설의설치 및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 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 예술의 진홍 

마.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 ‘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제 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1)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저1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 , 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 ‘ 도 단위로 통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 · 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 조정 등의 사무 

마， 시 · 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가 공통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 ·군및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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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에서 시 · 도가 처 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수 있다 

@ 제 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 · 도와 시 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 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 리한다. 

제 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 ‘ 일반 

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둥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시험 ·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 

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 려운 사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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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주민 

제 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 13조(주민의 권리) G)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 

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주민투표) G)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G)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r공직선거법」 제 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16조 

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 · 도와 제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l 이상 70분의 1 이하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l 이상 20분의 l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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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뽑)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r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r출입국관리 법」 제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 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1. 법령을위반하는사항 

2.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 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 , 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2011.7.1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 

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뭇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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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 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 

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4.1.> 

@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 1.> 

제 15조의 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정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 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의견을첨부할수있다 

@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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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주민의 감사청구) (D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 도는 500명 . 제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 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펠暑)로， 시 

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 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정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 17조제 1항에 따라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사항에 대하여 제 17조제2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판결이확정된사항 

@ 제 l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딘체의 장에게 

서 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51 3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21.) 

@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주어야한다 〈개정 2011 .7.14.) 

@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연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 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주무부장관이 나 시 ,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9.4.1.) 

제 17조(주민소송) CD 제 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 임차 , 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 · 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괴 관련이 있는 위법힌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 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경우 

2 제 16조제3항 및 저1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 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r1 。
' 61 

3. 제 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딘체의 장이 이행 

하지아니한경우 

4 제 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사실의 위법 확인을요구하는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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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 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 저1 2항제 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제 1항제 1호의 경우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 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2. 제 1항제2호의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 1항제3호의 경우 · 해딩 조치를요구할때에 지정한처리기간이 끝난날 

4 제 1항제4호의경우 해당이행조치결과에대한통지를받은날 

@ 저1 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 띤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없다 

@ 소송의 계속(짧렘)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 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연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 

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2항저1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 168조제 1호에 

따른청구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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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빛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 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 

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소송으로본다. 

@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 

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G)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 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 17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하여야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 19조(변상명령 등)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변/씹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저1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r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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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민소환) CD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 청구요건 ,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21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의무를진다. 

저13장조례와규칙 
지
 방
 자
 치
 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 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 · 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펼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 

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CD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v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薦휩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저1 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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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 14.) 

@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14) 

제27조(조혜위반에 대한 과태료) φ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09.4.1.) 

@ 삭제 (2009.4. 1.) 

@ 삭제 (2009.4. 1.) 

@ 삭제 (2009.4. 1.)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 ·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 .11.19 .. 2017.7.26.) 

저14장 선거 

제29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법률로정한다. 

저15장지방의회 

저11 절 조직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개정 20 14.1 .21.) 

제3 1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한다. 

저12절지방의회의원 

제32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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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CD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따)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저1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 1.)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상해 · 사망 등의 보상) CD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저1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겸직 둥 금지) CD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r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r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호댁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r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들 조합 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 ‘ 금고의 중앙회장 

이나연합회장 

7. r정당법」 제 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법령에따라공무원의신분을가지는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r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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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 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 1.>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 1.) 

제36조(의원의 의무) Q)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아니 된다. 

제37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Q) 체포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의장에게 이를알려야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ù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권한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Q)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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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따로정할수있다 

제40조(서류제출요구) CD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제 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저1 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 제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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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CD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 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저1 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있어야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 도의회와 시 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 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 1. 7.14) 

@ 저1 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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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펼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CD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조사 결과를처리한다 

@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멸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 

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수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있다. 

@ 저]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정한다. 

제 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정할수있다. 

저14절소집과회기 

제44조(정례회) CD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임시회) CD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 사무국장 사무 

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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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개회 · 휴회 · 혜회와 회의일수) φ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정한다. 

@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절의장과부의장 

지
 방
 자
 치
 법
 

제4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D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 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 · 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1.7.14.)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7.14)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쐐)를 정리하며 .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52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53조(보궐선거) (D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關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호써l 따른 선거 

(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징 2011.7.14)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CD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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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절위원회 

제56조(위원회의 설치) CD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 

으로 심사 처 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둘수있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괜l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심사한다. 

제59조(전문위원) CD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를 한다.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CD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방청할수있다 

@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펼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CD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수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펼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 

한다. 

저17절 회의 

제63조(의사정족수) CD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1랩談)한다. 

@ 회의 중 제 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 

포한다. 

제64조(의결정족수) CD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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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의 2(표결의 선포 퉁) (D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 

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 .]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CD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14.) 

[제목개정 2011.7.14.] 

지
 방
 자
 치
 법
 

제66조(의안의 발의) CD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 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14.) 

@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 11. 7.14 .) 

제66조의 2(조례안예고) CD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66조의 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 11.7.14.]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걸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 

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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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 

할수없다. 

저11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CD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한다 

@ 제 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直系 

尊E휩園)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펼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정한다. 

제72조(회의록) CD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한다. 

@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 

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저18절 청원 

제73조(청원서의 제출) CD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 · 처리) CD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펼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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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Q)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저19절 의원의 사직 · 토|직과 자격심사 

제77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허가할수있다. 

지
 방
 자
 치
 법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Q)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시를 청구할 수 있다. 

@ 피심의원(被審歲월)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 

에는참가할수없다 

제80조(자격상실의결) Q) 제79조제 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피심의원은 제 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1조(궐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關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저110절 질서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φ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제 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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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Q)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있다.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밍F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뺑이나 단상(~많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Q)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 펼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수있다. 

@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 1항부터 저1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펼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정한다. 

제11 절 징계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수있다. 

제87조(정계의 요구) φ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띤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 제83조제 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정계의 종류와 의결) Q)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 

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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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D 시 , 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 시 ’ 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 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D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 

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 2013.7.16.> 

1. 별정직공무원 

2. r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지
 방
 자
 치
 법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D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 리한다. 

@ 사무직원의 임용 , 보수 복무 신분보장 · 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저16장집행기관 

저11 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저11관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11. 5.30.>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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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겸임 등의 제한)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 

할 수 없다 〈개정 2009.4. 1.) 

l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r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이들 조합 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r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 97조(지방자치단체의 혜치 · 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 

단체를 통 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 26.) 

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 

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 

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제9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제 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CD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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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 , 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 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 2017.7. 26.)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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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관권한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 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 · 도와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 ·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 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 104조(사무의 위임 등)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05조(직원에 대한 임변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하고 법령과조례 

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사항을 처리한다 

제 106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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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 

부터 20일 이 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 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덩fi:)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 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 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 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 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 10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 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 

(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저12절보조기관 

제 110조(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 CD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30.>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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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1명으로 한다. 

@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 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1,5,30'> 

@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지사는 시 -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마쳐야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 시 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 1항제 1호와 제2호에 따라 시 · 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 부지사를 3명 두는 시 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담당하게 할수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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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 ,5,30'>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r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직무를대리한다. 

@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 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2011. 5, 30, 법률 제 10739호에 의하여 2010,9,2,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 1항제3호를 

삭제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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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CD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둔다. 

@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복무 · 신분보장 ·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법률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 

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저13절소속행정기관 

제 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 

으로 정히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 

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 

로설치할수있다. 

제 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펼요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펼요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16조(합의제행정기관) CD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 

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 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CD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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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하부행정기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제 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 · 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저14항에 따른 행정면 · 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 1.> 

제 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CD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 읍장 연장 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한다 

제 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 읍장 · 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 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 

면 , 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 

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연 - 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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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 121조(교육 · 과학 빛 체육에 관한 기관) CD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 제 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저17장재무 

저11 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 122조(건전재정의 운영) CD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한다. 

@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 

체에 넘겨서는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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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 .21.) 

1. r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 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 · 조성 · 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1.) 

제 123조(국가시책의 구현) φ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정한다. 

제 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멸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저12절예산과결산 

제 125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126조(회계의 구분) Q)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 127조(예산의 편성 빛 의결) φ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 

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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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의 예산안을 시 ‘ 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의회 

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하려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 128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펼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129조(예비비) CD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세입 ‘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0조(추가경정예산)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 1항에 관하여는 제 127조제3항과 저1 4항을 준용한다. 

제 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 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 131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CD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한다. 

@ 제 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펼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 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33조(예산의 이송 · 고시 통) φ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 도에서는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 ,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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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제 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제 134조(결산)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 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 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괜l게， 시 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 도지써l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 제 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CD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 

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 저11항의 결산은 제 134조제l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 ‘ 7.14.] 

제3절수입과지출 

제 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 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다. 

제 137조(수수료) CD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저1 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 

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정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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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D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으로 통일할 펼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저1 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 140조(사용료 등의 부과 정수. 이의신청) (D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징수하여야한다. 

@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저1 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저1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 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 2016.12.27.) 

제 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펼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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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 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D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펼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하여 팔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 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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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3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 · 

양여텅露與) . 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44조(공공시설) CD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 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저1 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 

할수있다 

저15절보칙 

제 145조(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펼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 · 운영) φ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 복지증진과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저1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저11 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 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 

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 조정 ·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 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CD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제 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 23 .. 2014. 11.19 .. 2017 7.26.)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제 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 1 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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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2017.7. 26.)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 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띤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 7.7.26.) 

@ 제4항의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펼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 7.7.26.)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 1항의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 

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동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 .26.) 

(J)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70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4.11.19" 2017.7. 26.) 

제 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CD 제 148조제 l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지1 1햄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 

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 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 7.7.26.)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 의결한다. 

1 시 · 도간또는그장간의 분쟁 

2. 시 · 도를 달리하는 시 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 도와시 군 및 자치구간또는그장간의 분쟁 

4. 시 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 - 도를 달리하는 시 -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 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 의결한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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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 도 

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i)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 151조(사무의 위탁) (i)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 도나 그 장이연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시 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 ,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 l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벙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펼요힌 사항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 1항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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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행정협의회 

@ 사무가 위닥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ï)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도가 구성원이연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시 -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 14.11.19 .. 2017.7.26.) 

@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각각거진 다음고시하여야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 .19 ..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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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3조(협의회의 조직) (ï)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 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펼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펼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6조(협의사항의 조정) (ï)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힘經) 요청을 하면 시 · 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 · 군 빛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 군 빛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 .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제 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 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 ‘ 3. 23 .. 2014 .1119 ..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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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j)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 156조저1 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본다. 

제 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빛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 152조제 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저1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 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j)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펼요가 있을 때에는 규믿t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도는 행정안 

전부장관의 ， 시 -군 및 자치구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 ·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 2014.11.19 .. 201 7.7. 26.>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 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CD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 

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 1항과 제96조제 1항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 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j)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 

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히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 의결한다.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시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 139조제 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딘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 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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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펼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 · 감독) Q) 시 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 도지사의. 2차로 행정 

안전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 군 및 자치구가 2 

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제 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Q)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 159조제 1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딘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저1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 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φ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 · 도지사 

2. 시 도의회의 의장 

3.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4 시 군· 자치구의회의 의장 

@ 저11항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모두참가하는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 제1헝에 따른 협의체나 제챙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 

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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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 ,7,14 ,, 2013,3,23" 2014,11 ,19" 2017‘ 7,26.)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1 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괴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 

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14" 20 13,3,23" 2014 ‘ 11 ,19" 2017,7,26.) 

@ 제1항에 따른협의체나제2항에 따른연합체는지방자치와관련된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폐지가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연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 , 7, 14.) 

@ 제 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14.) 

저19장 국가의 지도 · 감독 

제 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CD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 이를 위하여 펼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국가나 시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펼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67조(국가사무나 시 · 도사무 처리의 지도 · 감독) CD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 

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 , 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l차로 시 · 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 시 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 ·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받는다. 

제 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CD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 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14.)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 1. 7, 14.)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신설 201 1. 7,14" 2013,3,23" 2014 ,11 ,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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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제 169조(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시정) G)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 

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지
 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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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D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히는 국가위임사무나 시 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 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띤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 

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D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08.2. 29 .. 2010.6. 8.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 1항에 따라 감시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 2013.3.23 .. 2014.11.19 .. 20 17.7.26.) 

제 171조의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D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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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1 1.19 .. 2017.7.26.) 

1. 제 16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 17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 제 167조. 제 171조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 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CD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펼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 

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저1 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 

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제 l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 

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 14.11.19 ..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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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i씨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개정 2011.5. 30.) 

제 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 174조(특례의 인정) φ 서울특별시의 지위 -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및 행정 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제 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 · 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지
 방
 자
 치
 법
 

부칙 〈법률 제8423호. 2007.5.11 .)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 12조제 2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소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소송은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 

중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 15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27일 

이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 · 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 13조의3 및 제 1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 · 개폐 빛 감사청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 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 

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 1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당시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법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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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본다. 

제9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 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 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1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행위로본다. 

제 11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j)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 149조제 1항”을 "r지방자치법」 제 159조제 1항”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제3항 중 "r지방자치법」 제35조제 1항제6호”를 "r지방자치법」 제39조제 1항제6호”로 한다 

@ 공직선거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92조제4항 본문 중 ”제 70조(의원의 퇴직)"을 ”제 78조(의원의 퇴직)"으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r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 제102조제5항”을 "r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 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 1호 중 ”제 154조의 2"를 ”제 165조”로 한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 1호 중 "r지방자치법」 제 129조”를 "r지방자치법」 저1138조”로 한다 

@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 104조”를 "r지방자치법」 제 113조”로 한다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 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 1항”을 "r지방자치법」 저1 48조제 1항”으로 한다.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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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 14호 중 ”지방자치법 제 129조”를 "í지방자치법」 제 1 38조”로 한다. 

@ 부패방지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 13조의4"를 "í지방자치법」 제 16조”로 한다.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1 1조 중 ”지방자치법 제 161조”를 "í지방자치법」 제 174조”로 한다. 

제4조제 1항 중 ”지방자치법 제 115조제 1항”을 "í지방자치법」 저11 24조제 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 158조”를 "í지방자치법」 제 171조”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조제 1항 중 "í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및 저183조제2항(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 2항제 

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 제 101조제 1항 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 제6항， 제 

102조제 1항 · 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 제 104조 내지 제 106조”를 "í지방자치법」 제90조 

제3항 및 제91조제2항(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 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 

110조제 1항 · 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 112조제 1항 -제2항(직급기준은 제외 

한다) . 제 113조부터 제 1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í지방자치법」 제 101조제2항”을 

"í지방자치법」 제 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í지방자치법」 제 13조의3제 1항”을 "í지방자치법」 제 15조제 1항”으로 한다. 

제 35조제2항 전단 중 "í지방자치법」 제 101조의2제4항 

"í지방자치법」 제 101조의2제5항”을 "í지방자치법」 제 1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딘 중 

"í지방자치법」 제 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을 "í지방자치법」 제 111조제4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으로 한다 

제44조제 l항 중 "í지방자치법」 제 101조제2항”을 "í지방자치법 」 제 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 1항 중 "í지방자치법」 제50조”를 "í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46조제 1항 중 "í지방자치법」 제32조”를 "í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한다. 

제47조 중 "í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을 "í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 52조제 1항 중 "í지방자치법」 제 102조제2항”을 "í지방자치법」 제 112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 1항 본문 중 "í지방자치법」 제 104조”를 "í지방자치법」 제 113조”로 한다. 

저166조제 1항 중 "í지방자치법」 제 158조”를 "í지방자치법」 제 171조”로 한다. 

제79조 중 "í지방자치법」 제50조”를 "í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저180조제 1항 중 "í지방자치법」 제 26조의 2"를 "í지방자치법」 제31조”로 한다 

제83조제 1항제 1호 중 "í지방자치법」 제33조제 1항제 1호 · 제3호 내지 제6호”를 "í지방자치법」 

제35조제 1항제 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í지방자치법」 제58조제 1항”을 "í지방지치법」 제66조제 1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í지방자치법」 제 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í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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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중 "r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r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94조 전단 중 "r지방자치법」 제91조”를 "r지방자치법」 제 100조”로 한다. 

제95조제 1항 전단 중 "r지방자치법」 제 13조의3. 제 13조의4， 제 97조 내지 제99조， 제 140조 

및 제 141조”를 "r지방자치법」 제 15조， 제 16조 제 106조부터 제 108조까지. 제 148조 및 제 

151조”로 한다. 

제 103조 전단 중 ''r지방자치법」 제 115조제 1항”을 "r지방자치법」 제 124조제 1항”으로 한다 

제 104조 전단 중 ''r지방자치법」 제 115조”를 "r지방자치법」 제 124조”로 한다. 

저1 123조제 1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57조”를 "r지방자치법」 제 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59조”를 "r지방자치법」 제 172조”로 한다 

저1173조제3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33조제2항”을 "r지방자치법」 제 142조저12항”으로 한다. 

제 234조제5항 전단 중 'T지방자치법」 제35조제 1항제6호”를 "r지방자치법」 제 39조제 1항 

제6호”로 한다 

제2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r지방자치법」 제 115조”를 ''r지방자치법」 제 124조”로 

한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r지방자치법」 제 13조의8"을 "r지방자치법」 제2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01조의2제4항”을 "r지방자치법」 제 111조제4항”으로 "r지방 

자치법」 제 101조의2제5항”을 "r지방자치법」 제 111조제5항”으로 한다 

@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지방자치법 제 1 3조의 2"를 "r지방자치법」 제 14조”로 한다. 

@ 지방공기업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 130조제2항”을 "r지방자치법」 제 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 1항제6호”를 "r지방자치법」 제39조제 1항제6호”로 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85조”를 ”제93조”로 한다. 

제5조제 1항 중 ”제 104조”를 ”제 113조”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 101조제6항”을 "r지방자치법」 제 110조제6항”으로 한다 

훌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 149조제 1항”를 "r지방자치법」 제 159조제 1항”으로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 l항제 1호 중 "r지방자치법」 제33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6호”를 ''r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제 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 12조 전단 중 "r지방자치법」 제 55조‘ 제 56조”를 ''r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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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제3항 중 ”제 19조저1 2항”을 ”제 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r지방자 

치법」 제 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r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 1항제 1호 중 "r지방자치법」 제56조”를 "r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 31조 전단 중 "r지방자치법」 제 101조의2"를 "r지방자치법」 제 111조”로 한다. 

@ 지방분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6조제 1항 중 ”지방자치법 제 154조의2"를 "r지방자치법」 제 165조”로 한다. 

제 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 154조의 2"를 "r지방자치법」 제 165조”로 한다 

@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저]l항제 14호 중 ”제 149조제 1항”을 ”제 159조제 1항”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r지방자치법」 제 133조”를 "r지방자치법」 제 142조”로 한다 

제 1 7조제2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49조”를 ''r지방자치법」 제 159조”로 한다. 

제 18조제 l호 중 "r지방자치법」 제 115조”를 "r지방자치법」 제 124조”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 1항제3호 중 ''r지방자치법」 제 149조”를 "r지방자치법」 제 159조”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1 1조 중 "r지방자치법」 제 103조제4항”을 "r지방자치법」 제 1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 1호 중 "r지방자치법」 제 101조”를 ''r지방자치법」 제 110조”로 한다 

@ 지방재정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제4항 전단 중 "r지방자치법」 제 149조”를 ''r지방자치법」 제 159조”로 한다 

제 13조제 1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15조제3항”을 "r지방자치법」 제 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33조제 1항”을 ''r지방자치법」 제 142조제 1항”으로 한다. 

제46조제 l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22조”를 ''r지방자치법」 제 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r지방자치법」 저1125조제 1항”을 "r지방자치법」 제 134조제 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r지방자치법」 제 142조”를 "r지방자치법」 제 152조”로 한다. 

@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 중 ”지방자치법 제 102조”를 "r지방자치법」 제 112조”로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r지방자치법」 제 149조”를 각각 "r지방자치법」 제 159조”로 한다. 

제 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또는 그 규 

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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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둥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Q)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 1호차목 중 ”호적 ”을 ”가족관계등록”이라 한다. 

@부터 명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 . 29 .) (정부조직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φ부터 (229)까지 생략 

(230) 지방자치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제 28조， 제97조 본문. 제 100조제 1항 전단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 후단， 제 110조제3항 전단. 제 112조제3항. 제 133조제2항 본문， 제 134조 

저1 2항， 제 148조제 1항부터 제7항까지， 제 149조제5항， 제 151조저1 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저1152조저1 1항 후단 빛 같은 조 제3항 제 156조제 1항 본문 ·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 157조 

제2항， 제 159조제 l항 본문 · 단서 . 제 163조제 1항 본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 165조 

제3항 , 제4항， 제 171조 전단 및 제 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 149조제 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77호. 2009.4.1.)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5조. 제 16조， 제35조제3항 · 제6항， 

제 110조 및 제 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Q)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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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이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 35조제 1항제3호 · 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 96조제 1항 

제4호 ·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φ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서명을 시작한 주민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Q)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읍 · 면 동 [r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읍 ‘ 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조제3항 단서 중 "r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r지방자치법」 제4조 

의2제 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지
 방
 자
 치
 법
 

부칙 〈법률 제9847호， 2009.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 1조(다른 법률의 개정) φ 부터 @ 까지 생략 

@ 지방자치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 

제22조생략 

부칙 〈법률 제 10219호， 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 10조까지 생략 

제 11조(다른 법률의 개정) Q) 부터 @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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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40조제7항 중 "r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을 "r지방세기본법」 

제 118조와 제 12 1조부터 제 127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 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0272호. 2010.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 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CD 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r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제4조제4항 중 "r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r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56)부터 (75)까지 생략 

제 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0344호. 2010.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 10739호. 2011. 5. 30.) 

이 법은 20 1 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11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법률 저1 10827호.2011.7.14 .)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안예고의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 11399호. 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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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 11531호. 2012.12.1 1.) (지방공무원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CD 부터 @ 까지 생략 

@ 지방자치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r지방공무원법」 지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방 
자 

제7조 생략 치 

부칙 〈법률 제 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 1조(시행일) CD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φ 부터 (206)까지 생략 

(207)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 제8항 제9항. 

제4조의2제 l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 97조 본문. 제 100조제 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 110조제3항 전단. 제 112조제3항. 제 1 33조제2항 본문. 제 1 34조제2항. 제 1 48조 

제 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 제7항， 제 14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 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 156조제 1항 본문 ·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 157조제2항. 제 159조제 1항 본문 단서 . 제 163조 

제 1항 본문 단서 . 같은 조 제2항. 제 165조제3항 ·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 168조 

제3항제 1호. 제 171조제 l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 171조의2제 1항.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 172조저18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저1149조제 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 168조제3항제 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1899호， 2013.7.16.) 

이 법은 20 1 3년 1 2월 1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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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 12280호， 2014. 1. 21.)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 122조저1 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 12687호， 2014.5 .28.> (지방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D 부터 @ 까지 생략 

@ 지방자치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73조 중 ”시세(市根)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r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 12738호. 2014.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φ 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r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 9호”를 ''r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r측량 수로조 

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r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생략 

부칙 〈법률 제 12844호， 2014.1 1. 19.> (정부조직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φ부터 (114)까지 생략 

(115) 지방자치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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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 제8항 

제9항， 제4조의2제 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 100조제 l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 110조제3항 전단， 제 112조제3항， 제 133조제2항 본문， 제 134조제2항， 

제 148조제 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 

제7항， 제 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51조제 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 152조제 l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 1 56조제 1항 본문 、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 157조제2항， 제 159조제 

1항 본문 · 단서. 제 163조 제 1항 본문 ·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 165조제3항 ·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 168조제3항제 1호， 제 171조저1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 171조의2제 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 172조제8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 149조제 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1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
 방
 자
 치
 법
 

부칙 〈법률 제 14 197호. 2016.5.29.) (지방회계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7조제2항제4호 단서 중 "r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힌 법률」 

제4조”를 "r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저~4조생략 

부칙 〈법률 제 14474호， 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제 l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 12조까지 생략 

제 13조(다른 법률의 개정) CD 부터 @ 까지 생략 

@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0조제7항 중 ’r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저1121조부터 제127조”를 ’r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 100조”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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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생략 

부칙 〈법률 제 14768호. 20 1 7 . 4.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 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φ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저~ 5조(다른 법률의 개정) G) 부터 (99)까지 생략 

(100) 지방자치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 제8항 , 

저1 9항. 제4조의2제 l항 본문. 제5조제2항. 제 28조， 제97조 본문. 제 100조제 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 110조제3항 전단， 제 11 2조제3항 제 133조제2항 본문. 제 1 34조제2항， 

제 148조제 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저1 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 제7항， 

제 149조저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51조제 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 152조제 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 156조제 1항 본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 1 57조제2항. 제 159조저1 1항 본문 · 

단서， 제 163조제 1항 본문 · 단서 . 같은 조 제2항. 제 165조제3항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 168조저1 3항제 1호， 제 171조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 171조의 2제 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 172조저1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 149조제 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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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 

[시행 2이 8. 1 .9.] [대통령령 저128576호， 2이 8.1 .9 . ， 일부개정] 

저11 장총칙 

지
 방
 자
 치
 법
 

제 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지방의회) r지방자치법j(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법 제4조제 l항 및 제4조의 

2제 1항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통 리의 구역을 변경 

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6조 

부터 제 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14.) 

제4조 삭제 (2011 .10.14 .) 

제5조 삭제 (201 1.10.1 4.)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2016.1. 22.) 

1. 특별시 , 광역시 및 도 : 시 · 군 또는 자치구 

2 특별자치도 r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제2항에 

따른행정시 

3. 특별자치시 및 시 군· 자치구: 읍· 면또는동 

|전문개정 2011.10.14.] 

시
 행
 렁
 

제7조(시 · 읍의 설치기준) CD 법 제7조제 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 ‘ 19" 2017.7.26.)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 공업 ，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떠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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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일것 

@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 · 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샌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 ..:，.일반회계예산1 x 100 

@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 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 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 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 리하지 아니 

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D 삭제 (2008.10.8.) 

@ 법 제 10조제 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8.) 

제 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15조저\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 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D 법 제 15조제 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 

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 

개정 · 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 개정 · 폐지안(이하 ”주민정구 

조례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 저\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 13조(서명 요청 절차) (D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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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경우 대표지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 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저12항에 따른 수입자는 1 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 저11항과 저13항에 따른 서명은 제 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4.)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 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없다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제 13조의 2(전자서명 요청 절차) (D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 13조 제1항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2조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제 l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제 13조 제 1항 후단에 

따른 문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대표자 또는 제 13조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멈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 명을 하는 방법 이 경우 제 14조 저1 4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 전자서명의 요청에 대해서는 제 1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9.] 

제 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φ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 13조 

의2 제 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13 ‘ 2016.1 .12 .. 2018.1 .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 거소 또는 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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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 연월일 

@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 15조제 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서명을 한 주민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댐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1. 9.) 

@ 제 1항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 면 -동별로 작성하고， 

시 도의 경우에는 시 군 자치구별로 읍 · 면 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 9.) 

[제목개정 2009.8.13.] 

제 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CD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 15조 제 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 13조 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 ·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3조의2 제 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개정 2018. 1. 9.) 

@ 저1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 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와 시 ‘ 군 · 자치구벨로， 시 ·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 , 면 · 동 

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삭제 <2016.1 .12.) 

@ 법 제 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 

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연 제28조에 따른 조례 · 규칙심의회(이하 ”조례 · 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결정을 하려는 경우 

에는 미 리 조례 ‘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1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 1 5조제 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 - 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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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 장소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7조(청구요건 심사) (j)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 ·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 법 제 15조제8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 

한다 〈개정 2009.8.13.) 

제 18조 삭제 (2011 .10.14.) 

제 19조(주무부장관 등) (j)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 16조제l항에 따라 감시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 2017.7.26.) 

@ 제 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013.3.23 ‘ 2014.11.19 ..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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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CD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 제 13조 

제 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 1 4조 ， 제 1 5조 제 2항， 제 1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 17조 제 1항을 준용꺼11 3조의2제 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받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로 "조례 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8.1. 9.) 

@ 제 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 12조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준용히는 제13조제 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 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 16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3호에l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무부장관은 해당 부처와 시 · 도 및 시 군 · 자치구별로. 시 도지사는 해당 시 도와 

시 군 자치구 및 읍 띤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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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하여야한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 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 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 

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 16조에 따른 주민 수에 못 미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 -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 ·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할수있다 

제21조(감사 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법 제 1 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펼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한다. <개정 2010.10.13.> 

제22조(감사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법 제 16조제3항에 따른 감사가 묻나면 

지체 없이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부처 간 협조) (D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 리할 때에 펼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 요청을 

할수있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 16조제4항에 따른감사 업무의 처리와관련하여 그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요청할수있다 

@ 제 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공표 방법 등) 법 제 16조제7항. 이 영 제 11조. 제 12조제2항. 제 15조제2항. 제 16조 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 전산망 또는 일간 

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25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2014.11.19 .. 2017.7.26.> 

1. 법 제 16조제7항. 이 영 제 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 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공표를 

한경우 

2 법 제 16조제6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펼요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D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정구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566 • 2이8 지빙의회 관련 업규집 



@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뚫)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법관 검사또는변호사자격이 있는자 

나，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또는세무사자격이 있는자 

다. 시민단체f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랴.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0. 14.) 

@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 · 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한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펼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 시 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26조의 2(위원의 해촉) 위원을 위촉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 18.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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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청구서 등의 서식) 제 12조에 따른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 13조에 따른 위임신고서 

빛 신고증. 제 14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 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제20조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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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 7.26.> 

제2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 16조 제4항(제 20조제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및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 18. 1.9.] 

저12장조례와규칙 

제28조(조례 , 규칙심의회)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 규칙심의회 

(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 개정 · 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 · 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 국장 또는 실장 · 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8.13.> 

제 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φ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 제 l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뭇을 적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사실을적어야한다. 

@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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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φ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 

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 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 133 

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 1항과 제29조제 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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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D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저1 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 8. ‘ 2014 .6.3 .. 2018.1 .9.)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금액 

3. 월정수당 · 별표 7에 따른 금액 

@ 제 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D 법 제 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 법조계 ‘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 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 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l년으로 한다. 

〈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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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 

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 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한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 2014 .6.3.) 

@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0.8 .. 2014.6. 3.) 

@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저15항의 결정에 펼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빛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0.8.) 

@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동에 대한 보.)..J-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φ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씹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 1호나 

저1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 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 

비의 2년분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없다. 

@ 법 제34조제 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 · 사망 등의 해당 여부 빛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저1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도의 경우 

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 ·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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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l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 ‘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Q) 법 제 39조제 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 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을 말한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 

의 취득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7.> 

@ 법 제39조제 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 , 증설， 용도폐지 , 변경 및 공공시설 

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5따펴)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 39조제 l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 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본다. 

@ 법 제39조제 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 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 1항저1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Q)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한다. 

@ 제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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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CD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 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펼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수있다 

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여 하게할수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Q) 제 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또는조사일정 

3 감사또는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본회의는 제 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 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괜 @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 1. 2 .. 2014.9. 24.) 

1 해당지방자치단체 

2. 법 제 113조부터 제 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 117조와 제 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 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 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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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 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해당한다. 

6. r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 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 회계 ·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지방의회는 제 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j)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한다. 

@ 제 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괴하되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 

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말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준용한다.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j)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 

@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히-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있다. 

@ 법 제4 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한다.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573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척과 회피) (D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 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 

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송}는 바에 

따른다. 

@ 제 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기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주의 의무) (D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시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시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아니 된다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국가 및 시 ‘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D 법 제4 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 도의회와 시 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 

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 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CD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한다. 

@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11. 10.14.)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53조(대리 출석 · 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 ·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 

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D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6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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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 제 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1차 정례회는 법 제 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 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고 등) 지방의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에는 시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 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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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Q)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정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긴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Q)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 -

보존하여야한다. 

@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저1 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요구 

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 

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펼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 1조(의원의 사직) Q) 지방의회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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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는 법 제77조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제62조(의원의 자격심사) φ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심사할수있다 

@ 지방의회는 펼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 피심의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 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 9 1조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1. 20.] 

저14장집행기관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 ‘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CD 법 제9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저1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 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제66조(사무인계) CD 법 제 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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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 ·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L 서류및장부의목록 

2 공유재산 물품 , 채권 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 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고증명 

4. 기획 중또는시행 중인중요사업 

5 그밖의주요사항 

제68조μ}무인계 시의 참관) CD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부지사 부시장 부군수또는부구청장이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6조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6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 

인계를하는경우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제69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각 호의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사무인계서의 해당부분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뭇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7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 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CD 법 제 26조와 법 제 107조 또는 법 제 108조에 따른 재의 

(再歲)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연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수없다. 

제72조(선결처분) CD 법 제 109조제 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 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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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29 .. 

2009.8.13 .. 2013.3.23 .. 2014.11.19 .. 2017.7.26.> 

제73조(부시장 · 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CD 법 제 110조제 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6.29 .> 

@ 법 제 1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시장 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 특별자치 

시 · 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r국가공무원법」 제 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2008.1 2.31 ‘ 

2012.6.29 . . 2013. 3.23 .. 2014.1 1.19 . . 20 17.7.26.) 

@ 법 제 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 13 . . 2012.6. 29.> 

@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는 시 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 

부시장 , 정무부지사는 해당 시 ‘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 도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 해당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 2012.6.29 .. 2014. 6 3.> 

@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 ‘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8.13.> 

@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 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 (1)부시장 행정(1)부지사. 

행정 (2)부시장 · 행정 (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8 .. 2009.8.13.> 

@ 시 -군과 자치구의 부시장 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 . 2014 .12.23.> 

1 인구 10만 미만의 시 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 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 · 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 

3. 인구 50만 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 : 지방 이사관 

@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해당 시 군이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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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 해 말 인구가 해당 시 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 

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t낼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 · 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한다. 

3. 시 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 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 ,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 · 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 r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35조제 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 이사관， 별정 

직 2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0.11. 2. ‘ 20 13.11 .20.)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CD 법 제 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호L을 

대행하는 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1 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 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 법 제 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처리할수있다 

@ 법 제 111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 · 도의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 .11.19 ‘ 2017.7.26.) 

@ 법 제 110조제 1항제 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 부지사 3명을 두는 시 도의 경우에는 

행정 (1)부시장 ‘ 행정 (1)부지사. 행정 (2)부시장 행정 (2)부지사.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11 .2.) 

제75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 113조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렁
 

제76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5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이나 전문 

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과 전문대학 등을 설치 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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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 간균형 발전에 기여할수 있을 것 

4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제77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 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제78조(출장소의 설치) CD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 11 5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1 .10.14.) 

1. 지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7냉 。'", 
2.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CD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116조의2제 1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펼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댄f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펼요가 있을 것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 

제80조의 2(자문기관의 구성) CD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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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구성한다. 

@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 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CD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저1 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지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한다. 

[본조신설 2009.8.13.) 

지
 방
 자
 치
 법
 

제81조(이장의 임명) CD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 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개정 2010.11. 2.) 

@ 제 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히는 

바에 따라읍장 , 연장이 임명한다. 

@ 읍장 연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시
 행
 렁
 

저15장재무 

제82조(결산승인) 법 제 134조에 따른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제1차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 

하여야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CD 법 제 1 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 - 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 선임방법 ·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 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수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CD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 1.12.) 

1. 결산개요 

2. 세입 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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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펼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수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12 .. 2017.7.26.) 

저1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빛 직권조정 절차) CD 법 제 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법 제 148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핸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 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의결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제86조(이 행계획의 보고) 법 저1148조저1 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CD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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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직무를대행한다.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 149조제5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 

교통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 11.19 .. 2017. 7.26.) 

제88조의 2(위원의 해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 9.) 

지
 방
 자
 치
 법
 

제89조(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펼 

요한공무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 7.26.) 

“
씨
 해。
 려
。
 

제90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CD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징L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펼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1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CD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 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 

하게 할수있다. 

제92조(수탕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꽁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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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CD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 26조의2 제 87조 및 제 9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 9.)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CD 법 제 1 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 

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제 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 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 

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저]152조제 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각호의 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사본 

제98조(회장) 법 제 153조제 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CD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정기회는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개최할 펼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 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 시 · 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한다. 

@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 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 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 · 도지사어l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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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제100조(자문위원) CD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지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 

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101조(운영 규정) 법 빛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 11.19 ‘ 2017.7.26.) 
지
 방
 자
 치
 법
 

제 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CD 법 제 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 임원 및 회원의 성명 

@ 저1 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20 13.3.23 .. 2014.1 1.19 ‘ 2017.7.26.) 

시
 행
 렁
 

저17장 국가의 지도 · 감독 

제 10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CD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 

사는 법 제 166조와 제167조에 따른 조언 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띤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수립 

결정 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펼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104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 168조제 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4.] 

제 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 절i꺼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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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따른 협의 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 · 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 3.23 .. 20 14.1 1.19 .. 2017.7.26.)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 23 . . 2014.11.19 .. 2017. 7.26.)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저11항에 따른 협의 · 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 · 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 17.7.26.) 

제 106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7조(실무위원회)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앞서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법제처차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부지사가 

된다. <개정 2008.2.29 . . 2013.3.23 ‘ 2014 .11.19 . . 2017.7.26.) 

@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08조(간사) φ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 2008.12.31 ‘ 20 13.3.23 . . 20 14.11.19 .. 2017.7.26.) 

제 10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0조(준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26조의2， 제87조 및 제91조부터 지1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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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1.9.) 

제 111조(명령 처분의 취소 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1. 법 제 169조제 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 ·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법 제169조저12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지
 방
 자
 치
 법
 

제 112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 17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제 1호와 제2호 

의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 

구의 구청장은 시 ·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L 법 제 170조제 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 법 제 170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대집행(代휩L行)하거나 행정 -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법 제 1 70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결정이 있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저11113조 삭제 (2010.10.13.) 

U
시
 해
。
 
려
。
 

제 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 3.23 .. 2014.11.19 .. 2017.7.26.)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 107조제 1항 또는 법 제 108조제 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 172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시 · 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법 저1107조제3항 및 법 제 17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결정이 있는경우 

4 법 제 172조제4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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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 결정이 

이上; 켜。 
.ML一 。-r

5. 법 제 172조제7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 결정이 있는 경우 

제 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1 법 제 172조제 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 172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 결정이 있는 경우 

3. 법 제 172조제7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 결정이 있는 경우 

제116조(판결 퉁의 공시) 제 114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 게시판 ·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여야한다 

저1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제 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Q) 법 제 173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 

(市根)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 l항제 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저1 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저1 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한다 

@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 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 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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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0306호， 2007.10. 4.)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CD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r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4조에 따른”으로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 73조에 따른”으로 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제 1항제2호 전단 중 ’처1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에 따라”로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 1항제2호 중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 1조에 따른”으로 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조제4호 중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를 ''r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75조에 따른다"로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4조제5항제2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 7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 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95)까지 생략 

(9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 1항제3호， 제 27조， 제 28조제5항， 제 73조제2항， 제 101조 및 제 102조제2항 중 ”행정 

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 19조제 1항 제2항， 제 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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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 1항부터 저1 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 제6항， 

제 10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제 10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 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113조. 제 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 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 89조 및 제 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 104조저1 3항제 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 107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9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75호， 2008 ,10,8.)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 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 

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정수당 등 비용결정 기한에 대한 특례)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비용결정 기한은 200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심의회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 

위원을 위촉하였거나 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의 

위원 또는 구성된 심의회로 본다 

제5조(기존의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이 영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D부터 (8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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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 108조제2항 ”지방행정본부장”을 ”지방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제 10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5)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 령 제21680호， 2009.8.13.)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주민총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법 

제 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자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0조 · 제80조의2. 제80조의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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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2 1 9호， 201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1 7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2)부터 @까지 생략 

제9조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39호， 2010.10.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φ 및 @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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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 ''r행정감사규정」”을 "r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저111 3조를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8호， 2010 . 1 1. 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 10년 1 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 1항제3호 중 ”급성전염병”을 ”급성감염병”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22호， 2011. 10.14.)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 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 령 제23900호， 2012.6.29.) 

이 영은 201 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1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G)부터 (11 6)까지 생략 

(1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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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7조제 1항제3호， 제 27조， 제 73조제2항， 제 101조 및 제 10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 19조제 l항 · 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 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 

조제2항. 제 73조제2항， 제 74조제4항， 제85조저11항 전단 、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까지 . 제 86조， 제99조제3항 ‘ 제6항， 제 10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105조제2항 후 

단，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 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 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빛 국토해양부차관”을 ”안전행정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 10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 107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 10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3의 제 10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18)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 1. 20.) (공무원임용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초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φ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9항 중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터 @까지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59호， 2013.11.20.)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67호 ， 2014.6.3.)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3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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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견수렴절차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심의회가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4 1호， 2014.7.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 13조까지 생략 

제 1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r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r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짧l후 aJ14.9없) (지방X찌단체출자 ·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 1항제6호 본문 중 ''r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T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에 따른 출자 , 출연 기관”으로 한다 

@ 생략 

부칙 〈대통령 령 제2575 1호 .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232)까지 생략 

(23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 1항제3호， 제27조， 제 73조제2항， 제 101조 및 제 10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 19조제 1항 제2항， 제 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 

제2항. 제73조제2항， 제 74조제4항， 제85조제 1항 전단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 · 제6항. 제 10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105조제2항 후단.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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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항 · 제4항. 제 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11 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 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 

장관”으로한다. 

제88조， 제90조제3항 및 제 10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 10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3 제 10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3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시장 · 부군수 등의 직급 상향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 

부군수 및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이 영의 직급기준에 따른 부시장 · 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임 

명될 때까지 제73조제7항제 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
 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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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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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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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 령 제26882호， 2016. 1. 12.>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4조제 1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안의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및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이미 서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 14조제 1항제2호(제20조제 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민퉁록번호 등에 관한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작성된 청구인명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로서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 16조제2항(제 20조 

제 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펼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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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f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제2항”을 

"f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제2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저115조 및 제6조생략 

부칙 〈대통령 령 제27056호 2016.3.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 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l 제5호다목의 시 · 도사무란 3) 중 ”시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시 · 도 

무형문화재”로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생략 

부칙 〈대통령령 저1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88)까지 생략 

(189)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 1항제3호， 제27조. 제 73조제2항， 제 101조 및 제 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 19조제 1항 제2항， 제 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55조， 제 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 72조 

저1 2항， 제 73조제2항， 제 74조제4항， 제 84조제4항， 제85조제 1항 전단 · 후단，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 ， 제86조， 제 99조제3항 제6항， 제 10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105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 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11 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 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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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제 90조제3항 및 제 10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 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 10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19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76호.20 18.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
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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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3.2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8조 관련) 

구분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및 

행정관리등에 

관한사무 

2. 주민의복지증진 

에관한사무 

시 · 도사무 시 군 자치구사무 

법 제10조제 1 항 단서에 따라시 도와시 군 및 자치구에 각각공통된다 

가 주민복지에관한 I 1 ) 주민복지 증진및주민보건항상을위한 I 1) 주민복지증진사업계획의수립 시행 

사업 |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I 2) 시 군 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2) 시 군 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 운영 지원 

연계 조정 · 지도및조언 

나， 사회복지시설의 I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핀단과 지역별 

설치 운영 및 |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관리 I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승인 

다 생활이어려운 

3) 주민복지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항상을 위한 

사업실시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시설의운영지도 

자의보호및 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I 1) 샘활보호대상자 조사 · 선정 

지원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I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관리 

3) 시 군 , 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보조금 I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 

지급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5)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 운용 

훈련， 취로사업， 수업료 지급， 장제보호비 

지급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앙의무자에게 보호 

비용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끼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발급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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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 도시무 시 · 군 · 자치구사무 

라 노인 아동 장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 조정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 시행 

애인 청소년및 2) 경로사업의 실시 · 지원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여성의보호와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 

복지증진 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지원 

5) 아동상담소의 설치 운영 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 시행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6) 아동상담소의 설치 운영 

7) 이동보호조치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8) 이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육성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1이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육성 

조정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1) ε며H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12) ε며H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입소 13) 장애인의 파악 관리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권고 입소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5) 정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 조정 16) ε빼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6) 정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끼 지방정소년위원회 운영(시 도 단위) 18) 청소년선도대책 수립 추진 

18) 정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 19)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소년의 선도 겨|몽 

계획의수립 시행 2이불우청소년보호 

19) 정소년의 달행사추진 21)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2이 정소년단체 육성 지원 22)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 군 구 단위) 

21) 공공정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2)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24) 정소년의 달 행사 추진 

23)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 조정 25)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조정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시행 

25) 여성단체 육성 지원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운영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 , 지원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칩의 발급 등)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 29) 임산부 및 영 · 유아의 건강관리 

교육 지원 3이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1) 여성단체 육성 지원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 

지원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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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 · 도사무 시 · 군 · 자치구사무 

마국민건강증진 |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사업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운영 

3) 보건교육지도 감독 

4) 영앙개선업무 지도 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바 보건진료기관의 1 1 ) 시 군 자치구보건소설치 운영비 

설치 운영 의지원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3) 시 도의료원의 설치 운영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지도 

5)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비의 지원 

사.전염병및 1) 전염영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그밖의질병의 및주민홍보 

예방과방역 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3) 전염병 예방 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용기관의 지정 

및기관에대한경비보조 

5)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빙역 

아， 묘지 화장장 및 I 1)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 

봉안당의 운영 | 의 설치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 I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 1 화장장 및 

봉인당의허가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 , 감독 

5) 영앙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 운영 

2) 무의촌(無용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3)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1 ) 전염병 예방을위한주민홍보 계도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 전염병 예방대용시설 지정 및 운영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조치 

6)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1)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당의 

설치 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직부관리 

3) 증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회장장 및 |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I 4) 종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 화장장 l 화장장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봉안당의 이전염렁 시설개수 또는 | 떼지허가 

허가취소 I 5) 증중 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5) 분묘의 일제신고 l 등의 이전영렁.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6) 시체운반업 허가 I 6)무연분묘(無錄慣훌)의 정리 

7)분묘의 개장영령 

8)무연분묘의 개εt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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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사무 | 시·군·자치구사무 

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위 

한지도 

차정소 오물의 

수거및처리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 I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 
계획수립 | 도계획수립 시행 

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 수거 등 
5) 식풍접객영업소의 영업 허가 및 취소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끼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 펴|업 신고수리 

g)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위생 지도 
며려 
C그 o 

1 이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수리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 
지시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띠|기뭘분뇨， 쓰레기등)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떼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 감독 

(일반폐기물 수집 운E엠을 제외효κ” 
4) 광역 일반떼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으여 
ι 。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신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및지도 감독 

6)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7)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떼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 
감독(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만 해당 
한다) 

4)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5) 일반떼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6)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7) 일반폐기물 다랑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8) 일반떼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g) 떼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 · 검사 등 조치 
며려 
ζ'0 

1 이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 
처리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영 
렁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띠|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정소 실시계획의 수립 시행 
16)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의 설치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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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자치구사무 시·도사무 

카지방공기업의 

설치및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5) 시 군 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조언 

6) 지방공사의 설립 운영 

끼지방공단의설립 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타 응 면 동사무소 l 읍 ‘ 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 읍 연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 

의 주민자치샌터 | 운영 지원 | 운영 

설치 운영에관 

한사무 

3 농림 상공업등 

t엠진흥에관한사무 

가 늪지 봐뼈등 I 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 조정 I 1)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농업용수시설의 실 I 2) 농업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I 2) 관개시설의 유지 관리 

치 및 관리 I 3)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I 3) 관정 앙수장비 확보 관리 

4) 관정 앙수장비 관리 지침 시달 지원 I 4)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5)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I 5)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 조직 
으여 
μ~O 

나.농림 축 · 수산 I 1) 농림 축 수산물생산사업의지원 

물의 생산 및 유통 I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지원 I 3) 앙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츠2.1 . ^저 -... ~。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조정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 공급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운영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9) 도축장허가및 지도감독 

1이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1 ) 농림 축 수산물생산지원및관리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3) 앙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지원 

4) 식량작물생산장려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운영(군과 자치 

구의경우는제외한다) 

7) 가축시장 개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에축산물유통개선지도 

9) 축산물등급제지도 

10) 관영(官營)도축장 운영관리 

11)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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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도시무 l 시 · 군 · 자치구사무 

다 농업자재의관리 I 1) 농기계 비료 농약등농업쩨의공 I 1) 농기계 비료 농약등농업자재의 

급계획 시달 |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진 연구개발 I 2) 농업자재의 보유랑 파악 및 관리 지도 

3)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단지 조성 I 3)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 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 알선 

라 복합영농의 

운영 지도 

1)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부추진계획 
λ2.1 . *ÃI T t::::f -r.~ 

2) 복합영농 시범단지 확정 

3) 복합영농 시범사업 융자금 관리 

마 농외 소득사업의 I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수립 

육성 지도 I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계획 
〈리 
T t:i 

4) 농어촌 휴앙사업 추진 

바 공유림관리 1) 지역산림계획작성 

2)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3)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1) 복합영농기획단 설치 운영 

2) 복합영농권역 설정 및 시범단지 선정 

지
 방
 자
 치
 법
 

3)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4) 연 단위 복합영농지원협의회 구성 및 

마을단위 복합영농 지도반 편성 

5) 복합영농 시범단지 사업계획수립 지도 

6) 복합영농생산 지원 및 출하 조정 

“
시
 해a
 려
。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지원 지도 

3) 농어촌 특~품 전시E빼장 설치 및 지도 
0'" ï!:" d 

4) 농어존 휴앙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 지도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영렁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拖業)신고 

수리 

4)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 추진 I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 

5) 특수조림지 관리 I 4) 산불예방 도 남벌 단속 등 산림 보호 

6)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I 5) 신림병충해 방제 

6) 전연림 보육사업 추진 

7) 입목벌채 등 산림 훼슨 허가외 신고 수리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9) 입산허가 

1이 농촌임산연료 수급 지도 

11 )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 ‘ 반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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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 소규모축산 

개발및닥농 

진흥사업 

시 도사무 | 시 · 군 · 자치구사무 

1)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계획 I 1) 축산진흥 지방특화사업 추진 

수립 조정 I 2) 초지조성 관리 및 사료작물재배사업 

2) 전업앙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 추진 

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등 I 3)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수립 조정 

이증축장운영 

5) 보호증축의지정 

6) 가축개랑 증식 보호 

4) 가축개랑 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 

6) 우랑증축의보급 

7) 종축검사 

아 7뚝전염병 예방 I 1 }7팩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투약 

조치등 

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2) 가축전염병 예잘 및 발생보고 

자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 

2)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 이동제한 등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영렁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5)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 감독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 

감독 

5)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항 제시 I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수요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 파악 및 지원 

알선 지원 I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I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항 파악 및 지원 

지원 I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항파악 및 지원 

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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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 도사무 시·군 · 자치구사무 

차소비자보호및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시행 

저축의장려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 추진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 관리 

3) 소비자계몽과교육 3) 물가지도단속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운영 4) 소비자계몽과교육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 검사 시설의 5) 소비자고발샌터 등 소비자보호 

지정또는설치 전담기구의운영 관리 지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닙C〉} 

자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치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 

시 
행 

카. 중소기업의 육성 I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수럽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렁 

2) 중소기업 ε엠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수립 추진 

설치 운영 2) 중소기업 εF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3) 중소기업 εH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설치 운영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7) 중소기업 육성지금 융자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 

8) 중소기업 육성 지원업체의 선정 추천 

타 지역특화 산업의 I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I 1) 시 군 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 

개발과 육성 | 조정 | 개발계획 수립 시행 

지원 I 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I 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치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I 3)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 지원 

4) 지역특회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I 4)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파. 우수토산품 I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작성 I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수립 시행 

개발과 관광 I 2)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I 2)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 보급 

민예풍 개발 I 3)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I 3) 토산품 전시관 운영 

4) 우수토산품 개발 보급 4)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5) 토산품 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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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봄 

4. 지역개발및주민 

의 생활환경시설설 

치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시·도사무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조정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 조정 

3)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이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5) 도시 새마을운동 지도 

6)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7)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시·군·자치구사무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읍 연 동 개발위원회의 설치 운영 

3)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 

4)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5)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6)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 

7) 농어촌 휴앙지의 개발 

8)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9)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1이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나 지방토목 건설 I 1) 시 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1) 시 군 자치구건설종합계획의수립 

시행 사업의 시행 I 2) 토목 · 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I 2) 토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제외한다) I 3) 해당 시 군 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 사업의 조사 측랑 설계와 시공 감독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I (일정 규모 01하)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I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I 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I 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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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무허가건축물단속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사무 

다 도시계획사업의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외 입안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 

(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입안 4)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입안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 관리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 관리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지방도 시 군 1) 도로관리계획수립 1) 시 군도관리계획 수립 시행 

도로의신설 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인정과 2) 시 군도의 노선인정과 며1지 변경 

개수및유지 띠|지 변경 3) 시 군도의신설 개촉및수선 

3) 특별시도 지방도의 신설 개축 및 수선 4) 시 군도의 점용허가 및 접용료 징수 

4) 특별시도 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접용료 5) 도로통행료의 징수 

지。-〈「 6) 접도구역의 지정 관리 

5) 도로통행료의 징수 7) 도로부속물의 유지 관리 

6) 접도구역의 지정 관리 8)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 관리 

기 도로부속물의 유지 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 운영 

9)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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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거생활 환경 I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 조정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힘 · 시행 

개선의 장려 및 I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 지도 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 단속 

지원 I 3) 위생변소 개랑사업계획 수립 시달 3) 위생변소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휠개선사업 지원 -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 조정 

7)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처 
-‘-0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I저 
-‘-0 

9)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 집행 및 

배출시설별배출랑조사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광고물정비 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 단속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바 농촌주택개량 및 I 1)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 조정 I 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 수립 시행 

취락구조개선 I 2)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I 2)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사 자연보호활동 

조정 지도 I 3) 농어촌주택딘지 조성 

3)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도 ! 이 농어촌주택개랑 융자금 관리 
4) 농어촌주택개랑 융자금 관리 I 5)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5) 농어촌주택개량 기술 보급 지도 I 6)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보급 

6)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7) 농어촌주택표준 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 개발 

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I 1) 지역환경보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둥 보호지역 관리 I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 관리 및 개선 I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 관리 및 개선 

계획수립 시행 l 계획수립 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 시행 

5) 특정 야생동 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 시행 

6) 자연보호계획수립 

7)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지도 

9) 심신수련장 조성 관리 

1이 자연보호 영예감시관 위촉 관리 

11) 자연보호대상물지정 관리 

12) 자연학습원 조성 관리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행 

5) 특정 야생동 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 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 추진 

7)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9) 자연보호 영예감시관 위촉 관리 

10) 자연보호지도· 계몽 

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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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 · 도시무 | 시 · 군·자치구사무 

아 지gf하천 준용 I 1) 지방 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 I 1)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계획 

하천 및 소하천 | 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수립 시행 

의 관리 I 2) 하전예정지의 지정 I 2)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3) 지방 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1 대상지구 선정 

4) 지방 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I 3)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징수 | 지구측랑 설계 

5)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I 4) 소하천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 운영 

6) 지농}하천 연안구역의 지정 고시와 I 5) 소하천공사와 보수 둥 유지 · 관리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 I 6) 하천감시 

7) 떼천부지의 교환 및 앙여 

8) 하천감시(자갈채취단속 등) 

자. 상수도 ‘ 하수 I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도의 설치 및 관 I 2) 상수도의 신설 개축 및 수선 

리 I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 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 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 3) 상수도공채 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I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도사업소 설치 운영 I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I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 I 5) 수도사업소 설치 운영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I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I 6)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둘 이상 도 시 군의 통합계획 수립만 I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한다) 끼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지원 I 8)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계획 수립 I 9) 공공하수도의 설치 개촉 및 수선 

10) 공공하수도의 설치 개축 및 수선 I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I 1 이하수종말처리장의유지 관리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 관리 I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I 11)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시용료의 징수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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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이상수도의 1) 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 조정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 시행 

설치및관리 2) 간이상수도사업 X담 지원과 기술 지도 2) 간이상수도사업장 선정 

3) 간이상수도공사의 지도 

4) 간이상수도의 위생 및 수질 관리 

5) 간이상수도의 폐쇄 결정 

카- 도립 ， 군립및 1)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고시 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고시 

도시공원，녹지 2) 도립공원의 지정 고시 및 관리 2) 군립공원의 지정 고시 및 관리 

등관광 ， 휴앙 3)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3) 군립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시설의설치및 시설관리 관리 

관리 4)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 고시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 고시 

5) 도립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 5) 군립공원 입장료 사용료 , 점용료의 징수 

지o스 ’ 6)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요H자 

6)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 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 7) 도시공원 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끼관광휴앙지의관리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8) 복지의설치 및관리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9) 도시공원 유원지의 입장료 ‘ 사용료 

9) 도시공원 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점용료의 징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대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관광자원 개발 보존 

1이 도시공원 유원지의 입장료 1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시행 

사용료 접용료의징수 12) 관광휴앙지의관리 1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유선 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 

타‘ 지방궤도사업의 1) 지빙궈|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7。j。。격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 운영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 운영 

4) 지방궤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6)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4)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7) 지하철도공사의 설립 · 운영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파.주차장 · 교통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추진 

표지 등교통편 2) 교통신호기， 안전묘지 등의 설치지도 및 2)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의시설의설치 지원 3) 버스정류소의 유지 관리 

및관리 3)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4) 가로등의유지 관리 

5)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둥의 설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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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재해대책의 

수립및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및지원 

1) 시 도방재계획의수립 집행 

2) 시 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3)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정장이 

실행할응급조치대행 

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5) 재해구호 

6)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기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 

1) 시 군 자치구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 

2) 시 ’ 군 자치구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3) 수방단(水防團)의 조직 운영 

4) 방재훈련의실시 
지
 방
 자
 치
 

5)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6) 재해방재를 위한 출동영렁등 행정조치 

7) 재해발생 경계구역의 설정 

8)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 법 

9) 재해구호 | 시 

1이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반의 설치 운영 | 행 

11) 지역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대응체계 | 렁 
수립 운영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I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I 2) 지방공업개발 잠려 및 지원 

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정비 실시 I 3)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관리 

계획 수립 시행 I 4)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세제 등의 

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관리 | 지원 

5)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시행 I 5) 농공지구의 지정 공고 

6)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세제 등의 I 6) 농공지구의 조성 분앙 및 관리 

지원 I 7) 농공지구 입주업체 승인 및 그 사업계획 

7)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 승인 

8)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 I 8)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정보의 제공 I 9) 지역상공단체의 지도 육성 

9)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 지원 I 1 이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1이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 I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1) 유통산업 근대화 시업의 시행 및 지원 I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 · 관리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I 13) 시장 개설허가 

13)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I 14) 시장관리자 지정 
으여 
‘-'-0 

14)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15) 도매샌터 개설허가 

16) 연쇄화 사업자 지정 

17) 지방도 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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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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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체육 · 문화 

예술의진흥에 

관한사무 

가 유치원 초등 I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I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학교 중학교 I 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 I 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 

고등학교 및 이 | 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 | 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에준하는각종 l 경영 | 각종학교의설립 경영 

학교의 설치 I 3) 공 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I 3) 공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운영 지도 |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지휘 감독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 감독 

나 도서관 운동 I 1) 공공도서관 문고의 설립 운영 I 1) 공공도서관 문고의 설립 운영 

장 굉장 I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 I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 

체육관 박물 I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I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관 공연장 I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 운영 I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 운영 

미술관 음익당 I 4) 시민회관의 운영 관리 I 4) 시 군 자치구민회관 운영 관리 

등 공공 교육 I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I 5) 문화원운영 관리 

체육 문화시설 I 5)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 이용자로 I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의 설치 및 관리 | 부터의 사용료 징수 I 6)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6) 그 밖에 공공교육 ‘ 체육 문화시설의 l 사용료 징수 

운영 ‘ 관리 및 지원 I 7) 그 밖에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 

다. 지방문화재의 I 1)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 보존및 | 지정 보존및관리 

관리 I 2)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운영 관리및지원 

1)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 관리 

2) 비지정문화재(항토유적 등)의 보존 관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I 3) 지방민속자료 발굴 조사 

해제 I 4)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 

3) 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 | 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히는 

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 문화재의 보존 관리 

4)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반출허가 

5)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 

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보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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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도사무 시 · 군·자치구사무 

라지방문화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잭 

예술의진흥 강구 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강구 ‘ 조정과 주민문화예술활동의 권장 

및보호육성 및보호육성 

2)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2) 항토문화의 발굴 지원 육성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 ? 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이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 설치및운영경비지원 

설치 및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운영경비의지원 

7)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지원 

마 지방문화예술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운영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운영 

단체의육성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 육성 지도 육성 

3)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관한 

사무 

가 지역 및직장민 1) 시 ‘ 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1) 시 군 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방위조직의 2) 시 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2) 시 군 자치구 민방위혐의 회의 설치 

편성과운영및 3) 민방위대 조직관리 지도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지도 감독 4) 민방위경보발렁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수리와 

그지휘 감독 

5) 민방위경보발렁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 관리 

8) 주민신고밍 조직 운영 

9) 시범민방위대육성 

1이민방위대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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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 도사무 시 · 군 · 자치구사무 

나 지역의 화재 1) 소방기본계획수립 

예방 경계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 감독 

진압 조사및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구조 구급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업무 

지휘 감독 

끼소방지렁실설치 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 관리 

9) 소방응원규약제정 

1이화재예방활동 

11) 소방홍보및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 
키U}E「g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 허가 및 

업무의지도 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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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1.12.) 

자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 
(제9조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나 지방공무원의 교육 · 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나 재산세 과서|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3. 매장및묘지등에관한사무 

가 공설묘지 ·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당의 설치 운영 

4. 청소 · 오물에 관한 사무 

가.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나 일반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5. 지방토목 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6.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나. 도시계획지역의 입안 

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라. 도시계획용도지구의 입안 

마-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사.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아.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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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의 개설과 유지 ·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중로(12미터 이상)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 , 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 · 관리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상수도의 신설 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 · 관리 

나.상수도공채발행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라. 수도사업소 설치 · 운영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가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 - 개축 및 수선 

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 · 관리 

10. 공원 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나. 도시공원 · 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 · 유원지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의 징수 

라. 공원 · 유원지 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 · 유지에 관한 사무 

마. 공설운동장 체육관 박물관 · 도서관 · 미술관 · 시민회관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결정) 

11. 지방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나 지방궤도사업의 설치 운영 

다.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가. 도시철도의 설치 · 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나. 시내버스 · 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 통제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 관리 

나. 공실시장 · 도축장 · 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 조성 및 운영 관리 

라 ·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 운영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 · 관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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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7.7. 26.) 

인구 50만이상의시가직접처리할수있는도의사무 
(제10조 관련) 

1.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 · 감독 

2.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사의 설립 · 운영 

나 지방공단의 설립 , 운영 

3.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가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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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5.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가. 행정정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정이 아닌 자어|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다.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라.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마.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6.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가.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나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 · 감독 

7.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나.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렁 

다.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라 축산폐수정호씨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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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바.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 · 사용제한명렁 

8.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나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9.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가.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일반구역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만 해당한 

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나.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계획변경인가 

10.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사무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11. 지적에관한사무 

가. 토지의 지번경정승인 

나.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다. 축척변경승인 

라 지적측량검사 

마.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 · 감독 

12. 열 사용 기자재에 관한사무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13. 식품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업만 해당한태에 관한 사무 

가 허가 · 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나.시설의개수영령 

다.펴|기처분 

라허가취소 

14.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가. 묘지 화장잠 및 봉안당의 허가 

나. 묘지 화장장 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 변경과 폐지의 허가 

다. 시체운반업의허가 

15.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 수납의 승인 

16. 고압가스에 관한 사무 

고압가스제조업허가 

17. 도시가스에 관한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18.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618 • 2018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 보조활동비 

l톨꽃훌-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제33조 관련) 

시·도의회의원 

시 · 군 · 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αm원 이내 

월 900.000원 이내 

월 300.000원이내 

월 2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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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 33조제 1항제2호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시·도의회의원 

시 · 군 , 자치구의회 의원 

준용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저11호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 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펀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펀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 -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 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 · 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저11 호에 해당하는 

시 · 군 · 자치구의회 의장 · 부의장 사람에대한항공운임 

의장 · 부의장옳 제외한 시 군 · 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 · 도의회 의장 • 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저13호 

의장 부의장율 제외한 시 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저14호 

시 · 군 -자치구의회 의장 · 부의장 

의장 · 부의장올 제외한 시 · 군 ‘ 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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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08.1 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33조제 1항제 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 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二

6.252 + 0.298 x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x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 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렁
 

• 재정력지수 .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의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 영당 주민 수 : 전년도 12월 31 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 · 광역시 · 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 1) / 

도 농복합시(0.023) / 군 (이 / 자치구(0. 105) 

나 기준액(단위 :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t 20떠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으|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언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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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략톨::.j갇~ 〈신설 2013.11.20.> 

지방자치단체의 장어 지방의회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 

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제 63조의2 관련) 

1. r지방공무원법」 저14조저12항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 1 항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2 r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19조저11 항에 따라 전담직위 

에임용된공무원 

3 r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공무원 

4. r지방공무원 임용렁」 별표 1 에 따른 행정직군 방호직렬 공무원 

5 r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에 따른 기술직군 위생직렬 공무원 

6. r지방공무원 임용렁」 별표 1 에 따른 기술직군 조리직렬 공무원 

7 r지방공무원 임용렁」 별표 1 에 따른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8 r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에 따른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9. r지방공무원 임용렁」 별표 1 에 따른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10. r지방공무원 임용렁」 별표 1 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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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닫딛.:- 〈개정 2014.6.3.) 

행정 (1)부시장 · 행정 (1)부지사와 행정 (2)부시장 . 
행정 (2)부지사의 사무분장표(제73조제6항 관련) 

해당 행정(1)부시장 . 행정(2)부시장 · 
비고 

시 · 도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기획 예산관리， 감사， 비상 도시계획 건설， ε「하수도.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 
기획， 행정관리， 보건복지. 주택 및소방 방재분야 예산관리업무를 직접 관장할 수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 업무 있다 

교통및민방위분야업무 2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서울 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 

특별시 ( 1 )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의 사무 

분잠을달리정할수있다 

수원시 성남시 · 인앙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1 도 단위로통일성을 유지할띨요성이 
부천시 광영시 평택시 고앙시 구리시 남앙주시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인산시 과천시 오산시 파주시 ， 앙주시 연천군 사무의 경우에는 행정이부지사가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포천시 가펑군지역에 층궐of되 행정끽부재|와미리 협의를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대한도사무의총괄 거쳐야한다 

경기도 
안성시 김포시 여주시 2.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화성시 광주시 앙평군 펀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도 사무의 총괄 일부사돼I [!foH서는행정1)부xμi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수있다. 

지
 방
 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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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저114839호.2017.7.26 .• 타법개정] 

저11 장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 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 

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r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 · 도지샤’는 

”교육감”으로"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행정안전부장관" n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2013.3. 23 .. 2014.1 1.19 .. 2017.7.26.) 

저12장 삭제 (2016.12.13.) 

저11 절 삭제 ( 2016.12.13.) 

제4조 삭제 (2016.12.13.) 

제5조 삭제 (2016.12.13.) 

저12절 삭제 (2016.12.13.) 

제6조 삭제 (2016.12.13.) 

제7조 삭제 (2016.12.13.) 

제8조 삭제 (2016.12.13.) 

제9조 삭제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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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삭제 <201 6.12.13.) 

제 10조 삭제 (2016.12.13.) 

제 10조의2 삭제 (2016.12.13.) 

제 10조의3 삭제 (2016.12.13.) 

제11조 삭제 (2016.12.13.) 

저1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제 12조 삭제 (2015.6.22.) 

제 13조 삭제 (2015.6.22.) 

제 14조 삭제 (2015.6. 22.) 

제 15조 삭제 (2015β 22.) 

제 16조 삭제 (2010.2.26.) 

제 17조 삭제 (2015.6.22.) 

버
브
둘
 
( 
야
「
 
치
。
 

저13장교육감 

교
 육
 자
 치
 법
 

저11 절 지위와권한 등 

제 18조(교육감) (j)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 도에 교육감을 둔다. 

@ 교육감은 교육 ·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 도를대표한다. 

제 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 ·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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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 ·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 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 교육 학예의 시설 · 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個) ’ 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26.] 

제23조(겸직의 제한) (D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 ‘ 12.13)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r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 

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또는사립학교를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임 직원 

@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 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D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 ·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 2.13) 

1. 교육경력 . r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r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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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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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교육감의 소환) CD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 

히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J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교
 육
자
 치
 법
)
 

제24조의 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 

된다. 

1. 교육감이 제23조제 l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퉁록을 이전함 

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제3조에서 준용히는 「지방자치 법」 제97조에 따라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때 

[본조신설 2010.2.26.]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φ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사무의 위임 · 위탁 등) CD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 출장소 또는 읍 , 연 동(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 

출장소또는읍· 면 ·동의 장을지휘 -감독할수있다 

@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검정 관리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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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 교육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시 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CD교육감은 교육 · 학예에 관한 시 도의회 

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26 .. 2013.3.23.) 

@ 저1 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 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 ,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 , 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10.2.26‘>

@ 저1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교육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저1 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제3항 및 저1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제 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CD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 ·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 2010.2.26.) 

1. 시 , 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시 , 도의회의원의 구속 둥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 

64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퉁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펼요한 사항으로서 시 도의 

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 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 저1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 · 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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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개정 20 10.2. 26.) 

@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의안의 제출 등) CD 교육감은 교육 · 학예에 관한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 · 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 그 밖에 교육 ·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제출 · 심사 ·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6.22‘] 

제29초의 3(시 · 도의회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CD 시 도의회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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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 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 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5.6.22.] 
교 

저1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육
 자
 치
 법
 

제30조(보조기관) CD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 70만명 이상인 시 도는 2인)을 두되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 부교육감은 당해 시 · 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저1 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 ·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 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 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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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 11 .> 

제32초(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펼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φ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 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저1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G) 시 ‘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 

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띨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분장한다. 

l 공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 중학교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저14장교육재정 

제36조(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 , 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測源)으로 충당 

한다. <개정 2016.12.20.>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 수수료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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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 1호 내지 제4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 학예에 속하는수입 

제37조(의무교육경비 동) φ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 ‘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지방 

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제39조(교육비의 보조) (1)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 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 · 징수) (1) 제 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 징수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 

할수없다 

저1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42조(교육감 협의체) (1)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협의체의 대표지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5.6.22.> 

@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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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제 1항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 국가는 제 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펼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6. 22.) 

@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5.6.22.) 

저16장 교육감선거 〈신설 2010.2.26.>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 · 평동 ‘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0. 2.26.)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CD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 도선거관리 

위원회로 한다 

@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 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45조(선거구) 교육감은 시 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O.2.26.l 

제46초(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CD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정당의 대표자 · 간부『정당법」 제 12조부터 제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 · 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반대하는 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 

(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2.26.l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φ 「공직선거법」 제 53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저149조제 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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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 2.13.) 

@ 저]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Q)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호띨로 기재한다. 다만， 호뉴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14.2.13.)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사람이 해당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 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 

거구를，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별로 후보자의 투표 

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 

한다. <신설 2014.2.13.) 

@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 

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개정 2014 .2.13.) 

@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l본조신설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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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49조f공직선거법」의 준용) Q)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 

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 제9조. 제 10조. 제 10 

조의2 제 10조의 3. 제 11조. 제 12조. 제 14조. 제 15조. 제 17조부터 제 19조까지 . 제 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 제 52조. 제 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 

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 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 

까지. 제82조의 2 . 제 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 제3호 

빛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 제87조부터 제 108조까지. 제 108조의 2. 제 109조부터 제 122조 

까지， 제 122조의 2 ， 제 135조(제 1항 단서는 제외한다) . 제 1 35조의 2. 제 146조， 제 146조의 2 . 

제 147조부터 제 149조까지 제 149조의2 제 151조부터 제 159조까지 . 제 161조부터 제 166조 

까지 제 166조의 2 . 제 167조부터 제 1 86조까지. 제 191조부터 제 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 제 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 3. 제263조부터 제265조 

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 제 270조의2. 제 271조. 제 271조의2.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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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2조의 2 ， 제 272조의 3 . 제 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 2. 제 278조， 제 279조 

중 시 도지사 및 시 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저1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r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r공직선거법」 제 52조제 1항제5호 중 ”제 53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 

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 1항을 위반하여 등록 

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r공직선거법」 제60조제 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r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 제3항 전단 및 저14항제 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5. r공직선거법」 제 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 53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T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 1항”으로 본다. 

6. r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 

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r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 150조(투표용지의 정당 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8 r공직선거법」 제86조제 l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죄관 비서관 ·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r은 ”공무원”으로 본다. 

9 r공직선거법」 제 111조제 l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0. r공직선거법」 제 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1. r공직선거법」 제 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 1항에 따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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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2 r공직선거법」 제 11조제 2항 · 제 3항. 제 1 35조의 2제 2항 , 제4항. 제 262조의 2제 1항‘ 

제264조， 제 266조저11항， 제 267조제2항， 제 268조제 1항 본문， 제 272조제 1항 제5항 전단 

제7항 전단， 제 273조제 l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r공직선거법」 제 260조제 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r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3. r공직선거법」 제 18조제2항， 제 269조 본문， 제 270조 제270조의2제 l항의 ”선거범”에는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14. r공직선거법」 제271조제 1항 전단. 제 271조의2제 1항 제272조의2제5항. 제 272조의3 

제 1항 제2항 저14항의 ”이 법”에는 'T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 

을포함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50조f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 도지사선거에 적용 

되는규정을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 

제50조의 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φ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 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인수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 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펼요한 사항 

@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위촉한다. 

@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 

[본조신설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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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7장 삭제 (2016.12.13.) 

제51조 삭제 (2016.12.13.) 

제52조 삭제 (2016.12.13.) 

제53조 삭제 (2016.12.13.) 

제54조 삭제 (2016.12.13.) 

제55조 삭제 (2016.12.13.) 

제56조 삭제 (2016.12. 13.) 

제57조 삭제 (2016.12.13.) 

제58조 삭제 (2016.12.13.) 

저18장 벌칙 〈신설 2010.2.26.) 

제59조(별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13.) 

[본조신설 2010.2.26.] 

부칙 〈법률 제8069호. 2006.12.20.)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 22조. 제 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Q)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 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 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 l항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 (교육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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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D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펼요한 사유의 발생 

일을 포함한다)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차기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6조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적용에 관한 특례) φ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 도의 교육감선거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임기만료일 전 14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은 당해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 일 전 19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 ‘ 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 16조제3항 중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53조제 l항 본문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고， 같은 법제 

108조제2항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 같은 법제227조제2항 중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도록 한다. 

@ 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 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의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본다. 

@ 이 법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 ‘ 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 1항제2호 ”선거일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 

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제 10조의2제 1항 및 제 10조의3제 1항의 

”선거일전 1 20일부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 또는 사이 

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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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 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제 l항의 ”선거일전 18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 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투표시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 155조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제 1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 

지인 구 시 · 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 이 법 시행 후 「공직선거법」 제 34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 

기간개시일 전 4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같은 법제34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 저18항에 따른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숭계)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φ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 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 1항제 l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5조제2항”을 "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2항”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를 "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로 한다 

@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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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 

감이 「지방자치법」 제 101조의2제4항(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 10 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순”으로본다 

제66조제 1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58조 r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r지방자치법」 제 158조f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r지방공무원법」 제8 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삭제한다. 

제96조제 1항 중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 27조. 제 3 1조 및 제32조제5항”을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8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L "시 · 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제23조제 1항제 1호 중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 -출장소 또는 읍 면 , 동(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 띤 동의 장”으로 하며 . 통항 후단 중 ”구 

출장소 또는 읍 면 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 면 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 1항 중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 1항 및 제4항”을 'T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 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제30조 

제 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T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r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 1항”을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 1항” 

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T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T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 1항 중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 1항”을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 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T지방교육지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r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4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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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중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 103조 중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제 1항”을 "r지방교육자체에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제 1항”으로 한다. 

제 104조 중 'T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 11 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한다. 

부칙 〈법률 제8423호 ， 2007.5. 11.) (지방자치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 11조까지 생략 

제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φ부터 @까지 생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 1항제 1호 중 'T지방자치법」 제33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6호”를 "r지방자치법」 제35조 

제 1항제 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 1 2조 전단 중 'T지방자치법」 제 55조. 제 56조”를 'T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 14조제3항 중 ”제 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r지방 

자치법」 제 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T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 29조제 1항제 l호 중 "r지방자치법」 제56조”를 "r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r지방자치법」 제 101조의 2"를 "r지방자치법」 제 111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 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 2008.2.29.) (정부조직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95)까지 생략 

(9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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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저1 1항 후단 제4항 제6항 · 제7항 제30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0046호. 2010.2.26.>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 2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CD 제2장， 제 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 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아니한다 

@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 도에 설치 

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 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위원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 · 도에 설치 

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종전 규정에서 준용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등록된 해당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본다. 

제6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시 도의회 

내에 설치되는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8 1조제2항 중 "r공직선거법」”을 ''r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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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CD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 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한다. 

@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둥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r유아교육법」 저1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 중둥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저1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둥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명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력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준용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CD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 10866호. 2011 .7.21.) (고등교육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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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 1항제2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 및 @ 생략 

제4조 생략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2013.3.23.) (정부조직 법) 

제 1조(시행일) Q)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략 

부칙 〈법률 제 11690호， 

제2조부터 제5초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Q)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후단， 제28조제 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 제6항 , 제7항， 제 30조제2항. 제 39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710)까지 생략 

교
 육
자
치
 
법
)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1724호. 2013. 4.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 12128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 

교육청이 한 처분 둥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 ‘ 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지역교육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 12394호‘ 2014. 2.13.)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 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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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법률 제 12844호. 2014.1 1. 19.) (정부조직법) 

제 1초(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생략 

부칙 〈법률 제 13335호. 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 14372호. 2016.12.13.)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 l항제 1호 중 ”지방의회의원 ‘ 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보며”를 ”보고”로 한다. 

부칙 〈법률 제 14398호. 2016.12.20.)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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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6.) (정부조직 법) 

제1조(시행일) Q)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 14839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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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Q)부터 @까지 생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표 1] 삭제 <2016. 12. 13.) 

[별표 2] 삭제 <2016. 12. 13.)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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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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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교육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6.14.] [대통령령 저127667호， 2이 6.12.13.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괴 그 시행에 펼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Q)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 11 .. 2016.1 2.13.)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 1.) 

1. 교육감이 시 , 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 개정 - 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교육감이 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 도의회에 제출핸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 도에는 제 1부 

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 1.)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4.6.1 1.) 

1. 교육감소속의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사람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사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4.6.1 1.) 

1 제2항제 1호 ·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제4항제 1호의 공무원인 위원 

2 제2항제3호의 경우: 제4항제 l호의 공무원인 위원과 제4항제2호의 민간위원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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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5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는 제4항제2호의 민간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1.)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 각 시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D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J(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 30 ‘ 2016.8.2.) 

@ 제l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뭇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 삭제 <2016.8.2.) 

@ 교육규칙의 공포는 시 · 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 · 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저1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 16 8.2) 

[제목개정 2016.8.2.] 

제4조(선결처분) 법 제 29조제 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L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우려가있는 사항 

제4조의 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 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 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l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본조신설 2010.6.29.)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등) (D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정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 

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 

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 도 

교육청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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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 35조제 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지도 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각호와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 · 기술교육의 진홍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보건 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구역에 관한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 · 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동 교육 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 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 

감독사항 

[전문개정 2010.6.29.) 

제7조 삭제 <2008. 10.20.>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D 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013.3.23.) 

L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 · 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 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 · 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D 법 제50조의2제 l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시기까지 존속한다‘ 

@ 교육감은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돕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담당지를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 · 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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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펼요한 사항은 

해당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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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조신설 2013.6.28.] 

2007.7.3.> 부칙 〈대통령 령 제201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
육
자
치
법
 
시
행
령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 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 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저1 29조는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 13년 1월 l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f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CD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 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 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정계 

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 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정계 

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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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f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Q)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T정부표창규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 17호를 삭제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82호 2009. 1. 30.)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경기도안양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경기도화성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30호， 2010.6.29.)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경상 

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을 폐지하는 부분은 2010년 7월 1일부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육청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φ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 

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소관 사무는 경상남도창원 

교육청이 승계한다 

@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님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은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교육장이 

한것으로본다 

@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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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경상남도 

창원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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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역교육청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 위치 ‘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종전의 지역교육청(이하 ”종전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송계한다 

@ 종전의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보다 

@ 종전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종전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웅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90호. 2012.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충청남도연기교육지원청란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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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 령 제24423호.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75)까지 생략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 령 제24642호 . 2013.6.28.) 

이 영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75호. 20 14.6.11 .)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정을 폐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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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육위원회 혜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부터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 1항 중 ”교육위원회”는 ”시 ‘ 도의회”로 본다. 

제3조(교육지원청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이하 ”청원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충청북도청주교육 

지원청이 승계한다. 

@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청원교육지원청 소속의 공무원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 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지원청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CD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는 종전의 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본다.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 

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CD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제 1항제7호 및 제6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 1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l의2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공무원란 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표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공무원란 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3조제3항저1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l의2 제 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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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로 

한다. 

제 11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을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 1 2조제 1항 ‘ 제2항， 저11 3조제2항저1 3호， 제 1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 1항제2호 중 ”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 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제3항 중 1111지역교육청평가'"'를 1111교육지원청평가''''로"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 1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역교육청명가”를 

각각 ”교육지원청평가”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빛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 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 

지원청”으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10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 

으로한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제 1항， 같은 조 제3항제 1호가목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 

지원청”으로한다. 

제 17조의2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21호. 2016.8.2 .>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CD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변경되는 종전의 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옹}는 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핸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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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 

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67호. 2016.12.13.>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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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10.6.29.) 

제 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 
(제4조의2 관련) 

구분 저11부쿄육감 저12부교육감 

경기도 
저12부교육감이 관장하는 지역을 제외한 

의정부시 동두전시 고앙시 구리시 님앙주시 

지역의 교육 사무에 관한 교육감 보좌 
따주시 앙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펑군 지역 

의 교육 사무에 관한 교육감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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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시 · 도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는 제1부 

교육감의 사무로 하도1. 제 1 부교육감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미리 저12부교육감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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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똥죄t:w..- 〈개정 2016. 12.13.) 

교육지원청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1항관련) 

시 · 도 며~~ 위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정 동대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영구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정 영등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 도봉구，노원구 

서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칭 증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특별시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정 7。}」口}二?- 강남구， 서초구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정 송파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특별시강서앙전교육지원청 앙천구 강서구. 앙천구 

서울특별시동작관약교육지원정 5。iZ「}:그 l 관악구‘동작구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정 성동구 성동구광진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구 성북구‘ 강북구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정 서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부산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정 남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정 동래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굉역시 

부산굉역시북부교육지원정 북구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정 해운대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정 중구 중구，동구， 수성구 

대구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정 서구 서구， 북구 

광역시 대구굉역시남부교육지원정 달서구 남구‘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칭 남구 달성군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정 부평구 부영구 

인천 
인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정 서구 계앙구. 서구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정 중구 중구. 남구， 동구 옹진군 
광역시 

인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정 남동구 연수구， 남동구 

인전굉역시강화교육지원정 강호i군 강화군 

τ71j‘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정 북구 동구‘북구 

광역시 광주굉역시서부교육지원칭 서구 서구，남구，광산구 

대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정 중구 중구‘동구. 대덕구 

광역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구 서구，유성구 

울산 울산굉역시강남교육지원정 남구 울주군，님구 

광역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북구 중구.동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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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산교육지원정 안산시 안산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정 시흥시 시흥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부천시 

경기도동두천앙주교육지원정 동두천시 동두전시.앙주시 

경기도구리남앙주교육지원정 남앙주시 구리시，남앙주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정 평택시 평택시 

경기도안앙과천교육지원정 안앙시 안앙시 과천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정 군포시 군포시，의왕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정 오산시 오산시 화성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정 광주시 하남시，광주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정 수원시 수원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 성남시 

경기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정 의정부시 의정부시 

경기도광영교육지원정 광영시 광영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정 여주군 여주군 

경기도마주교육지원정 따주시 파주시 

경기도고잉교육지원정 고앙시 고앙시 

경기도언전교육지원정 연천군 언전군 

경기도포전교육지원정 포천시 포천시 

경기도7f평교육지원정 가평군 가평군 

경기도앙영교육지원정 앙평군 앙펑군 

경기도이천교육지원정 이전시 이천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정 용인시 용인시 

경기도인성교육지원정 안성시 안성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정 김포시 김포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정 원주시 원주시 

강원도강릉교육지원정 강릉시 강릉시 

강원도속초앙앙교육지원정 속초시 속초시， 앙앙군 

강원도삼척교육지원정 삼척시 삼척시 

강원도춘천교육지원칭 춘천시 춘천시 

강원도동해교육지원칭 동해시 동해시 

강원도태백교육지원정 태백시 태백시 

강원도홍전교육지원정 홍천군 홍천군 

강원도 강원도횡성교육지원정 횡성군 횡성군 

강원도영월교육지원정 영월군 영월군 

강원도영창교육지원정 며。차。구‘- 펑창군 

강원도정선교육지원정 정선군 정선군 

강원도절원교육지원정 칠원군 절원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정 화전군 화전군 

강원도앙구교육지원정 앙구군 앙구군 

강원도인제교육지원정 인제군 인제군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군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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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정 충주시 충주시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정 제천시 제전시 

충청북도정주교육지원정 정주시 정주시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정 보은군 보은군 

충청북도 
충정북도옥천교육지원정 옥천군 옥천군 

충정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군 영동군 

충청북도진전교육지원정 진천군 진천군 

충청북도괴산증영교육지원정 괴산군 괴산군， 증펑군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정 음성군 음성군 

충정북도단앙교육지원정 단S발 단gk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천안시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정 공주시 공주시 

충정남도아산교육지원정 아산시 아산시 

충청남도보렁교육지원칭 보렁시 보렁시 

충정남도서산교육지원정 서산시 서산시 

충정님도금산교육지원정 금산군 금신군 

충정남도 
충정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정 논산시 논산시，계룡시 

충정남도부여교육지원정 부여군 부여군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정 서전군 서천군 

충정남도정앙교육지원정 정앙군 청gt군 

충정남도홍성교육지원정 홍성군 홍성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정 예산군 예산군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정 태안군 태안군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정 당진시 당진시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정 익산시 익산시 

전라북도정응교육지원정 정읍시 저o으""’.1. 1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정 남원시 남원시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정 김제시 김저|시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정 전주시 전주시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정 군신시 군산시 

전라북도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칭 전주시 완주군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정 진안군 진안군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정 -C「l-?1〈-:ι그」 무주군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정 장수군 장수군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정 임실군 임실군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정 순창군 순창군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정 고창군 고장군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정 부안군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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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정 순천시 순천시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정 나주시 나주시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정 여수시 여수시 

전라남도굉앙교육지원정 광앙시 광앙시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정 목포시 목포시 

전라남도담앙교육지원정 담S면 담S면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정 곡성군 곡성군 

전라남도구레교육지원정 구레군 구례군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정 고흥군 고흥군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정 보성군 보성군 

전라남도 
전라남도회순교육지원정 화순군 화순군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정 장흥군 장흥군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정 강진군 강진군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정 해남군 해남군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정 영암군 영암군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정 무안군 무안군 

전라남도함펑교육지원정 함펑군 힘펑군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정 영광군 영광군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정 장성군 장성군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정 완도군 완도군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정 진도군 진도군 

전라남도신인교육지원정 목포시 신안군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정 안동시 안동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정 경주시 경주시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정 김천시 김천시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정 구미시 구미시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영주시 영주시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정 영천시 영천시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정 상주시 상주시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정 문경시 문경시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정 경산시 경산시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정 포항시 포항시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정 군위군 군위군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정 의성군 의성군 

경상북도정송교육지원청 청송군 청송군 

경상북도영앙교육지원정 영g댄 영g밀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정 영덕군 영덕군 

경상북도정도교육지원정 정도군 정도군 

경상북도고렁교육지원청 고렁군 고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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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정 성주군 성주군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칠곡군 칠곡군 

경상북도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정 예천군 예천군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정 봉화군 봉화군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정 울진군 울진군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울릉군 울릉군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정 진주시 진주시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정 통영시 통영시 

경상남도시천교육지원정 사천시 사천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 김해시 

경상남도밀앙교육지원정 밀앙시 밀앙시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정 거제시 거제시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창원시 창원시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정 의렁군 의렁군 

켜C3A C〉}」I그t5:‘-
경상남도함인교육지원정 함안군 함안군 

경상남도장녕교육지원정 창녕군 창녕군 

경상남도앙산교육지원정 앙산시 앙산시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정 고성군 고성군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정 남해군 남해군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정 하동군 하동군 

경상남도산정교육지원정 산정군 산정군 

경상남도함앙교육지원청 효앙군 힘앙군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정 거칭군 거창군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정 합천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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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체 
]설립 
]변경 

신고서 

l맡휩1Jr:1. 〈개정 2이 3.3.23.)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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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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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저14항 및 같은 법 시행렁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녀 
0....: 월 일 

시
 행
 렁
 

대표자 (서명또는인) 

교육부장관 귀하 

1. 설립취지서 1부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1부 
3 창립총회회의록 1부 

4 대표자 임원 및 회원의 성영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영부 1부 

21 Omm x 297mm[ 백 상지 80g/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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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18.3.27.] [법률 저115309호， 2이 7.12.26. ， 타법개정] 

저11 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 

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 "(歲시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減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CD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호t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4.]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 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 .5.28 ‘ 2014.1 1.19. 

201 7.7.26.)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 · 효율적인 예산 편성 , 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 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보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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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 - 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펼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4.) 

저11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φ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하여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 2017.7.26.) 

[전문개정 2014.5. 28.)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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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계연도) CD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끔난다. 

@ 삭제 <2016.5. 29.) 

[전문개정 2011.8.4.1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φ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삭제 <2014. 5.28.) 

@ 삭제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8조 삭제 <2016.5.29.) 

제9조(회계의 구분) CD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 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 14.5.28.)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설 2014.5. 2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 11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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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교육 · 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교육감”으로"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 . 2014.5.28 .. 2014.1 1.19 ..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 11조(지방채의 발행)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펼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 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 28 .. 2015.5.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r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 (r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l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20 14.11.19 .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 

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5.28 .. 2014.1 1.19 .. 2017.7.26.) 

@ r지방자치법」 제 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빙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5 .28‘. 2014.1 1.19 . . 2017.7.26) 

@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 8.4.] 

[법률 제 13283호(20 15.5 . 1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 l항은 20 1 7년 1 2월 3 1일까지 유효함] 

664 • 2018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제 11조의 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 2016.5.29 .. 2017.12.26.) 

1. r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r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r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r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특별법」 

5. r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r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r도시철도법」 

9 r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r공항시설법」 

11. r신항만건설 촉진법」 

12. r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r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r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r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r지방공기업법」 

17. r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r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r택지개발촉진법」 

20. r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r포율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본조신설 2014.5.28.] 

제 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CD 제 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11조제 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 

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 

원부”로"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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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보증채무부당행위 등) (j) r지방자치법」 제 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 

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l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펼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뭇을 신청인에게 서연으로 알려야 한다. 

@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저139조제 l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 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 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j)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 24.) 

제 15조 삭제 (2016.5.29.) 

제 16조 삭제 (2016. 5.29.) 

제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CD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딘체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떠꺼原)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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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멸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저1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 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삭제 <2013. 7.16.) 

[전문개정 2011. 8.4.] 

[제목개정 2014.5.28.] 

제 17조의2 삭제 <2014.5.28.) 

제 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CD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28.)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 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 8.4.] 

[제목개정 2014.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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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φ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제 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4.] 

제2장경비의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펼요한 경비는 그 지방 

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8.4.]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CD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 

하지 아니하면아니 되는경비는 국가가그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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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겸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CD 제21조제 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 11.8.4.] 

제23조(보조금의 교부) CD 국가는 정책상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는 정책상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 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시 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탐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 

f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밀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5.28 .. 2014.11.19 .. 2015.5.13 ..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5.28 .. 2014.11.19 ..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벼)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 · 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재정법」 제3 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5.28 .. 2014.1 1.19 .. 2017.7.26.) 

[전문개정 201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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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 

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하기로 결정 -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2014.11.19 ‘ 2017. 7.26.) 

[전문개정 2011 .8.4.1 

제27조의 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D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2013.7.16 .. 2014.11. 19 .. 20 17.7.26.)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 도와 시 군 · 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 

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7‘ 16 .. 2014.11. 19 .. 2017.7.26.)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7.16 .. 2014.5.28 .. 2014.11.19 . . 2017.3.21 .. 2017.7.26‘>

지
 방
 재
 정
 법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2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 

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 

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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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2017.7.26.)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신설 2013.7.16. ‘ 2014.1 1. 19 ‘ 2015.12.29 .. 2017.7.26.) 

@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 2015.12.29.) 

[본조신설 2011 .8.4.]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Q)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빛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3.23 .. 2014.5.28 .. 2014.1 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 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26.) 

[본조신설 2011. 8.4.]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CD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 28 .. 2014.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저1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 20 17. 7.26.>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 15.12.2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 2017.7.26.) 

[본조신설 2013.7.16.] 

제27조의 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Q)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 1.19 ..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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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 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 

의2제 1항에 따른 정보시스랩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2017.7. 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뱀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9 .. 2017.7.26.) 

[본조신설 2014. 5.28.] 

제 27조의 6 (지방재정영향명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 

국제경기대회， 축제 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깨정 2014.11.19 .. 2017.7.26.) 

@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2017.7.26.)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명세서를제출할때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 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지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본조신설 2014 .5.28.) 

제27조의8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G)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지
 방
 재
 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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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펼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29.] 

제28조(^l . 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겸비 부담) 시 도나 시 도지사가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 , 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경비를 부담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1. 8.4.]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D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 감연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이 차지 

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 

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8 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연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5.28 .. 2014.11.19 .. 2015.12.29 .. 2017.7.26.) 

1. 기존 지방세 감연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 1. 8.4.] 

제29조(시 · 군 조정교부금) (D 시 , 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 

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 ‘ 군 간의 재정 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 

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 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 도세(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 , 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 ·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 시 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 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 · 도의 관할구역의 

시 · 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5.28.) 

@ 시 · 도지사는 화력발전 · 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r지방세징수법」 제 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672 • 2018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 · 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9조의 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 28.)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본조신설 2014.5. 28.)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 ·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 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홉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30조 삭제 (2014.5.28)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CD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징수한 시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정금을 부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 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지
 방
 재
 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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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으12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2014.5.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D 지방보조금(제 17조제 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 17조제 1항 및 제 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퉁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한다.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 17조제 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 

할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φ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 l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674 • 2018 지방의회 관련 업규집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r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 

무원(r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 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조례로정한다. 

[본조신설 2014. 5.28.] 

지
 방
 재
 정
 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CD 지방보조사업지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CD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수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 

업자에게 펼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 29.) 

@ 저1 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CD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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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끝났을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펼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 

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펼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 28.) 

제32조의 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명가) (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펼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4.5. 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둥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φ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수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 

한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 

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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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 

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 .28.] 

지
 방
 재
 정
 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CD 지방보조사업지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각호의 행위를할수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 10(이의신청 등) CD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수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펼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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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 11(신고포장금의 지급)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저13장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28. ‘ 2014.11.19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5. 28 .. 2014.11.19 . . 2017.7. 26.)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 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재정규모전망 

3 관련국가계획및지역계획중해당사항 

4 분야별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 

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빼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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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5.28 .. 2014.1 1.19. ‘ 2017.7. 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펼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 28 .. 2014.11.19 .. 2017.7 .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7.16 ‘ 2014 .5.28 .. 2014. 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저1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2014.11. 19 .. 2017.7.26.)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1 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딘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 2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 

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 .28.) 

[전문개정 2011 .8.4.] 

지
 방
 재
 정
 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Q)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처 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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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 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4.) 

제36조(예산의 편성) CD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세입 · 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 8. 4.]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제출) φ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據算쁨)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r지방자치법」 제 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37조(투자심사)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펼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보증채무부담행위 

다 r지방자치법」 제39조제 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 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r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 2017.7. 26.) 

@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 - 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14.11.19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9 .. 2017.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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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4 .5.28.] 

제37조의 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CD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챙}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제 32조의3제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지
 방
 재
 정
 법
 

제37조의 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 

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CD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 

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 13.3. 23. ‘ 2014.11 .19 ‘ 2017.7.26.)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펼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4.1 1.19 .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펼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 14. 5.28 . . 20 14.11.19 ..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 28.) 

@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 15.5.13 .. 2017.7.26.) 

[전문개정 201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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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방예산 편성 풍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퉁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 

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 2018.3. 27.)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 

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 

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2018.3. 27.)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명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 2017.7. 26 .. 2018.3. 27.)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3.27.) 

[전문개정 2011. 8.4.l 

[제목개정 2018.3.27.l 

[시행일 : 2018.6.28.] 제39조 

제40조(예산의 내용) Q) 예산은 예산총칙 ，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 

(明示移越웹)를 총칭한다. 

@ 예산총칙에는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펼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l 

제4 1조(예산의 과목 구분) φ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훨) . 관(款) 항(項)으로 구분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 

사업 ·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한다. 

@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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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8.4.] 

제42조(계속비 등)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펼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l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8.4.) 

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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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예비비) Q)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 지방자치딘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 134조제 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28.) 

[전문개정 2011 .8.4.] 

제44조(채무부당행위)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 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당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체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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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4.] 

제44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CD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 ·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r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저\1항제 l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 2017.7.26.)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F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 

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 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 협약 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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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 

@ 저1 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수 있다-

[본조신설 2014.5. 28.]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據짧)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L 시 · 도의 경우국가로부터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국가또는 시 도로부터 그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 도의 정우 국가로부터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 11.8.4.]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CD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 1 3 1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것으로본다. 

[진문개정 20 11.8.4.]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펼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4.]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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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연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시를 거쳐야 한다. 

@ 제 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멸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의 2(예산 · 기금의 불법지출 ·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CD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r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1 .19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제49조(예산의 전용)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輕댐)할 수 있다. 

@ 저1 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 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CD 세출예산 중 경 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 ·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웹)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그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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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 · 공공 사업의 시행에 펼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본다. 

[전문개정 20 11. 8.4.] 

저14장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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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 (2016.5.29.) 

제51조의2 삭제 <2016.5.29.) 

제52조 삭제 <2016.5.29.) 

제53조 삭제 <2016.5 .29.) 

제53조의2 삭제 <2016.5.29.) 

저1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3조의3 삭제 <2016.5.29.)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군 및 자치구는 시 ‘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23 .. 2014.5.28 .. 2014.1 1.19 ..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CD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저1 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 

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 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 

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펼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상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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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 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 14.11.19 .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제l항에 따른분석의 객관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핸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28 .. 2014.1 1.19 .. 2017.7.26.) 

[전문개정 2011 .8.4.]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CD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 1. 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 

제 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 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 

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 

자치단체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 

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28 ‘ 2014. 11.19 . . 2017.7.26., 20 18.3.27.)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 2019.1. 1.] 제55조 

제55조의 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CD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 5.28. ‘ 2014.1 1.19 .. 2017.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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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 

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2014.1 1.19" 20 17.7.26.) 

@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 .28.) 

[본조신설 20 11. 3.8.] 

[제목개정 2014.5 .28.] 

제 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CD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 

제 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g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재정위기단체 :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 

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 

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5.28 ‘ 2014.11.19" 2017.7.26. , 2018.3.27.) 

@ 저1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 、 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본조신설 2011.3. 8.] 

[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2019.1.1.] 제55조의2 

제 55조의 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CD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 

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경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뺑1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히여야한다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20 17.7.26.) 

지
 방
 재
 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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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펼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8.]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CD 제55조의2제 1항제 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 7.26 .. 2018.3.27.)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 

여야한다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횡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 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펼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1 1.19. ‘ 2017.7.26.)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 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본조신설 2011. 3.8.] 

[제목개정 2018.3.27.l 

[시행일 : 2019. 1.1.] 제55조의3 

제 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CD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 11조부터 제 13조 

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 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6.5.29 .. 2017.7.26.)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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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2014.5. 28 .. 2014. 11.19 .. 2017.7.26.) 

[본조신설 2011. 3.8.) 

제55조의 5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φ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1 1. 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펼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펼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 23 .. 2014.5. 28. ‘ 2014.11.19 ‘ 2017.7.26.) 

@ 저1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 8.) 

지
 방
 재
 정
 법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빛 운영) CD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사항 

2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딘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사항 

4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상황의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위하여 펼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 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 

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하는사람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저1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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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 2.29.)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D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관한사항 

2.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상황의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위하여 펼요한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사항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하는사람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제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의 구성 ·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일 : 2019.1.1.)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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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 l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 

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2014.1 1.19 .. 2017.7.26.) 

[전문개정 2011. 8.4.] 

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 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11. 19. , 2017.7.26 .. 2018.3.27.) 

[전문개정 201 1.8.4.] 

[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 2019.1. 1.]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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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퉁)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 7.26.)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띠 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L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재정상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1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2017.7.26.) 

@ 지방자치딘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펼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 

하여 정한다. <개정 2014.1 1.19 ..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장황의 공시 퉁) φ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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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세입 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 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 1항제 l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제 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며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 1.19 .. 2017.7.26.> 

@ 제 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는 시 , 도지사에게. 시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관할 시 · 군 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 1.19.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l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예산 운용장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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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 .13.) 

@ 제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15.5.13.) 

[전문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5.5.13.)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2018.3.27.) 

1 세입 ‘ 세출예산의 운용장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 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 1항제 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 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제 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 1.19 .. 2017.7.26.) 

@ 제 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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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l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는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관할 시 ‘ 군 ‘ 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19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 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 ‘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 저1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5. 13.) 

[전문개정 2014.5. 28.] 

[제목개정 2015.5.13.] 

[시행일 : 2019.1.1.] 제60조 

제60조의 2(통합공시 ) CD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 - 평가 

하고 그 결괴를 토대로 펼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 

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 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 

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2017.7. 26.) 

[본조신설 2014.5.28.] 

저1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5.12.29.) 

제60조의 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CD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 7.7.26.> 

l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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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느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펼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 l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 

단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 도를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저1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1 

제60조의4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CD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 

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위기관리위 

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 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저1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 

재정관리인의 엽무등에 펼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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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 5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CD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 

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 비 둥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26.) 

@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60조의 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CD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 7.7.26.)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l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펼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 

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 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 15. 12.29. ] 

제60조의 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φ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히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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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 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 17. 7.26.)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한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 

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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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D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 11조， 

제 11조의 2 ， 제 12조， 제 1 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 

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2.29 .] 

제60조의 9(국가 등의 지원) (D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펼요한 행정적 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 

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저16장 수입 

제61조 삭제 <2016.5.29.) 

제62조 삭제 <2016.5.29.) 

제63조 삭제 <2016.5.29.) 

제64조 삭제 <2016.5.29.) 

제65조 삭제 <2016.5.29.) 

제66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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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7장지출 

제67조 삭제 (2016.5.29.) 

제68조 삭제 (2016.5.29.) 

제69조 삭제 (2016.5.29.) 

제70조 삭제 (2016.5.29.) 

제71조 삭제 (2016.5.29.) 

제72조 삭제 (2016.5.29.) 

제73조 삭제 (2016.5.29.) 

제74조 삭제 (2014.5.28.) 

제75조 삭제 (2016.5.29.) 

제76조 삭제 (2016.5.29.) 

저1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 삭제 (2016.5.29.) 

제78조 삭제 (2016.5.29.) 

제79조 삭제 (2016.5. 29.) 

제80조 삭제 (2016.5.29.) 

제81조 삭제 (2016.5.29.) 

저19장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CD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완성한다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 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 11. 8.4.]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CD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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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 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4.]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 8.4.] 

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5.28.) 
끼
끼
 
바
。
 깨에
 
저
。
 버닙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제 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2014.5.28.) 

@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 5.28.]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띤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Q)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삭제 <2014.5.28.) 

@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28.) 

[전문개정 2011. 8.4.] 

제10장으12 부채의 관리 〈신설 2014.5.28.) 

제87조의 2(부채의 관리)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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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5.28.) ] 

제87초의 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19" 2017‘ 7.26.)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관리계획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 

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펼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 .5.28.) ] 

제11 장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따른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 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 

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 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 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12장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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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삭제 (2016.5 .29.) 

제9 1조 삭제 (2016.5 .29.) 

제92조 삭제 (2016.5.29.) 

제93조 삭제 (2016.5.29.) 

제94조 삭제 (2016.5.29.) 

제95조 삭제 (2016.5.29.) 

제13장보칙 

지
 방
 재
 정
 법
 

제96조 삭제 (2016.5.29.) 

제96조의 2 (지방재정정보화) φ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 

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뱀을 통하여 처 리하여야 한다. 

<2014.11.19. ‘ 2017. 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 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랩을 개발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제96조의3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2016.5.29 .. 2017.7.26.) 

[본조신설 2014. 5.28.) 

저114장 벌칙 〈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φ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의4제 l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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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니-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 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6제 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거짓으로작성하여 제출한자 

[본조신설 2014.5.28.] 

제98조(양별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떤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5.28.] 

부칙 〈법률 제7663호， 2005.8.4.) 

CD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 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 

한다. 

@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 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l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 10조 생략 

제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CD 내지 (52)생략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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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 "r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r국가재정법」 제31조”로"동법 제39조제2항”을 ”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 내지 (59)생략 

제 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 1 74호， 2007. 1. 3.) 

CD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 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 징수한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지
 방
 재
 정
 법
 

부칙 〈법률 제8423호， 2007.5.11.) (지방자치법)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 11조까지 생략 

제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제4항 전단 중 "r지방자치법」 제 149조”를 ''r지방자치법」 제 159조”로 한다. 

제 13조제 l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15조제3항”을 "r지방자치법」 제 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 34조제3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33조제 1항”을 "r지방자치법」 제 142조제 1항”으로 한다. 

제46조제 1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22조”를 ''r지방자치법」 제 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r지방자치법」 제 125조제 1항”을 "r지방자치법」 제 134조제 l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r지방자치법」 제 142조”를 "r지방자치법」 제 152조”로 한다 

@ 및 @까지 생략 

제 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230)까지 생략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 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 19조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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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단， 제25조， 제 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 제 38조 

제 1항， 제 53조제 1항， 제 54조 전단， 제 5 5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 ， 제 56조제 1항， 제 57조， 

제 58조. 제 59조제 1항 · 제2항， 제 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 

안전부장관”으로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 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1111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 11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 

기술부”로”로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26호， 2010.1.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 10219호， 2010.3.31.) (지방세기본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20 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 10조까지 생략 

제 11조(다른 법률의 개정) φ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r지방세법」 제 53조제2항”을 'T지방세 

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앵부터 (61)까지 생략 

제 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0221호. 2010.3.31.) (지방세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φ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 1항제 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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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 10303호. 2010.5. 17.) (은행법) 

@ 및 @ 생략 

제8조 생략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j)부터 (68)까지 생략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 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부터 (86)까지 생략 

제 10조 생략 

지
 방
 재
 정
 법
 

부칙 〈법률 제 10439호. 2011. 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 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7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항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공포후 1년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출은 각각 20 1 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 10898호. 2011. 7.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j)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r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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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 1099 1호， 201 1. 8.4.)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 1 2년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 1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화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 -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 11690호， 잉13.3 . 23 .) (정부조직법) 

제 1조(시행일) CD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207)까지 생략 

(20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 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 19조제 1항， 제 24조 전단 · 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 단서 ， 제 

27조의2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제27조의3제 1항 제2항， 제 

28조의2제 l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 1항， 

제48조의2제3항， 제 53조제 1항， 제 54조 전단 후단， 제55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 

2제 1항， 제 55조의3제 1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 1항 · 제2항， 제55 

조의5제 1항 · 제2항， 제 56조제 1항， 제 57조， 제 58조， 제 59조제 1항 제2항， 제 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 10조 중 tln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로”를 ttn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 1호 중 ”국무총리실차장”을 ”국무조정실차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1900호， 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 7조제3항， 제 1 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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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CD 제 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 제 1 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 

한다. 

부칙 〈법률 제 12687호， 2014.5.28.) 

지
 방
 재
 정
 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 7조의 2 ， 제 27조의5 

저1 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까지， 제 33조제 11항， 제 74조， 제87조의3 ， 제 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 혜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CD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 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 18년 1 2월 3 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5조(기부 · 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 1 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 · 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 1 8조의 개정규정은 20 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CD 제27조의6제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 · 국제경기대회 ， 축제 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 

하는 법령안이나 세입 · 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 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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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 10조(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 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 11조(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 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 12조(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 1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 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51조 

제 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 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CD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 1항제 1호의 개정 

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 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 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저1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장황을 

공시하여야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9.) 

제 14조(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 11조제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5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 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 10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6조(재정보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재정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7조씨 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 · 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 · 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8조(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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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 

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 2 및 제9 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 21조(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 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까지는 금고로 

운영할수있다 

지
 방
 재
 정
 법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CD 20 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 1 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 14인천아시아경기대 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 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 · 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 ”으로 한다. 

@ 2018 명창 통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힌다. 

제 29조제2호 중 ”재정투 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0조 중 "r지방재정법」 제 18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8조 중 'T지방재정법」 제 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 ‘ 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 문화산업진홍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T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r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 아시아문회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괴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T지방재정법」 제 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 지방자치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73조 중 ”시서1 Cr!ï親)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r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13 중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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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율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 · 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 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 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11 5)까지 생략 

(11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 10조， 저1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 19조제 1항， 제24조 전단 · 후단， 제25조， 제 26조， 제27조 본문 · 단서， 

제27조의2제 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27조의3제1항 

제2항， 제 27조의4제 1항 , 제2항， 제28조의2제 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33조 

제 1헝 · 제2항， 같은조제3항전단 후단， 제38조제 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 후단. 저1 55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 1항， 제 55조의3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 55조의4제1항 · 제2항， 제55조의5제 1항 제2항， 제56조제 1항， 

제 57조， 제58조， 제59조제 1항 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 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 27조의2제6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 3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 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 · 제4항 제 10조， 제 37조제3항， 제 44 

조의2제2항제 1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 11조제3항， 제27조의5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 1호 -제2호， 제33조제 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3 

조의3제 1항， 제55조제5항， 제55조의2제2항， 제 59조제2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 60조의2제 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 후단， 제87조의3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 

2항 제3항. 제96조의2제 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6조의3 및 부칙 

제 13조제2항 ‘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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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 13283호. 2015.5.13.) 

으로한다. 

(11 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생략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1조제 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채의 발행에 관한 유효기간) 제 11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 1 7년 

1 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
 방
 재
 정
 법
 

부칙 〈법률 제 13638호. 2015.12.29.)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7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3 및 저12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 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히-는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 14111호. 2016.3.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1조의2제 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4113호. 2016.3.29.) (공항시설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 16조까지 생략 

제 17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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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의2제 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r공항시설법」 

@부터 @까지생략 

제 18조생략 

부칙 〈법률 제 14 197호， 2016.5.29.) (지방회계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D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재정 및 회계”를 ”재정”으로 한다. 

저16조제2항， 제8조， 제 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 제 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 53조의 3 ， 제 61조부터 제73조까지 ， 제 75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삭제한다. 

제55조의4제 1항 중 ”제 11조부터 저1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 11조부터 제 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제60조제 1항제9호 중 ’꺼1 53조의 2"를 "r지방회계법」 제 18조”로 한다. 

제96조의3 중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로한다. 

@ 법률 제 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 1항 중 ”제 12조부터 제 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 12조， 제 13조， 제44조 및 「지방 

회계법」 제24조”로 한다. 

@ 빛 @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4198호， 2016.5.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1]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법률의 개정) (D 및 @ 생략 

@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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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생략 

제3조생략 

부칙 〈법률 제 14476호， 2016.12.27.) (지방세징수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r지방세기본법」 저1 67조제2항”을 'T지방세징수법」 제 17조제2항”으로 한다. 

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46 1 9호， 2017.3.21.)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 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 1조(시행일) CD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φ부터 (100)까지 생략 

(10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10조， 제 11조제2항 단서 .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 1 9조제 1항， 제 24조 전단 · 후단， 제25조. 제26조， 제 27조 본문 · 단서. 제27조의2제 1항제 

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본문 딘서， 제27조의3 

제 1항 · 제2항， 제27조의4제 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5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 

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 1호 · 제2호， 제 27조의8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 

2제 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 1항 -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지
 방
 재
 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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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제 38조제 1항 · 제3항. 제39조제3항 제48조의2제3항. 제 54조 전단 · 후단. 제 55조 

제 1항부터 제5항까지， 제 55조의2저1 1항 · 제2항. 저1 55조의3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 1항 제2항， 제55조의5제 1항 제2항. 제56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 57조， 제58조， 제 59조제2항 · 제4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 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 후단， 제60조의3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 제 60조의4제 1항 제2항， 제60조의5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7 

제2항 · 제4항， 제87조의3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제88조， 제96조의2 

제 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96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 제4항， 제 10조. 제 37조제3항. 제 38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제 1호 중 ”행정 

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 10조 및 제56조제3항제 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4919호， 2017.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 15309호. 2017.12.26.) (혁 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j)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r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터 @까지 생략 

제4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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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저128521 호， 2이 7.12.29. ， 타법개정] 

저11 장층칙 

지
 방
 재
 정
 법
 

제 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한다. 

제 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명가) CD r지방재정법J(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 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 

1 시 도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 ·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둥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 .28.1 

시
 행
 렁
 

제2조 삭제 ( 2016.11. 29.) 

제3조 삭제 ( 2016.1 1. 29.) 

제4조 삭제 ( 2016. 11. 29.) 

제5조 삭제 ( 2014. 11. 28.) 

제6조(교육 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행정안전부령”은 ”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4.11.19 .. 2017.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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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 11조제 l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 

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D 제7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 2014 . 11. 28.) 

제 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D 법 제 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 

제 1항제 l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8.) 

@ 법 저1 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4.11. 28 .. 201 7.7. 26.) 

L 법 제 11조제 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1 27조의 2제 1항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정한다) 

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 

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6. 28 .. 2008.2.29 ‘ 2009.7.30 ‘ 2013.3.23 .. 2014.11.19 .. 20 14.11 .28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펼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 · 조정하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 ‘ 28 .. 2008.2.29 .. 20 13.3.23 .. 2014.11.19 .. 2014.11. 28. ‘ 2017.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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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φ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도에 법 제 11조제2항 단서 제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 

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f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 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4.11. 28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 

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 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φ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 

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 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29 “ 2013.3.23 ‘ 2014.11.19. ‘ 20 17. 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 

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 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4.11. 28 .. 2017.7.26.) 

@ 시 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 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 3.23 .. 2014.1 1.19 .. 2017.7.26.) 

제 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H})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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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뭇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있는때에는그뭇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 l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 

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

@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한다-

@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 1항의 

행위를할수있다 

제 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 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 15조(지방채증권 웅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 16조(납입) (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 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 1항의 

행위를할수 있다. 

제 17조(증권의 발행) (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변호 

2. 제 13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4호 · 제6호 제7호 ‘ 제9호 제 10호 및 제 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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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 13조제 1항제 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 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 

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 2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Q)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 13조제 1항제2호 내지 제 10호 및 제 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 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φ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 상환기일 추첨일시 · 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지
 방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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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이권 흠결의 경우) φ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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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훼손 동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 

부터 공제한다. 

@ 제 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웅하여야 한다.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 

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있다. 

제 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함으로써 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CD 법 제 1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 

자치딘체의 보증을 받고자 히는 지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딘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돗을 담은 

서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 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 27조 삭제 <2016.11 .29.) 

제28조 삭제 <2016.11.29.) 

제29조(기부 · 보조의 제한) φ 삭제 (2011.9.6.> 

@ 법 제 17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 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 28.> 

@ 법 제 17조제 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펼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삭제 (2011.9.6.> 

@ 법 저117조제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 28 .. 2017 ‘ 7. 26.> 

[제목개정 2014.11.28.]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저11 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722 • 201 8 지방의회 관련 법규칩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 ·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2011 .9.6 .. 20 13.3.23 ‘ 2014.11.19 .. 2017.7.26 .> 

제30조의2 삭제 (2014.11 . 28.> 

제30조의3 삭제 (2014 .1 1. 28.> 

제30조의4 삭제 (2014.11. 28.> 

제3 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CD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l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 

책자문회의를 두며 ，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 .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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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경비의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CD 법 제 2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와 시 · 군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 (국가의 재정 

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 시 · 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 군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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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 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빛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08.12.31.. 2013.3.23 .. 2014.1 1.19 .. 2014. 11. 28 .. 2017.7.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35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CD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 리 지정 

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4.1 .1 7 .. 2014 ‘ 11.28.) 

@ 삭제 <2014. 1.17) 

@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7.)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l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전문개정 2012.1.31.] 

제35조의 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CD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직무를대행한다.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1왜談)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 1.19 ..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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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펼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2014.11. 28 .. 2015.10.6 .. 2017.7. 26.>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히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 2017.7.26.> 

@ 저1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2017.7. 26.> 

[전문개정 201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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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CD 법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멸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 2016.6. 28 .. 2017.7. 26.> 

1.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 

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 정 2014.1 1.19 .. 2017. 7.26.> 

@ 저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한다. 

@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저1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 

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실무위원회 위원 중 제 1항제2호의 위원에 대한 추천의 철회와 제 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하여는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행정 

725 



안전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5.10.6 .. 2017.7.26.) 

@ 저1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2015.10.6 .. 2017.7. 26.) 

[본조신설 2014.1 .17.)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통 (2014.1.1 7.) )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φ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 

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2014.11. 28 .. 2017.7. 26.) 

@ 중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 

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2014.11. 28 .. 2017.7.26.) 

[본조신설 2014.1.17.) 

제35조의 5(지방재정영향명가 대상 지방사업) CD법 제27조의6제 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1.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 국제경기대회， 공연 ,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 

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6.28 .. 2017.7.26.)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 

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 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샌트 이상 

증액된사업은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6제 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1 1. 28.)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2014.11.28.) ) 

제35조의 6(지방재정영향명가 대상 국가사업 통) CD 법 제27조의6제2헝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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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28.] 

제35조의 7(지방세 감면의 제한) (D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 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이 차지 

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l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2014. 11 .19 .. 2015.10.6 .. 2017.7.26.) 

1. 20 1 7년까지 : 100분의 15 

2. 20 1 8년: 20 1 7년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 20 1 9년 : 20 1 7년과 2018년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 2020년 이후 :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평균에 l천분의 5를 더한 

비율 

@ 제 1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 · 

감띤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r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연 결산액인 3조4천775 

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 r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7조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감면 

등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과세 감면액 

[본조신설 2012.1.31.) 

대135조의5에서 이동 <2014 .11.28.)] 

제36조(시 · 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D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1. 일반조정교부금 시 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 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 

하기 위한교부금 

@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4.11. 28.) 

@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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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 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 군의 광역 

시세 ·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r지방 

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 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 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14. 11. 28 . . 2016.8.29.) 

@ 삭제 (2016.8.29.) 

@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 

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6.8.29.) 

[제목개정 2014.11 .28.] 

제36조의 2(자치구 조정교부금) Q)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 

광역시의 시세(市親)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 1항제 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 

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 

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 특별조정 

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의 

조례로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28.] 

제37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 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 · 성명 

또는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 28.] 

[제 37조의2에서 이동 (2016.6.28,) 1 

제37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CD 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5년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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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2조의5제5항에 따라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하는 자료의 범위는다음각호와 

같다 

1. 계산서 :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 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 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펼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6.6.28.]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로 이통 <2016.6.28.) ] 

제37조의 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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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명가 및 관리)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 

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 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 

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 2제 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 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 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CD 법 제32조의9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 부잔교(浮樣橋) 및 부선거 (浮船뚫)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재산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저1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 

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 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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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 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 7 (신고포상금의 지급) (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11제 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 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 

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 법 제32조의 11제 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끼bμ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 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4.11. 19 ‘ 2017.7.26.) 

저13장예산 

제38조의 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 1항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 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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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칩을 매년 8월 3 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8.29.) 

지
 방
 재
 정
 법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 10.6 .. 2017.3.27.) 

1 r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저111조제 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r지방세징수법」 

제 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 도가 시 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헝에 따라 시 , 도가 λl ‘ 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빛 차입금 동에 대한 이자지출 

4 r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 ·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전문개정 20 14.11. 28.] 

시
 행
 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CD 법 제 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손실부담 

2. 계약보증 입찰보증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펼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 제 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 ·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CD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據算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26.)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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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26.) 

[본조신설 2011 .9.6.]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 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히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009 .11. 2 ‘ 2010.12.20 .. 2011. 9.6 .. 2013.3. 23 .. 2014.1 1.19 ‘ 

20 14.11. 28. ‘ 2016.6.28 .. 2017.7.26.) 

L 시 · 도 :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업 

가 총사업 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 · 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삭제 (2014.11. 28.) 

@ 삭제 (20 14.11.28.)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펼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 13.3.23 ‘ 2014.11.19’‘ 2014.11.28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8.) 

@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제목개정 2014.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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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주요사업 공개 방법)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지를 포함한다) 

2. 투자심사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 저1 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저1 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8.10.20.> 

제44조 삭제 <2014.11.28.> 

제45조 삭제 <2014. 11. 28.>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Q)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할수있다 

@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동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φ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 28.) 

@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12.31.) 

@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4.11. 28 .. 2017.7. 26.) 

지
 방
 재
 정
 법
 
U
시
 해
。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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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4. 11 .28.]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 1항제 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각호와같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전년도세입 세출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 

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조서 

5. r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 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펼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4.11. 28.]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 .28.]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Q) 법 제48조제 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 

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동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경우를말한다 

@ 법 제48조제 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 51조(예산성괴금의 지급기준) φ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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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 

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l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 1항제3호의 경우 

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떠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 1항제 l호에서 정하 

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 23 ‘ 2014.11.19 .. 2017.7.26.)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곰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정비에 대한 감액 퉁 펼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괴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 

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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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 ·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 -운용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 2014.1 1.19 .. 2017.7.26.)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CD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l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예산담당 실장 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 

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위촉하는자로한다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 20 14.1 1.19 ..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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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CD법 제48조저1 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 

회를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 , 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 

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저1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 . 29 .) [시행일 2018.6.30.) 제54조제4항 

제54조의 2(예산 ,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 ·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 l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 

제55조(예산의 전용) CD법 제4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 . 2011.9.6 .. 2012.2.29 .. 2014.3.5.) 

1. 인건비 [r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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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비 및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 

에서의 전용을할수없다 

제56조(예산배정계획 ) CD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 ‘ 세출 · 계속비 , 채무부담 

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 

기구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한다. 

@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교통이나통신이 불편한지방에서 지급하는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 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 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정비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CD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 비를 말한다. <개정 2007 ‘ 12.31.. 2015.12.0 

1 r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r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r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법 제 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12.0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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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가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펼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드는 경비 

2.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 

제59조 삭제 (2016.11 .29.) 

제59조의2 삭제 (2016.1 1. 29.) 

제59조의3 삭제 (2016.1 1. 29.) 

제60조 삭제 (2016.1 1. 29.) 

제6 1조 삭제 (2016.11.29.) 

제62조 삭제 (2016.1 1. 29.) 

저14장결산 

제62조의 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1 .29.) 

제62조의3 삭제 (2016.11.29.) 

제63조 삭제 (2016.11. 29.) 

제63조의2 삭제 (2016.1 1. 29.) 

저1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Q)법 제 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 

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6 ‘ 2014.1 1.28.) 

1. r지방자치법」 제 133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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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지방자치법」 제 134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 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 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 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 2 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r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관한보고서 

@ 재정보고서의 서식 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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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퉁) CD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 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 재정분석 · 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1.9.6 .. 2013.3.23 “ 2014.11.19 .. 2017.7.26.>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과다한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 · 

사용한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 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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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2.29 . . 2013.3.23 .. 2014.11.19"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2017.7.26.) 

제65조의 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CD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혐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014.11.19" 2014.11.28" 2016.6. 28. ‘ 2017.7.26.)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법 제 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 1 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당행위액 중 지방자치 

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명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의 분기 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 

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6 r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 터 링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17.7.26.) 

[본조신설 2011. 9.6] 

[제목개정 2014.11. 28] 

제6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CD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혐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 1.19" 2014.1 1.28 .. 2016.6.28" 2015.10.6" 

2017. 7.26.)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법 제 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 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 

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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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 

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하여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당행위액의 총 합계 

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 

방비로 지급하여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평균이 같은 기간 경상일반재원(지방교육세 

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명균 수입예상액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경상일 

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의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명균 금고 총 잔액의 100 

분의 10 미만인 경우 

6 r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에 대하여 수시 

로 모니 터 링할 수 있다. <신설 2015 . 10β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11 .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펼요하면 서면분석， 현 

장조사 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4.1 1.19 .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수준 

이 제 1항에 따른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56조 

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이행，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 2017.7.26.> 

[본조신설 2011. 9.6.] 

[제목개정 2014.11 .28.] 

[시행일 2019.1. 1.] 제65조의2제1항제2호 제65조의2제 1항제3호 

제65조의 3(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CD 법 제 55조의2제 1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저1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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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1 .19 .. 20 17.7.26.)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 .26.)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 1.19 . . 2017.7.26.) 

[본조신설 2011.9.6.) 

제65조의4(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 14.11. 28.) 

1. 시 · 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1 .9.6.] 

[제목개정 2014.11 .28.] 

제6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CD 법 제 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 법 제56조제3항제 1호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및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히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 .26.)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 

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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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제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 16.6.28.] 

제66조의 2(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CD 법 제 56조제6항에 따른 실무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성별을고려하여야한다 

@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 

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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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 

@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 저1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입할 수 있다 

@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6조제 1항， 제2항， 제4항 및 저1 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로 본다. 

@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제2항제2호의 위원에 대한 추천의 절회와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하여는 제6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 제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 26.) 

[본조신설 20 16. 6.28.]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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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작성 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φ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히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2011.9.6 .. 2013. 3.23 ‘ 2014.11.19. ‘ 2014.11. 28 .. 20 17. 7.26.) 

1 법 제60조제 1항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 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사항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 삭제 (2014.11. 28.) 

@ 저1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펼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4.11. 19. ‘ 2014 .11 .28 ‘ 2017. 7.26.) 

[제목개정 2014. 11 .28.) 

저15장으1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6.6.28.>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CD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2. 법 제 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 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 

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 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 

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멋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뱃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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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6. r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6.28.1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φ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 

4제 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 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 

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 저1 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 

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 

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7.26.) 

@ 행정안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 26.) 

1. 법 저1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시를 밝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딘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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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CD 법 제60조의5제 l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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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 법 제60조의5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 

@ 법 제60조의5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 

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법 제60조의5제 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 법 제87조의원1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밀빨다)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 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 법 제60조의8제 l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본조신설 2016.6.28.]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명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26.> 

[본조신설 2016.6. 28.] 

제72조의 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l 시 · 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2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6.6.28.] 

제73조 삭제 (2016.11.29.) 

제74조 삭제 <2016.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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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삭제 <2016.1 1. 29) 

제76조 삭제 <2016.1 1. 29) 

제77조 삭제 <2016.11.29) 

제78조 삭제 <2016. 11. 29) 

제79조 삭제 <2016. 11. 29) 

제80조 삭제 <2016. 11. 29) 

제81조 삭제 <2016. 11.29) 

제82조 삭제 <2016.1 1. 29) 

제83조 삭제 <2016.1 1. 29) 

제84조 삭제 <2016.11.29) 

제84조의2 삭제 <2016.1 1. 29) 

저17장지출 

제85조(예산의 재배정) (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 

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펼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저1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 28.) 

제86조 삭제 <2016.11. 29 ) 

제87조 삭제 <2016.11. 29) 

제88조 삭제 <2016.1 1. 29 ) 

제89조 삭제 <2016.11. 29) 

제89조의2 삭제 <2014.11. 28) 

제90조 삭제 <2016.1 1. 29) 

제90조의2 삭제 <2016.11.29) 

제91조 삭제 <2016.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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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삭제 (2016.11. 29.) 

제93조 삭제 (2016.11. 29.) 

제94조 삭제 (2016.1 1. 29.) 

제95조 삭제 (2016.1 1. 29.) 

제96조 삭제 (2016.11. 29.) 

제97조 삭제 (2016.1 1. 29.) 

제98조 삭제 (2014.11. 28.) 

제99조 삭제 (2014.1 1. 28.) 

제 100조 삭제 (2016.1 1. 29.) 

제 101조 삭제 (2016.1 1. 29.) 

저18장 삭제 (2016.1 1. 29.) 

제 102조 삭제 (2016.11 .29.) 

제 103조 삭제 (2016.11. 29.) 

제 103조의2 삭제 (2016.1 1. 29.) 

제 104조 삭제 (2016.11 .29.) 

제 105조 삭제 (2016. 11. 29.) 

제 106조 삭제 (2016.11. 29.) 

저19장채권과채무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 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 

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 추심 , 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제 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 2제 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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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 110조 내지 제 133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0-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 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제 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 

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히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3 제 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안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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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제 111조(납부의 고지)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 

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 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12조(독촉)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 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 

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 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 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제 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 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 124조제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괴금에 대히 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답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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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제 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φ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 

조례 · 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펼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 

하여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펼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1 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실정에 관하여 등기 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 보존하여야한다. 

제 119조(징수정지)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 

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 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정 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기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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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둥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l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 120조(상계 퉁)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1 .29.] 

제 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르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 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지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2초(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 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 

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 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제 123조(이행기한의 설정) CD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제 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 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디)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제해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 

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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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제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저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 

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 

부터 5년(제 1 24조제 1항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 

써1124조제 1항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히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 124조제 1항제 l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1 1.15.) 

제 127조(집행권원의 취득) (D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펼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펼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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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 

에는다음각호의 조건을붙여야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11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있게할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단축할수 있게 할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에 대하여 은닉 , 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이행을게을리 한때 

라 제 11 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 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때 

제 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제 130조(변제) φ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 

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 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 

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 

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연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채무변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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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제 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 령 또는 조례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3조(채권계약의 약정) CD 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하여야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할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 

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있도록할것 

5. 채무자가 제 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딘축할 수 있게 할 것 

@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 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회수할것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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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삭제 <2016.11.29.) 

제 134조 삭제 <2016.11.29.) 

제 135조 삭제 <2016.11. 29.) 

제 136조 삭제 <2016.11.29.) 

제 137조 삭제 <2016.11.29.) 

제 138조 삭제 <2016.11. 29.) 

제 139조 삭제 <2016.11. 29.) 

제 1 1 장보칙 

제140조 삭제 <2016.1 1. 29.) 

제 141조 삭제 <2016.11.29.) 

제 142조 삭제 <2016.11. 29.) 

제 143조 삭제 <2016.11.29.) 

제 144조 삭제 <2016.11.29.) 

제 145조 삭제 <2016.1 1. 29.) 

제 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0)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l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 26.) 

[본조신설 2014.11.28.] 

[종전 제 146조는 제 147조로 이동 (2014.1128.) 1 

제 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0)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 ·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제 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 

1. 삭제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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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6.11. 29.) 

3. 삭제 (2016.11.29.) 

4. 삭제 (2016.11. 29.) 

5. 삭제 (2016.11.29.)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 삭제 (2016.11. 29.) 

[본조신설 2014.8.6.) 

[제 146조에서 이동 (2014.11.28.)) 

부칙 〈대통령령 제 19226호， 2005.12.30.>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2007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부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 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권 

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 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독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
 방
 재
 정
 법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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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적용례) 제 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 

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채발행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은 제 10조제 l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 19586호， 2006.6.30.)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CD 내지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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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 19735호. 2006.11.23.> 

이 영은 2007년 l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 19995호. 2007.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23호. 200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45호. 2007.12.1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CD 및 @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 l항제 1호 중 ''r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r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4호. 2007.12.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세입 · 

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φ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1 6조 중 1111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 

으로”를 1111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 

758 • 2018 지방의회 관련 업규집 



으로”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 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 1 2조 

저1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 1항 · 제2항 · 제4항. 제34조， 

제 35조제 1항 · 제2항， 제 35조의 2제 1항 · 제4항， 제36조제2항， 제 38조제 1항 전단 · 제2항， 

제 39조. 제 41조제4항， 제43조제 1항 제2항， 제 47조제3항， 제 59조제4항， 제 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 1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 1항 제4항7호 · 제5항， 제67조， 제68조 

제2항제4호 제5항， 제 7 1조. 제 72조제 1항 · 제2항， 제 89조의 2제 1항， 제 90조의2제 1항. 

제 96조제2항.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 102조제2항. 제 134조제3항. 제 144조제 1항 및 

제 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 33조제 1항 본문 · 제2항. 제41조제 l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 제6항， 제 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 1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8)부터 (105)까지 생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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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2008.10.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 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 29조는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r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CD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 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꽁무원징계령」에 따라 제 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정계 

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 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정계 

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r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이 영에 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것으로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CD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r정부표창규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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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 17호를 삭제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φ부터 (84)까지 생략 

(85)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60호. 2009.1.13.) 

제 l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1조제 1항제 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95호. 2009.5.21.)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D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제2항 중 ''r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r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 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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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180 1호 ， 2009.1 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90)까지 생략 

(9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3조제 1항 중 ”다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r은행법」에 의한 금융 

기관’을 ''r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제 1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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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12.20.) 

이 영은 20 11 년 l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l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1조제 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21호， 201 1. 9. 6.)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5조의3 및 제65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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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 

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 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환 

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2조제 1항제 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L r지방재정법」 저1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 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r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 ‘ 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 ‘ 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 ‘ 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부칙 〈대통령령 제23573호. 2012.1 .3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5호. 2012.2.2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φ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5조제 l항제 1호 중 "r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r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74호. 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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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117)까지 생략 

(1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를 1111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0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 11조제 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 12조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ffi조， 제31강~11항 -제2항 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 35조의2제4항 제6항 제7항. 제 35조의3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36조제 2항 

제38조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 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저163조의2제 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 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 1호 ·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 65조의3제 l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 

제2항， 제89조의2제 1항， 제90조의2제 1항， 제 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 102조제3항. 제 134조제3항， 제 144조제 1항 및 제 14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 

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3조제 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 제6항. 

제51조제4항， 제 53조， 제54조제3항 및 제 14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으로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 1호 중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119)부터 (1 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03호.2014. 1. 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26호. 2014.3.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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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Q) 및 @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 1항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F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직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233)까지 생략 

(234)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10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 11조제 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 12조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l항 · 제2항 제4항， 제34조， 

제 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저18항까지， 제35조의3제 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 제7항， 

제35조의4제1항 · 제3항， 제35조의5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딘. 제36조제2항. 제38조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l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 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1호 제4호， 같은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저1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 · 제2항. 제89조의2제 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 

저1 2항 본문. 제 97조제5호. 제 99조제3호. 제 102조제3항. 제 134조제3항， 제 144조저11항 및 

제 14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3조제 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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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6항， 제5 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 14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 

자치부령”으로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 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6조제2항제 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35)부터 (4 1 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8 1호， 2014.1 1. 28.) 

지
 방
 재
 정
 법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 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씨 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 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
 행
 령
 

제3조(출납혜쇄기한 조정에 따른 출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및 이전 회계연도의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단서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 1항제2호 중 "r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 융자 사업계획”을 'T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 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T지방재정법」 제 37조에 따른 재정투 · 융자사업”을 'T지방재정법」 제 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2조제 1항제2호 중 'T지방재정법」 제 37조에 따른 재정투 융자심사”를 'T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재정투 ‘ 융자사엽”을 ”재정투자사업”으로"재정투 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 1호 중 "r지방재정법」 제 37조에 따른 투 융자심사”를 "r지방재정 법」 제 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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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124조제2항 중 "r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r지방재정법」 

제 96조의2제 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r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9조의 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를 "r지방재정법」 제96조의 2제 1항에 따른 정보 

시스템과의”로 한다. 

제 1 25조제2항 중 "r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r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 1항에 따른 정보시스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 령 제26572호， 2015.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 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91호， 2015.12.4.> 

이 영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68호， 2016.6.28.>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 

하는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 1항제 1호다목 ·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 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63호. 2016. 8.29.)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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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할수있다. 

제2조(일반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혜 혜지에 관한 경과조치) Q) 시 도지사는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시 · 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우선 

1. 20 1 7년 해당 시 ‘ 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0퍼센트 

2. 20 18년 : 해당 시 ‘ 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70퍼센트 

@ 저1 1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 ‘ 군에 대해서는 20 18년까지 제36조제 

3항단서의 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
 방
 재
 정
 법
 부칙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 1. 2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법령의 개정) φ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제 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부터 제62조 

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 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 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헝에 따라 

같은 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 3 . 제 63조， 제 63조의 2. 제6장(제 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 2) ， 제 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 2 ， 제 91조부터 제97조까지 ， 제 100조. 제 10 1조 및 제8장(제 102조. 

제 103조. 제 103조의2 및 제 104조부터 제 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 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 

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 10장(저1134조부터 제139조까지) . 제 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 147조제 1항제 l호부터 제5호 

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생략 

제3조 생략 

시
 행
 령
 

부칙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 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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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G)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 1호 중 "r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r지방세징수법」 제 17조”로 한다. 

@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 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G)부터 (189)까지 생략 

(19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l조의2제2항， 제6조. 제 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 11조제 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 12조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제 29조제5항 제30조， 제 31조제 1항 · 제2항 제4항， 제34조， 제35 

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후단. 같은 조 제7항 · 제8항. 제35조의3저11항제3호， 같은 조 

저1 3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의4제 1항 3항， 제 35조의5제2항제2호， 

제35조의6제1항 전단 후단.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7조제3항， 제37조의4 

제3항， 제38조제 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저1 4항， 제40조의2제 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 49조의3제5호， 

제62조의 2 ， 제64조제2항. 제65조제 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 1호 ·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저15항까지， 제65조의3제 1항부터 제3항까지 ， 제66조제6항 · 제8항 · 제9항. 제66조의2제2항 

제 1호 제3호. 같은 조 제3항 · 제4항 ‘ 제9항， 제67조. 제 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 1항 ·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 71조제 1항， 제 72조， 제 108조제8호 및 제 146조제 1항 · 

저1 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 33조제 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 

제6항， 제 51조제4항， 제53조 및 제5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 1항제 1호.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3항 제6항， 

제66조의2제2항제 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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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657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5조의2제 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19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 령 제28521호， 2017.12.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7H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생략> .. . 제 12조 중 「지방재 

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 〈생략) . .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f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 

정법 시행령」 제 130조에 따라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도 제 1 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22 

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끼
직
 
바
。
 깨에
 
저
。
 
배
닙
 시
 행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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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저1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저11 호， 2이 7.7.26. ，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 도와시 군 ·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등에 펼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3.)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CD r지방재정법 시행령J(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와 시 군 ·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3.3.) 

@ 시 도지사는 사업별로 시 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 군 자치구의 재정 

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 군 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11.14. ‘ 2007.12.31.)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 

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1.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딘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당해 사업에 대한 시 도와 시 -군 자치구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기타 기준부담률 조정에 펼요한 자료 

@ 행정안전부장관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 1. 9 .. 2008.3.4’ ‘ 2013.3.23 .. 2014.11. 19 .. 2017.7.26.)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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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내무부령 제483호.1989.1. 7.>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501호. 1989. 12.4.)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536호. 1991.7.15.)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639호. 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무부령 제721호. 1997.11 .14.)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 16호. 1998.1 1. 9.)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 110호. 2000.1 1. 24.) 

이 규칙은 200 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21호. 2006.3.3.)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13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 l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φ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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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 l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저1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부처별란을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φ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저116조(다른 법령의 개정) (D부터 @까지 생략 

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D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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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φ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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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이 4. 1 1. 1 9.)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햄l 대한시 · 도와시 · 군 · 구의 부담비율 
(제2조제 1항 관련) 

(단위 %) 

특얼시 · 광역시 도 
연번 사업영 

시 구 도 시 · 군 

민방위인력동원 50 50 50 50 

2 도서종합개발 30 70 50 50 

3 도로영및건물번호부여 30 70 30 70 

4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5 지방체육시설지원 50 50 50 50 

6 생활체육교실운영 50 50 50 50 

7 지역향토축제지원 50 50 50 50 

8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50 50 50 50 

9 문호~.품전개최 지원 50 50 50 50 

10 항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50 50 50 50 

11 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50 50 50 50 

12 공립박물관건립 100 0 100 0 

13 지방문예회관건립 50 50 50 50 

14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지원 50 50 50 50 

15 전통사찰정비 50 50 50 50 

16 유영예술인기념사업 50 50 50 50 

17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100 0 100 0 

18 전통예술상설공연 50 50 50 50 

19 밭기반정비 50 50 50 50 

20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 50 50 50 50 

I 21 농공단지조성지원 50 50 50 50 

22 기계화경작로 확장 및 포장 50 50 50 50 

23 토앙개량 사업 50 50 50 50 

I 24 대구획경지재정리 50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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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벌시 · 광역시 도 

연번 사업명 
시 구 도 시 · 군 

25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설 50 50 50 50 

26 지역특화사업 50 50 50 50 

27 농어존생활용수개발 50 50 50 50 

28 촉산물검사 50 50 50 50 

29 환경농업지구조성 50 50 50 50 

30 석탄비축 50 50 50 50 

31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50 50 

32 농어촌전기공급사업 50 50 50 50 

33 농어존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50 50 50 50 

34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0 0 50 50 

35 고도정수처리시설 50 50 50 50 

36 도서지역식수원개발 50 50 30 70 

37 떼금속광산 오염방지 시설 50 50 50 50 

38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0 50 50 50 

39 합병정화조설치지원 50 50 50 50 

40 하수처리시설지원 50 50 50 50 

41 자연환경보전시설지원 50 50 50 50 

42 비위생매립지정비 50 50 0 0 

43 모자보건관리 50 50 50 50 

44 결핵환자보호시설운영 100 0 100 0 

45 한샌징애인보호 100 0 100 0 

46 급성전염병관리 100 0 100 0 

47 정신질환시설운영비 100 0 100 0 

48 의료보호 100 0 
70 시30 

80 군20 

49 부링인보호 100 0 100 0 

50 노인시설보호기능보강 100 0 100 0 

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100 0 

52 생계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 군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70 30 70 30 
80 미만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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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톨시 · 광역시 도 
연번 사업명 

시 구 도 시 · 군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 군 30 70 30 70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이상 01하 이상 01하 
85 이상인경우 

53 주거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 군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70 30 70 30 
80 미만인 경우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 군 
30 70 30 70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이상 01하 이상 01하 

85 이상인 경우 

54 한부모가족 이동 앙육 학비 지원 100 0 50 50 

55 응급의료체계구축 100 0 100 0 

56 공공의료기반확충 100 0 50 50 

57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0 0 50 50 

58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50 50 30 70 

59 경로연금 70 30 50 50 

60 병원선운영 100 0 50 50 

61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62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100 0 100 0 

63 고용촉진훈련 100 0 50 50 

64 국가지원지방도건설 100 0 100 0 

65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00 0 50 50 

66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100 0 0 0 

67 도시철도 운영보조(원리금 상환) 100 0 0 0 

68 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 100 0 0 0 

6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7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00 0 50 50 

71 영유아보육사업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 군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가 70 30 70 30 
80 미만인경우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초|종예산상 시 군 
30 70 30 70 

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가 
이상 01하 이상 01하 

85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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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벌시·광역시 도 
언번 사업명 

시 구 도 시 · 군 

72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50 50 

73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74 서해5도 공동운반선 운영 50 50 50 50 

75 인공어초시설 100 0 100 0 

76 도립종묘배양장시설 100 0 100 0 

77 시 도지도선건조 0 0 100 0 

78 2종어항건설 100 0 100 0 

79 어장정화 0 0 30 70 

80 시 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00 0 100 0 

81 언근해어업구조조정 100 0 50 50 

82 어장징화선운영비지원 100 0 100 0 

83 오염해역준설 50 50 50 50 

84 어촌종합개발 50 50 50 50 

85 지방수상과학관건립 100 0 100 0 

86 앙어장수질정화시설 100 0 50 50 

87 앙식용 기자재공급 50 50 50 50 

88 종묘매입 방류 50 50 50 50 

89 어선용기자재공급 100 0 100 0 

90 어선정화조건조 100 0 50 50 

91 육지소규모어항개발 30 70 30 70 

92 농업기계화훈련지원 100 0 30 70 

93 산림병해충방제 30 70 30 70 

94 임업협동조합운영비 100 0 0 100 

95 영림계획 100 0 50 50 

96 산불방지대책 30 70 30 70 

97 -zi- aC1l 30 70 30 70 

98 육림 30 70 30 70 

99 사방 70 30 70 30 

100 자연휴양림조성 50 50 50 50 

101 산림빅물관 및 수목원 조성 100 0 100 0 

102 임도건설 30 70 50 50 

103 임산물유통구조개선 50 50 50 50 

104 수출입산물생산지원 50 50 50 50 

105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50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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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밸시 · 광역시 도 
연번 사업명 

시 구 도 시 · 군 

106 협업체단기소득조성 50 50 50 50 

107 임산물저잠시설 50 50 50 50 

108 마약중독자재활진료비 50 50 50 50 

109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100 0 50 50 

110 민방위교육 운영 및 시설 · 장비보강 50 50 30 70 

111 119 구조 구급대장비보강 100 0 100 0 

※ 비고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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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농뺑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지방분권법) 

[시행 2018.3.20.] [법률 제155이호， 2이 8.3.20. ， 일부개정] 

저11 장총칙 

지
 방
 자
 치
 분
 권
 제 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 · 체계적 · 계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기본원칙 , 추진과제 , 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및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 20.> 

1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빛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 특별 

시 , 광역시 · 도와 시 군 · 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 1항 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 

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 1항 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Q)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 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펼요한 법적 ·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 , 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 

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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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Q)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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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20.> 

@ 위원회는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목개정 2018.3. 20.]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 20.> 

제2장 지방분권 〈개정 2018. 3. 20.> 

저11 절 지방분권의 기본원칙 〈개정 2018.3 . 20.> 

제7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 

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8.3.20.> 

[제목개정 2018.3.20.] 

제8조(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개정) φ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현행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 

회에통지하여야한다. 

@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CD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 ·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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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국가는 제 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군 및 자치구(이하 ”시 ‘ 군 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 -군 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 

에 종합적으로 처 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 

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 10조(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 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제목개정 2018.3.20.] 

저12절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개정 2018.3.20.> 

제 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φ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빛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 도의 사무로서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 

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펼요한 법적 

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한다. 

제 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D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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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j)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하여야 하며 닥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 

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 ·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4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j)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펼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 - 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 

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5조(주민참여의 확대) φ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 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 

하여야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6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j)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j)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 

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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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저1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저11 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과 과제 

제 18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제 19조(과소 구의 통합)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제20조(특별시 빛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퉁) 위원회는 특별시 빛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빙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D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 ·군의 통합등과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 등을포함한도의 개편방안을마련하 

여야한다 

@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시 군 구의 개편) (D 국가는 시 ‘ 군 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 경제권. 발전 

가능성 .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 , 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펼요한 지 

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시 군‘구의통햄1 있어서는시 ，도빛시 군，구관할구역의 경계에제호띨 

받지아니한다. 

제2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D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 l항 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 변을 

두되 r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 면 동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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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 · 군 · 구의 통합절차) CD 위원회는 시 군 -구의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시 ‘ 군 · 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 제 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 군 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 1.19 .. 2017.7. 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저1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팔요하다고 인정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 2017.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 군 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주민투표법」 저18조 제2항 ‘ 제3항 및 제 13조 제 1항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저1 5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을 

적용한다. 

제25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CD 제 24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한다. 

@ 제 l항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CD 제25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 , 의결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19 .. 2017.7.26.) 

@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제 l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 저1 2항에 따라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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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조정할수있다. 

@ 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둥 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 ‘ 면 ‘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i)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히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i) 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위촉한다 

@ 제 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2017.7.26.) 

저12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30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 ‘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i)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통등하게 처우 

하여야한다. 

제32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i)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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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소에 한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 , 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 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제3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CD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 · 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 지역 동의 지정에 있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둥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 

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0)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 

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요건 기간 기준과 그 밖에 펼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 2017.7.26.)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37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퉁에 관한 특례) 0)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 l항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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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38조(의원정수에 관한 특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둥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9조f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Q)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여책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운임과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지동치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 기준 및 요율에 따른다. 다만.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용되던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 

@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땐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에도 군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다. 

@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로 인하여 여객자동치운송사업의 세부 

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에 그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l개월 이내에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저 13절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저~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φ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지도 - 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 위원회는 제 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r지방공기업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받아야한다. 

2. r건축법」 제 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충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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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 

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r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 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r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 1 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5. r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6. r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 경계 · 진압 및 조사와 화재 .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8 r지방자치법」 제 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 

별 기관별 정원의 책정 

9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통) φ 「지방자치법」 제 110조 제 1헝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저1 110조 저1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1떼할 수 있다. 

@ 저1 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 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r지방자치법」 제59조， 제 90조 및 제 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혜) CD 도지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과 별도로 제40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정수히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추가로확보히여 해당시에 직접 교부히여야한다. <개정 2018.3.20.> 

@ 제 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 11장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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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올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3.20.) 

[제목개정 201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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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 1 . 자치분권 종합계획 빛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 11조부터 제 1 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과제의 추진에 관한사항 

3. 제 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 통합방안 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 면 -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읍 면 · 동의 주민자치 기반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10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11 . 제 1호부터 제 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사항 

12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펼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사항 

〈개정 2018.3.20.) 

제46조(위원회의 구성 · 운영) CD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 14.11.19 .. 2017.7.26.) 

@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교육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국토교통부장관 

6 법제처장 

7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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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장 

@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 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하되 ，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8.3. 20.> 

@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 

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 .19“ 2017.7.26 .. 2018.3.20.>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0.>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3.20.> 

@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 · 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 

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3.20.> 

@ 위원회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3.20.> 

@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펼 

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퉁) CD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 

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위한지역별 협의회를설치할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0.) 

제47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 (j)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둘수있다. 

@ 제 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제목개정 2018.3.20.) 

제47조의2(자치분권지원단) (j)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치분권지원단을 둘 수 있다 

@ 자치분권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펼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0.1 

제48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j) 위원회는 제45조에 따라 심의 · 의결한 사항과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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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저1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 

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동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이행상황의 점검 · 명가 등) CD 위원회는 제48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 1항에 따른 명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 11조 및 제45조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 

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항 후단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계 법령 

개정 둥 펼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 CD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띤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둥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퉁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r지방자치법」 제 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 1항에 따른 의견청취 .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 법인 단체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 1조(국회의 입법조치) 국회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계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되.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52조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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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 11829호 . 2013.5.28.) 

지
 방
 분
 권
 법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l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례) CD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35조는 20 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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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한다 

제4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CD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 

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승계한다.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은 

유효한것으로본다. 

제5조(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지원기구는 이 법 시행 

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종전의 두 위원회의 남은 사무처리에 펼요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부칙 〈법률 제 12844호 . 2014.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터 (105)까지 생략 

(10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 단서， 제26조제 1항 제29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 , 제4 

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 ”으로 한다. 

(10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 1조(시행일) φ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CD부티 (89)까지 생략 

(9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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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 단서， 제26조제 l항. 제 29조제4항 및 제46조제2항 · 제4 

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 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 14918호， 2017 . 10.2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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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 15501호. 2018.3.20.>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존속기간)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D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승계한다.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은 제44조에 따른 자치 

분권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 또는 

위촉된 사람은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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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잉뺑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지방분권법 시행령) 

[시행 2이 8.5 .21.] [대통령령 저128894호. 2018.5.21 .. 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행정적 · 재정적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i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조 저13항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 165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 둥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 2017.7.26 .. 2018.5.21.) 

제3조(시 · 군 · 구의 통합 건의절차) CD 법 제24조 저1 2항에 따라 「주민 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l 이상의 주민은 연서(迎과)로 인근 지빙-자치단체와의 통합을 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 

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 

지사”라 한다)를 정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 

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 1.) 

제4조(통합위원회의 구성) CD법 제25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히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x 61 + {(통합대상 지방자 

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수) x 21 + 1]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통합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통합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통합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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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4 통합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관한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 추진을 위하여 통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위원장의 직무) CD 통합위원장은 통합위원회를 대표하고 통 합위원회의 업무를 총팔 

한다 

@ 통합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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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CD 통합위원장은 통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 통합위원회의 회의는 통합위원장이 펼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통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5찮)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통합위원회 자문위원) CD 통합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저1 1항에 띠-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통합위원장이 위촉 

한다. 

제8조(통합지원단) CD 법 제 25조 저14항에 따라 통합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통합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통합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통합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공동으로추천한사람중에서 통합위원장이 지명하는사람이 된다. 

@ 통합지원단의 단장은 통합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통합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지휘 감독한다‘ 

@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멸요한 

사항은 통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CD 통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으로부담한다 

@ 통합위원회의 위원， 제7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괴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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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0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통합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 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펼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퉁의 파견이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통합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 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둥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위원장이 정한다. 

제 12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G) 위원회는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 통합의상징성 

라. 명칭의 독음(調홈) 및 의미 

마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펼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 지역의 균형 발전 

마 통합의상징성 

바 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통합위원회. 관계 지방자 

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5.21.) 

제 1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ι 위원회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 

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 1 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21.) 

@ 위원회는 제 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통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 1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 φ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33조저1 1항에 따라통합지방자치단체를우대하여 지원할수있다. <개정 2014.3. 11 ..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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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수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각종 지구 ·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때에는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빛 시 · 도지사는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 · 전략사업， 교육 문화 , 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 

히는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1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법 제35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cr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제 16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 1 7조(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도 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1천분의 62로 한다 

|대통령령 제24542호(2013.5. 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1 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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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위원장의 직무) CD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징”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5 .21.)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이 그직무를대행한다. 

제 19조(위원회의 회의)) CD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 18.5.21.) 

@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펼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 

분한다 〈개정 2018.5.21.) 

@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펼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견한다 〈개정 2018.5.21.) 

[제목개정 20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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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퉁) φ 위원회는 법 제45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 의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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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 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21.) 

1.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 조정 

2. 삭제 <2018.5.21.)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사람이 된다 

@ 위원회가 제2항제3호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별도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의 심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 21조(분과위원회의 회의) φ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멸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의 2(전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CD 법 제46조 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학식과경험이 풍부한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전문위 

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8.5.21.] 

제22조(위원회 전문요원) 법 제46조 제9항에 따른 전문요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 

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 ..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제22조의 2(지역별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CD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 제2헝 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별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1.] 

제 23조(자치분권기획단) Q) 법 제47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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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자치분권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5.21.) 

@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21.) 

1. 위원회 둥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 · 검토 및 협의 조정 

3.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 · 조정 

4. 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인력 및 재정 소요비용의 조사 지원 

5.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 이행의 점검 · 평가 

지원 

6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 력 

7. 위원회의 업무와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연구 

8. 그 밖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기획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거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 제3항 단서에 따라 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5.21.) 

〈신실 2018.5.2 1.) 

@ 대통령비서실의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은 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8.5.21.) 

@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장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 18.5.21.)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 운영 등에 펼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5. 21.) 

[제목개정 2018.5.21.] 

제23조의 2(자치분권지원단)법 제47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자치분권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3.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에 관한업무 

4. 위원회의 예산운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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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 업무 

[본조신설 2018.5.21.) 

제24조(수당 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5.21.) 

제 25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자치분권과 관련 

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26조(조사 · 연구의 의뢰) Q)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펼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위원회는 제 l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펼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 21.) 

@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펼요하면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 

여 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27조(위원회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1.) 

[제목개정 2018.5.21.] 

부칙 〈대통령 령 제24542호. 2013.5.28.)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 17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r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r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적용례) 제 17조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 20.) (공무원임용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00 • 2018 지방의회 관련 업규집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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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3.1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 1항.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생략) . 

저1 2항， 제5항. 제9항 및 제 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조제 1항 중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 생략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제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217)까지 생략 

(21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전단 · 후단 및 제2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 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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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Q)부터 (1 72)까지 생략 

(17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 후단 및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94호. 2018.5.21.)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의4제 1항 후단 중 "r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r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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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2.20.] [대통령령 제28661호. 2018.2.20 .. 일부개정] 

저11 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와 제 11 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뭇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 22.> 

1. ..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 

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 

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 ..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 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 ..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j(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 

촌진흉기구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자치정찰단 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 지방소방학 

교 소방서와 공립의 대학 , 전문대학을 말한다. 

6 ... 사업소”란 법 제 114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 .. 출장소”란 법 제 115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 ..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합으로써 행정기 

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 ..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 

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 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의회사무국 

합의제행정 소속기관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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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조정하여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 

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 경비 등 딘순노무와 관 

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CD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 

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 18.2.20.>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 3.5 .. 2014.1 1.19 .. 2017.7.26 .. 2018.2.20.> 

@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20 13.3. 23 .. 2014.3.5. ‘ 2014.1 1.19“ 

2017.7.26 ‘ 2018.2.20.>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괴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펼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 13.3.23 .. 

201 4.3.5 .. 2014. 11.19 ‘ 2017.7.26.> 

[제목개정 2014.3.5.)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엽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 

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 

서는아니 된다 

@ r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 과 

담당관을둘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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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φ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 

의 하부조직이 펼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 실 본부[본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한다. <개정 2012.6.29.) 

@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 분석 평가와 행정 

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괜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둘수없다. 

@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 도는 5급 4명 이상， 

시 ‘ 군 · 자치구(이하 ”시 군 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 군 · 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펼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지방자치단체의 본정에 설치하는 실 국과 실 과 · 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 

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시를 말한다)의 지휘 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 2017.7 , 26.)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실 · 국과 

실 과 · 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 

하여서는아니 된다 

@ 실 국 및 과 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 국은 본부 

단 부로. 괴 담당관은팀으로각각달리 정할수있다. 이 경우명칭을달리 정한보조기관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 국 또는 과 담당관으로 본다. 

l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CD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 

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 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 13조에 따른 시 군 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 

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 

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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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주민퉁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l 또는 별표 3의 기구 

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중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 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해당 구간의 최소인구수 +(해당 구간의 최대인구수 - 해당 구간의 최소인구수) X--:완L 
100 

@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 

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 

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 

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펑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 2018.2.20.) 

1. 삭제 ( 2018.2.20.) 

2. 삭제 ( 2018.2.20.) 

3 삭제 ( 2018.2.20.)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 

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저12장시 · 도의 기구 

제9조(시 · 도의 기구설치기준) CD 시 도 본청에 두는 실 국 -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 실 국 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 · 국 · 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10조(시 、 도의 실장 ‘ 국장 ‘ 본부장 、 담당관 、 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CD 시 · 도 본청에 두는 

실장 국장 본부장 , 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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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1항에 따른 시 도 본청에 두는 보조 , 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조(시 · 도의 과 · 담당관 등의 설치) 시 도 본청에 두는 과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 、 국장 、 본부장 ‘ 담당관 、 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 국장 본부장 

(소방본부장 , 사업본부장에 한한다) 담당관 과장 등 보조 · 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저1 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 · 보좌기관의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정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 , 국장의 명칭은 본부장 · 단장 ‘ 부장으로， 담당관 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 · 

국장이나 담당관 과장으로 본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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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체
 의
 

저13장시·군 · 구의기구 

행
정
기
구
와
 
정
원
기
준
 제 13조(시 ·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시 군 구본청의 실 국이나과 담당관과자치구가아 

닌 구의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 군 구 

본정에 두는 실 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20.) 

@ 시 군 · 구 본청의 실장 국장과 과장 · 담당관의 직급과 실 과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 

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시 - 군 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 29.) 

@ 시장·군수‘구청장은실 국과실 과 담당관의 명칭과사무분장을시 도와 시 군 

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14조(시 ·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 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 ·군 구본청에 두는실장· 

국장 ‘ 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 · 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등
에
 
관
한
 
규
정
 

저14장 시 · 도， 시 · 군 · 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 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Q)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 도의 의회사무처 ， 

시 군 , 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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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 · 도와 시 군 · 구 

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22.) 

@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의 지휘 · 

감독을받는다 

@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CD 농업 · 농업인 ‘ 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 

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 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 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 

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 12.6.29 . . 2016.12.30.)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과 시장 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6.12.30.) 

@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 원장은 도지사 특별자 

치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 

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 12.6.29.) 

@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괴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 

으며， 국 · 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광역시장 도지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 2017.7.26.) 

@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 

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 2013.3.23 . . 2014‘ 11.19 . . 

2017. 7.26.) 

@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 부장과 과장 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같다. 

제 17조(지방공립대학 등) CD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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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9.)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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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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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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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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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 

전문대학에 교무과 · 학생과 등과 사무국이나 서무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4.10.) 

@ 대학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 

으로 임명하며 .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 부교수나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 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공립대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응을 포함한다)의 

기구와 정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해당 공립대학의 학과수 학생수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8.25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6조 저11항의 교원확보기준과 다른 국 · 공립대학의 

정원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총장 학장 

2 교수 부교수· 조교수 

3 조교 

제 18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CD 시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괴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 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 19조(보건환경 연구원 등) CD 시 ·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 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 지방환경연구관이나 지방 

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되， 펼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수 있다. 

@ r지역보건법」 제 16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 1.18.)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CD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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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시 · 도는 상수도 · 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인-에 여러 사업 

장 ‘ 지구 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 

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7.3.> 

@ 시 도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 

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펼요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 2.30.> 

@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f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의2제 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 보좌기관의 직 

급은 당해 시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 2012.4.10 .. 2016.12. 30.> 

[제목개정 2016‘ 12.30.)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 

(장과 보조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 · 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 리 행정안 

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 군 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 도지사(특별자 

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08.7.3 .. 2012.6.29 .. 2013.3.23 .. 2014 .11.19 .. 2017.7.26 .. 2018.2.20.> 

저1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j)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정 2012.4.10 .. 2013. 12.0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둥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 ·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 

810 • 2018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 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 

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 제 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 .10.) 

1 시 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2 시 -군 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 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과 그 출장소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 · 시행) φ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r지방재 

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 ,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특별지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 

며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와의 협의결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 12.6.29 .. 2013.3.23 ‘ 2014.11. 19. ‘ 20 17.7.26.) 

@ 시 도지사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 

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 

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 운영하여야 한다. 

〈기1 정 2008.2.29 .. 2012.6. 29 . . 2013.3.23 .. 2014 .1 1.19 .. 201 7.7.26.) 

@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 13.3.23 . . 2014.11.19 . .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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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정원의 관리) CD 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8.7.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 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하고， 시 ‘ 도지시는 그 조사 확인결괴를 지방자치단 

체별. 기관멸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 .19 ‘ 201 7.7. 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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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 

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l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펼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닥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시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힌다)는 해당 시 도와 관할 시 군 

구간 또는 관할 시 군 -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 

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조정할수 있다 

제25조(별정직 정원) CD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 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 , 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 2008.7.3.) 

제26조(우대숭진에 따른 정원관리) CD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 면 동에 근무히는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펼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과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 운영할수있다. 

@ 제 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숭진임용하는 경우 

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 11. 3.7 .. 20 11.8.22 .. 2011.12.21 ‘ 2012.9.21.)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 7급 8급 9급 

2. 삭제 ( 2013.1 1. 20.)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경 ·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장 -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 저1 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히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감축된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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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한시정원)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 제 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 저1 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l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CD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r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 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 제 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 도의 

5급 이하(시 · 군 · 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0 

@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 1 

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 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 

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r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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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 국장과 과장 담당관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보화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0 

@ r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0 

제 3 1조의 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13조의 2 제 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직위 

밑에 다른 담당관 직위를 둘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담당관 직위의 직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위 및 

직무. 임용 예정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상당계급 등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2018.2.20.) 

1 시 · 도 : 3급 이상 

2. 시 군 구 : 4급이상 

@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그 정수는 제9조 

저1 1항 및 제 13조 제 1항에 따라 설치한 기구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 12.30.]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1) 법 제7조 제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 

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에는 제 13조 제 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한 

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8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3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 

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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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보칙 

제33조(시정요구)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과 이 영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 도지사에게 . 시 · 도지사(특별자 

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저1 1항과 제34조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 구청장은 시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9.) 

제34조(조직분석 · 진단 등) CD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 ,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29 .. 2013.3.23 . . 2014.1 1.19 . . 20 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의 조직분석 ·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2013.3.23 . . 2014 .11 .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저1 1항에 따른 조직분석 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펼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 평가 등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펼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2.6.29 ‘ 2013.3.23 .. 2014.11.19 ‘ 2017. 7.2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분석 ·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분석 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3.5 ‘ 2014.1 1.19 .. 2017.7.26.)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의 건전화를 꾀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 재정적인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3.3.23 . . 2014.1 1.19 . . 2017.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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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시달) 행정안전부장관은 펼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이 균형 

되고 규모가 적정하여지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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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칩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1.19 .. 2017.7.26.)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2014.1 1.19 .. 2017.7.26.)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의회는 제 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 개정 

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 

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 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 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 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퉁) (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 

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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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펼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0조(기구 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C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 2017.7.26 .. 2018.2.20)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2017.7.26) 

[본조신설 2014 .3.5.1 

부칙 〈대통령령 제20445호， 2007.12.13.)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기구설치기준인 인구수 등에 관한 적용례) φ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가 기구설치기준을 연속하여 2년간 미달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종전의 기구설치기준을 최초로 미달한 때부터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시 ‘ 도의 실 、 국 ‘ 본부 설치기준보다 그 기구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감축 

운영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기구설치기준을 

최초로 감축운영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구설 

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합치 

하도록 하되‘ 합치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때부터 1년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j)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 1헝 중 "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범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을 "í지 

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 

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시범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기
구
와
 
정
원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817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지방공무원수당 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r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의4에 따라 총액 

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r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 1항제 1호 중 "r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r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둥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Q)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 16조제6항 ‘ 제7항. 제 21조. 제 23조제3항. 제 23조제 5항. 

제 24조저12항 제33조제 1항. 제34조제 1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6항. 제35조. 

제36조제 1항， 별표 2 및 별표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 23조제6항. 제 24조제 1항. 제 25조제2항， 제 29조 . 제 33조제 l항， 제 34조제 l항 및 별표 2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 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00호. 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저121656호. 2009.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Q)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단서 중 "r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2항”을 "r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의 2제 1항”으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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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1689호， am.8.1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 1호 중 서울특별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43호. 2010.6.3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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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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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님~^~2} 
~O C>I:그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감사업무 전담기구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별표 1 비고의 제2호와 별표 3 제1호 비고의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 · 도와 시 군 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 1 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별표 5 제1호 비고의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8.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등
에
 
관
한
 
규
정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Q)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제5항 중 'T기능대학법」”을 'T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99호. 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92호， 2011. 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 l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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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 .12.6.)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빛 인사사무 처리 규정 동 일부개정령) 

이 영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82호. 2011.12.2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j)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7조제 1항제3호 중 ”지방소방위”를 ”지방소방경 ‘ 지방소방위”로 한다 

@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잃577.호. 2012.1.3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 1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끼、닙}으드7 ‘ 
-ι-0 ‘.!... 口

(인천광역시는 소방감) 

별표 2 제 1호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준감 

(전라남도 · 경상북도는 소방감)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 

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í)부터 (5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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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7조제6항제2호 중 ”조교수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1)부터 (6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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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생략 

부칙 〈대통령 령 제237 12호 . 20 1 2.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 령 제2390 1호， 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09호， 2012.9.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 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8 1호， 2013.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14)까지 생략 

( 1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 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 23조제3항 제5항. 

제 24조제2항， 제33조제 1항， 제34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 35조 및 제36조 

제 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 33조제 1항 및 제34조제 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21 



별표 2 제 1호의 비고 제 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 

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 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홍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 ”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 1호의 비고 제5호 · 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Q)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 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저1 9조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82호， 2013.11. 2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국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 1호 중 경기도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λ‘닙 ~J어 7~ 
-‘-00 1:그 

별표 2 제 1호 중 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소방담당본부장란을 다음과 같 

이한다. 

소방준감 

(충청남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는 소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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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대통령령 제24899호， 20 1 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26호，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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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등) Q) 이 영 시행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액인건비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한 기준인건비로 본다. 

@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자율범위를 2014년 3월 3 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Q)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 1항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 1항제 1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1. 인건비 [r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 령 제25751호， 2014.1 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Q)부터 (228)까지 생략 

(22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 후단，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 16조저1 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 · 제5항. 제 24조제2항. 제 33조제 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 35조， 제 36조제 1항， 제40조제 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 

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 1호의 비고 제 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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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 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홍기구의 비고 제3호 중 ”안진행정부장관”을 ”행정지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 1호의 비고 제5호 ‘ 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68호， 2014.12.23 .>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7， 686천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 1. 320천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 183호， 2015.4.7.>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난안전 업무 담당 실 -국 본부 설치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l 비고 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시 ‘ 도가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 · 국 · 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11.18.>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j)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9조제3항 중 "r지역보건법」 제 12조”를 "r지역보건법」 제 16조”로 한다. 

@ 및 @ 생략 

저11 3조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g않호. a:l16. 1. 22) 꺼뮤특별쩨도설치 및국저l자유도시 조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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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까지 생략 

@ 지방자치딘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12조제5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 자치경찰단”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표 중 지치경찰단장란 및 자치경찰담당과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부분 다음에 자치경찰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 본청의 비고 제 1호 중 "r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7조제2항”을 "r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1조제2항” 지 

자치경찰단장 | 자치경힐담당과장 

방
 자
 치
 단
 체
 의
 

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자치경찰대 부분을 삭제한다. 

。 자치경찰단 

자치경무관 | 자치경정 
행
정
기
구
와
 
정
원
기
준
 

앵부터 @까지 생략 

저~ 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13호， 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
에
 
관
한
 
규
정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l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저1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CD부터 (184)까지 생략 

(18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 후단.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제 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 23조제3항 ‘ 제5항， 제 24조제2항， 제 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 1항， 제34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 1항. 제40조제 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 

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 23조제6항. 제 33조제 1항 및 제34조제 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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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비고 제 1호. 별표 2 제 1호의 비고 제 l호， 같은 비고 제4호 후단. 같은 표 제3호 지방 

농촌진홍기구의 비고 제3호.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같은 표 

제5호의 비고 제 1호 ‘ 제2호. 별표 3 제 1호의 비고 제 1호 ‘ 제7호 ‘ 제9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 ‘ 제3호 ‘ 제8호 및 별표 7 제6호 읍 ‘ 면 、 동의 비고 제 1호 ‘ 제2호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저11호 및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홍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1 8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61호. 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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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필톨- 〈개정 2이 8. 2. 20.) 

시 · 도의 실 · 국 · 본부 설치기준 (제9조제 1항 관련) 

구분 실 · 국 · 본부의수 

서울특별시 16개이상 18개이하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이하 

광역시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 개 이상 13개이하 

인구 200만미만 10개 이상 12개이하 

세종특별자치시 6개 01상 8개 이하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 개이상 13개이하 
도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 개 이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기
구
와
 
정
원
기
준
 

비고 

1 시 도별실 · 국 · 본부의수는위표의실 국 본부의수범위 내에서행정안전부장관이산정 통보 

하는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호뭘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등
에
 
관
한
 
규
정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초|소 기준 보다 적은 수의 실 국 본부를 설치 

할수있다. 

3 실 국 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 · 국 ‘ 본부의 영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 국 본부 수에 이를 포흔「하여 산정한다-

4.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6fõ~는 실 국 본부를 두어야 한다. 

5 r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저15조에 따라 부시장 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 

업무를 전듬「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6. 시 도 본정의 실 국 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지역본부로 01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 ’ 국 · 본부 

수에 포효h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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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똘홉~ 〈개정 2018.2. 20.) 

시 · 도에 두는 보조 · 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1. 본청의 실장 · 국장 · 본부장(제10조저11 항 관련) 

구분 기획담당실장 
재난안전담당 

싫 국 본부장 
~‘바。 닫 CI다o 

실 · 국 본부장 본부장 

1급또는 2급일반직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4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방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1 영) 

부산광역시 
2급또는 3급일반직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2영) -λ~바o카o 
지방공무원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인천광역시 
2급또는 3급일반직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끼4、-님C3}7 I그} 
지방공무원 

광역시 
2급또는 3급일반직 

(부산 인전은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제2조의2에따라 
2급또는 3급일반직 

세종특별자치시 고위공무원단에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지방소방 

속하는 
지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또는 3급일반직 (2명， 이 중 1 영은 행정(2)부지사 밑에 
경기도 

지방공무원 두는기획 담당실 국장) -人‘-닙〈〉}처 C> 7C1}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충정남도 
2급또는 3급일반직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λ‘-닙‘:，}? C1} 

켜。A 。}:닙iif~ 

강원도 

충청북도 2급또는 3급일반직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경상남도 

비고 

1. 위 표의 기획 담당 실장의 직무등급(r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 

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2.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소방 담당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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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표의 보좌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4. 별표 1 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실 국 본부 중 1 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으| 실 국장 중 감축된 수만큼에 해당하는 실 국장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급책정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저 14호에 따라 2급 또는 3급 실 국장을 두는 경우에는 2급 또는 3급 실 · 국장을 보좌하는 3급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관의 직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담당관을 두는 

경우그담당관은별표 1에따른실 국 본부수에포함된다. 지
 방
 자
 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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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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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청의 담당관 · 과~~제10조제1 항 관련) 

구분 기획담당담당관 담당관 과장 
소방담당 

과장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서울특별시 
2급또는 3급일반직 (5명 이 중 1 명은 재난안전업무 수행) 4급일반직 

지방소방준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3급일반직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4영) 4급일반직 

부산굉역시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소방준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인천광역시 
3급또는 4급일반직 (2명. 감사업무 및 비상기획업무 수행) 4급일반직 

지방 소방정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대구광역시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소방정 

광주광역시 3급또는 4급일반직 ( 1 영 감사업무수행) 지방공무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울산광역시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소방렁 

세종특별자치시 
3급또는 4급일반직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소방렁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4명， 이 중 1 명은 비상기획업무 수행) 

경기도 
3급일반직 4급일반직 

지방소방준감 
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 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강원도 
3급또는 4급일반직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소방정 j 
지방공무원 (2영， 감사업무 및 비상기획업무 수행) 지방공무원 

충정북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충정남도 
전라북도 3급또는 4급일반직 

( 1 명감사업무수행) 4급일반직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q바。~바。저 。

경상북도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경상남도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담당관 중 1 명은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담당관 중 7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소방 담당 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영한다. 

3. 서|종특별자치시의 소방 담당 과장 중 1 명은 지방소방정으로 임영한다. 

4.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실 · 국 본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호}하기 위하여 5명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 과잠과 담당관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10영의 

범위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위 표의 보좌 ·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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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조저1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 ‘ 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위 표 중 복수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는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영할 수 없다， 

3.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제 1 6조저18항 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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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과장 

원장 국장또는부장 
특화작목 

소장 과장 · 담당관 지도사업 시험연구 시험장장 
분야 사업분야 

「국가공무원법」 

저12조의2에 따라 농업연구관 지방농촌 지방농업연 지방농업 지방농촌 
지방농촌지도관 

고위공무원단에 농촌지도관 지도관 구관 언구관 지도관 

속하는일반직공무원 

비고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 · 담당관에 해'àõf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나 군 본정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 폐홀녕}는 경우를 말한대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 · 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 담당관은 5급을 

말하며. 인구가 10만영 미만인 시 군의 경우에는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2. 위 표중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보조}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둘수 있다 

3. 위 표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r국기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렁으로 표시한다. 

。 지방공무원교육흔련기관(제 18조저13항 관련) 

교수요원 과장 ". c> 기관영 

5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2급일반직지방공무원 특별시 

5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광역시 ， 도 

1 위 표의 교수요원 중 수석교수요원 1 영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영한다 

2.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장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광역시 , 도에서 교육훈련기관을 광역 

시 · 도 본정의 과 단위 규모로 축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은 각각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으나.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수요원 

1 명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정 담당관 1 명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직급책정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저16조저17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31 

비고 



4.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직급기준 

감사위원장 

정무직지방공무원 

사무국장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5. 세종특별자치시 읍장 · 면장 · 동장의 직급기준 등 

구분 | 옵장 · 연장 · 동장 

읍 면 -동 I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님으"f . 날며자 
-rt:::t o -r ‘~O 

6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인구 3만이상옵의과장 

6급일반직 

지방공무원 

1. 읍장 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 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 동의 경우에는 읍장 동징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영할 수 있고， 조치원읍의 읍장은 2017년 6월 30일까지 4급 또는 5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복지 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증특별 

자치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먼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복지 · 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 

자치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 면 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 먼 · 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 

(읍 먼 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부읍장 부면장은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하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읍 언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하는 과장)이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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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2. 20.) 

시 · 군 · 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 · 국의 설치기준(제13조저11 항 관련) 

구분 실·과·담당관 

인구 10만미만 1개 01상 3개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01상 3개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법 제7장~1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01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시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5개 01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인구 10만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 개 01상 3개 이하 

그‘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이상 3개이상 5개이하 

특별시의 
인구 50만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자치구 
인구 50만이상 4개이상 6개이하 

인구 10만미만 1 개 01상 3개 이하 

구 

굉역시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자치구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개이상 4개이하 

인구 50만이싱 3개 이상 5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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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시 · 군 · 구별 기구설치기준은 위 표의 실 국의 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 · 통보하는 행정 

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 · 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 · 국의 수를 산정훌뻐| 있어 그에 해S팅}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 · 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호「하여 산정한다. 

4. 법 저17조저 12항저1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S면f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저17조저12항저1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 개의 실 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저17조저12항저12호 또는 저13호에 해S연f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멸표 6 저1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위 표의 실 · 국의 수에 포흔팅f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E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 군 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어|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 · 국장 · 담당관 · 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t국장급) . 국장 · 자치구가 실장t과장급) 으'"차 0 ' 며:><f. -ar-으~~ . 인구 3만이상 

아닌구의구청장 과장·담당관 동장 -닙r며‘-XCi} 읍의과장 

시 군 구 4급 5급 

읍 · 연 ’ 동 5급 6급 6급 

비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 ’ 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 ’ 국 중 1 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2영의 범위에서 실 ‘ 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응}는 실쟁과장급) . 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영할 수 있다. 

2 읍장 · 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 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 · 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줄징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 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영할 수 있고. 복지 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히는 날부터 3년간은 연장을 4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징을 5급(읍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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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 ‘ 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 , 면 ’ 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 · 면 동장 

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 · 먼 · 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 · 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 · 면 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저1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 영이 부읍장 부먼장을 

겸한다. 

5. 저16조저17흔뻐| 따라 위 표의 보조 · 보좌기관의 명칭(읍 · 먼 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 면 

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 

할수있다 

6. 위 표의 직굽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S벤 시의 경우에는 3영(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ε비국장급) 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영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 명의 실쟁국장급) . 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영할 수 있으며.2개 이상의 지방자치E쩌|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 

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쟁국장급) ‘ 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 국의 설치기준보다 1 개 실 국을 감휠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 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 명의 실쟁국장급) 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저16호 및 저17호어|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영 이S벤 시가 실쟁국장급) . 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정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정장을 보좌하는 1 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 

는 담당관 1 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혐의를 

거쳐 2명(요다가 1∞E뱅 Ol~벤 시의 경우에는 3영)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E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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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이 8. 2. 20.)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 15조제 1항 관련)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영 이상인 시 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영 이상이고 

의회사무국 별표 3 저11호 실 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 군 구. 별표 3 제1호 실 , 국의 설치기준 

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 

。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또는담당관 

서울 1급일반직 4급일반직 

특별시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부산 2급일반직 4급일반직 

시 
굉역시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밖의 
2급일반직 도 광역 

시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특별 
또는 

지방공무원 

자치시 
3그'" 이 '"바‘-지 -, 

및도 
지방공무원 

시 군 구 
4급일반직 5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비고 

1 저 16조저17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영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 

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우|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영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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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 6 . 12. 30.)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제15조제2항관련) 

1 . 시 · 도 

전문위원 
지방의원의정수 

흥정수 4급 5급이하 

20명이하 5영이내 4영 1 명 

30영이하 6명이내 5명 1 명 

40영 01하 8염이내 6영 2영 

50영이하 10영이내 6영 4영 

60영이하 12영이내 7명 5영 

80명이하 15명이내 7명 8명 

100영 01하 17명이내 8명 9영 

110명 01하 20영 이내 10명 10명 

120영 이하 21 명이내 11 명 10명 

1 30영 이하 22영 이내 11 영 11 명 

131 명이상 23영 이내 12영 11 영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01 기능하나.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초과할수없다 

4. 삭저1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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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 군·자치구 

전문위원 
지방의원의정수 

층정수 5급 6급이하 

7명 2명이내 1 영 1 영 

9영이하 2명이내 2영 

15영이하 3명이내 2영 1 명 

20영이하 4명이내 2영 2명 

25영이하 5영이내 3영 2영 

30영이하 6명이내 3명 3영 

35영이하 7영이내 4명 3영 

40명 01하 8영이내 4영 4영 

45영이하 9영이내 5영 4영 

50영 01하 10명이내 5영 5영 

51 명이상 11 영이내 6명 5영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01 가능하나.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초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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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12. 30.) 

사업본부 ·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 20조제5항 관련) 

1. 사업본부 · 사업소의 장 및 보조 · 보화기관의 직급기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구분 장의직급 차장 -t「iXCi} 과장또는담당관 

지역본부 1급또는 2급 4급 

특별시 사업본부 1급또는 2급 3급 4급 5급 

사업소 3급부터 5급까지 4급 5급 

광역시 지역본부 2급 4급 

특별자치시 사업본부 3급또는 4급 4급 5급 

도 사업소 4급또는 5급 5급 

시 군 인구 15만이상 4급부터 6급까지 5급 

자치구 인구 15만미만 5급또는 6급 

행
 정
 기
 구
 와
 

비고 

1.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연구 업무를 수행히는 사업소의 장과 그 보조 보좌기관은 위 표의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연구 

정
 원
 기
 준
 

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등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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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의 사업본부의 장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실장 본부장 중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정원을 제외한 범위에서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광역 

시 도의 사업본부의 장은 별표 2 저11 호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장 · 국장을 2급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2급 

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영할 수 있다. 

3의2 광역시 ‘ 도의 사업소의 장은 별표 1 에 따른 실 국 본부의 설치기준보다 1 개 기구를 감축 운영 

하거나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 개 감축 운영 

하는 경우에는 1 개 사업소의 장을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3급 또는 4급 일 

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영할 수 있는 담당관을 1 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 개 사업소의 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실 국 본부를 감축하여 사업소의 장을 3 

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 

하는부장을둘수있다. 

4. 전라남도 무안군의 사업소 중 기업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S녕}는 사업소의 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으로임명할수있다. 

5. 인구 10만명 이상 인구 15만명 미만인 시 군 자치구의 경우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실 ‘ 국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1 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축된 수에 해당하는 사업소의 장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저16조저1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 보좌기관(차장은 제외한대의 영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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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소의 장 및 보조 · 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분 장의직급 
국장또는 

과장또는담당관 
국장급담당관 

도의출장소 3급또는 4급 4급 5급 

시 자치구의 출장소 5급또는 6급 

음 ， 연의 출장소 6급 

비고 

1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법 저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출장소의 장의 

직급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 

3. 저16조저1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 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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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2. 20.) 

두는 보조 · 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꺼11 2조제 1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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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청 

기획업무 재난안전 
실 ‘ 국장 

과장 소방담당 소방담당 

담당실장 업무담당실 · 국장 담당관 본부장 과장 

2급또는 3급 2급또는 3급 3급일반직 4급일반직 지방 지방 

일반직지방공무원 일반직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λ‘-dC3}저 o 

비고 

1 위 표의 담당관 중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영한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하여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3. 위 표의 보조 ·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 1 2조저1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 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위 표 중 복수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는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2.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과잠 

워』찬〕 국장또는부장 소장 
과장 · 

지도사업 시험연구 담당관 
분야 사업분야 

지방 
지방농업 

농업연구관 지방 지방 지방 지방 

또는지방 
연구관또는지방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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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 중 농업기술샌터의 소장과 과장 · 담당관에 해5녕f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행정시의 농업 

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 · 폐홀[Of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에 해S념}는 일 

반직공무원 정원(소장은 4급. 과장 · 담당관은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화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비고 

Xf 
c>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과장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교수요원 

5급일반직 

지방공무원 

1. 위 표의 교수요원 중 수석교수요원 1 명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영한다 

2. 제 12조저1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의 영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 

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자치경무관 

자치경할담당과장 

자치경징 

비 고 위 표의 자치경찰담당과장 중 1 명은 자치층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소방서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소방서장 

지방소방정 

소방서과장 

지방소방렁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보건연구관또는 

지빙환경연구관 

보건소장 

4급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보건소과장 

5급일반직 

지방공무원 

비 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두는 고많닦과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영한다 

。 보훈청 

Xf 
c> 

4급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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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5급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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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본부 · 사업소 및 출장소 

구분 장 -t「jxCi， 과장또는담당관 

사업본부 
3급일반직 4급일반직 5급일반직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사업소 
4급또는 5급 5급일반직 

일반직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비고 

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12조저1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영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1. 보조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출장소 

장 국장또는국장급담당관 과장또는담당관 

3급또는 4급 4급일반직 5급일반직 

일반직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5급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비 고 

1. 보조 · 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 1 2조저1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 , 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합의제행정기관 

0 감사위원회 

과장 사무국장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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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위원장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영한다.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또는상임위원 

2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사무국장 

5급일반직지방공무원 

비 고 :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겸한다. 

5. 의회사무기구 

의회사무처장 전문위원 과장또는 담당관 정책자문위원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일반직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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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정잭자문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제12조저1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영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행정시 

。 본정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또능담당관 

2급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1 조저1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제12조저13흔뻐l 따라 위 표의 보조 · 보좌기괜부시장은 제외한대의 영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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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 면 ， 동 

읍，연의과장 닙으;0;: •• ~[예;0;: . 
"'ït:::f C) -ra:..: C) 읍장·연장·동장 

6급일반직지방공무원 6급일반직지방공무원 5급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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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읍장 · 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 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읍 동의 경우에는 읍장 · 동장을 4 

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 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 

은 먼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우|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 - 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읍 - 먼 -동의 경우에는 과징을 5급(읍 먼 · 동장 

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 면 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영할 수 있다. 

3. 부읍장 -부먼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 먼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 명이 부읍장 부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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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렁 저11호. 2017.7 .26 .. 타법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동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φ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J(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 

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 

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 

하게 될 초과 현원(現員)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한다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 1항에 따라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제4조(정원 책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U*)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제5조(조직분석 · 진단) (D 영 제34조제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분석을 매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 저1 1항에 따라 조직분석 · 진단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인구， 행정 수요 및 재정 

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분석 · 진단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 1.19 ‘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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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직분석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 26.) 

@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분석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4.11.19 .. 2017.7. 26.) 

1. 조직의 성과가 미흡한 분야 

2 조직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3. 서로 다른 사업소를 합치거나 폐지하여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 분야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 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5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 

6.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펼요한 분야 

7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분석 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개선 방향 

2 조직분석 , 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분석 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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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죄조직분석 · 진단자문위원회) φ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직분석 진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분석 진단 계획의 수립 

2. 조직분석 진단 기준 및 지표의 설정 

3. 조직분석 진단 결과의 확정 및 동기 부여 

4 조직진단대상의 선정 

5 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채택 

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 조직분석 진단을 위하여 펼요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하며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 23 .. 2014 .11. 19 .. 2017.7. 26.)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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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1호. 200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φ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저1 5조제3항 ·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 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l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ù부터 명까지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 ‘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 

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 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l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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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법령의 개정) φ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3항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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